
Pitchdeck 

P2PS 토큰은 ELI 및 

ISI 그룹 클라이언트를 

통해 높은 잠재 성장 궤
도를 가집니다.

안전한 통신 시스템에 통합
된 경제적 가치



P2PS 솔루션

P2PS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안전하고, 

피어 투 피어 방식이며, 간섭 없는 디지
털 통신 플랫폼으로, 개인 데이터, 의료 

기록, 은행 데이터 및 정부 기밀 데이터
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거래
소에서 안전하게 저장하고 교환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용자들을 위해 설계되었
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플랫폼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디지털 방식으
로 거래를 한다는 것은 프라이버시 기
준에서 인트라넷 기업 네트워크에서 

교환되는 소위 "  프라이빗"  이라고 불
리는 정보를 포함하여 비공개가 아닙
니다.



P2PS 

미션 

P2P Solutions Foundation은 효율적
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에게 고
품질이고 세계 수준인 우수한 제품,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ELI 및 ISI와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그
리고 모범 사례를 통해 최신의 혁신
에 보조를 맞추면서 고객의 요구 사
항을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기대를 충
족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전 

P2PSF는 다음을 통해 개인 및 단체
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

§ 단순 공급 업체 또는 서비스 공급 

업체가 아닌 모든 이해 당사자 및 

고객과의 파트너십 강화
§ 팀원을 파트너로 여기며 인센티브 

및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서비스 우수성을 

유지하도록 촉진
§ 커뮤니티의 질을 높이고 고객 기밀

성 생태계를 위한 목표 향상 

핵심 기술

다음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A) P2PS를 피어 투 피어 플랫폼 레
벨로 중앙 집중식 디지털 서비스
를 촉진하는 트랜잭션

B) P2PS 사용자를 위한 분산 서비
스. 모든 이해 관계자를 위한 

P2PS 시스템 수용 및 통합의 장
벽을 낮추기 위한 도구

C) 효율적인 P2PS 보상 시스
템 구현 



P2PS 토큰이란?

P2PS 크립토 토큰 

정부 및 국방, 디지털 교육 및 

전송, 의료 및 제약, 금융 및 기
타 기업 부문에 사용되는 분산
되어 있고 안전하며 간섭이 없
는 피어 투 피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플랫폼에서 모든 트랜
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게이트
웨이입니다.

P2PS 

입증된 비즈니스 관행과 기본 원
리에 기초하여 강력한 기반으로 

구축된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P2PS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일부로, 사용자가 상호 작용하는 

일반적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서 구축됩니다.

P2PS 토큰 

P2PS 토큰은 실제 거래에 매
우 중요하며, P2PS 생태계에 

등록된 모든 공급 업체의 제품
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들이 결국 필요로 하게 될 것
입니다. P2PS 토큰은 자연스
럽게 P2PS 생태계 내의 모든 

가맹점으로부터 제품과 서비
스를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P2PS 토큰을 구매하는 이유

P2PS 토큰을 구매하게 되면, 여
러분은 혜택을 위해 설계된 새로
운 경제에 직접 기여하게 됩니
다. 여러분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나 기업을 설립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립니
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간섭 없
는 보안 통신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P2PS 유틸리티 토큰
을 제공합니다. 

P2PS 토큰으로 안전하고 피어 
투 피어 방식의 간섭이 없는 통
신 플랫폼을 중심으로 구축된 경
제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
다. 여러분은 더 빠른 프로세스
와 끊임없기 계속되는 거래 기록
을 통해 간섭 없는 통신 시스템
의 매우 안전하고 강력한 네트워
크 구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한 이 프로세스는 재정적 행위를 
효율적이고 매우 안전한 프로세
스로 간소화합니다.

P2PS 토큰 구매량은 생태계가 
수용하는 거래량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칩니다. P2PS 토큰 홀더
가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구
매할 수 있도록 많은 옵션을 제
공하면 순환하는 모든 P2PS 토
큰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더 많은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P2PS 생태계를 이용하는 것에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P2PS는 안전하고 간섭이 없는 플랫폼에 액세
스, 사용 및 추가 개발을 위한 상인, 참가자, 

개발자를 위한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상인

은행 기관과 같은 디지털 서
비스를 제공하는 상인들은 

안전하고 간섭이 없는 피어 

투 피어 방식의 통신 시스템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 괜
찮은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
다.

참가자

참가자는 기존 라이센스 대신 

안전하고 간섭 없는 플랫폼에
서 사용할 수 있는 P2PS 토
큰을 구입해야 합니다. P2PS 

토큰의 볼륨이 증가하면 

P2PS 토큰의 가치가 증가하
기 때문에 이 때 참가자는 

P2PS 토큰을 보유하여 금전
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발자

개발자는 P2PS 토큰을 받아 

안전하고 간섭이 없는 피어 

투 피어 방식의 통신 시스템 

플랫폼 및 네트워크를 지속
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예상 로드맵 



고객 안전



시장 규모



팀

DAVID 

DRAKE 

자문 위원회의 어드
바이저 및 디렉터

KEN 

TACHIBANA 

기술, 재무 전문가 

및 어드바이저.

IAN SCARFFE 

블록체인 - 비즈니스 

대사/ 컨설턴트/ 전략
가 및 어드바이저

MIKE SHOKIN 

공인 금융 분석가 

및 어드바이저

SEAN 

BRIZENDINE 

블록 체인 전문가 및 

어드바이저



DENNIS O’NEILL 

어드바이저

VLADIMIR NIKITIN 

어드바이저

NIKOLAY SHKILEV 

어드바이저

JAMEEL A. SHARIFF 

최고 경영자

DR. WALEED ALORINY 

최고 운영 책임자

AMOS HENRY JR. 

최고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 

BEN M. SEGER 

최고 기술 책임자
JATINDER KUMAR 

   마케팅 매니저 

A. MANIKFAN

프로젝트 매니저 

SHINO THOMAS 

프로젝트 엔지니어 



연락

P2P Solutions Foundation 
Domain www.p2psf.org 

E-mail info@p2psf.org  

LinkedIn linkedin.com/in/p2psf 

Facebook www.facebook.com/p2psf 

Twitter @p2psf 

Telegram @p2psf 

Skype @p2psf 

http://www.p2psf.org/
mailto:info@p2psf.org
https://www.linkedin.com/in/p2psf
http://www.facebook.com/p2psf


법적 고지
본 문서는 주식 또는 증권을 요청하기 위한 오퍼가 아닙니다.

본 문서는 정보 제공용으로만 제공되며, P2P Solutions Foundation의 주식 또는 증권 판매를 위한 안내서나 제안 또는 권

유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안이나 요청은 오직 기밀 오퍼 각서나 관련된 증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시된 어떤 정보나 분석도 투자 결정을 위한 토대가 되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특정 권장도 의도하지 않습

니다. 따라서 본 문서는 어떠한 투자 조언, 상담 또는 투자 권유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어떠한 판매 또는 구독

을 위한 제안, 매매 또는 청약을 제안하는 권유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계약이나 약속과 관련하여 그것의 어떤 부분

이나 이를 통해 기초를 형성 또는, 어떠한 연관성도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P2P Solutions Foundation은 다음을 포함해 모

든 종류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및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인합니다. (i) 본 문서 또는 기타 관련 문

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의존 (ii) 이러한 정보의 오류, 누락 또는 부정확 (iii)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상황 본 

Informational deck은 P2PS 토큰의 기능과 P2PS 토큰을 사용하여 정부와 국방, 디지털 교육 및 전달, 의료 및 제약, 은행 

및 금융, 기타 기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안전하고 간섭이 없는 피어 투 피어 방식의 통신 플랫폼에 액세스 하는 방법을 설

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역본 -  본 문서에 오역 또는 의역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번역본은 
투자 권유의 목적이 없으며,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본 백서의 모든 내용은 원본(영문)이 번역

본보다 우선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