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글로벌 금융

GBEX

글로비언스
전 세계 기업 및 소매 고객에게 재정적 자유 제공
글로비언스의 아이디어는 2018년에 탄생했습니다. 당시 공동창업자들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전통적인 금융시스템과 새로운 신흥 암호화폐 세계를 잇는 가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Globiance는 여러 지역의 은행 계좌,
암호화폐 거래소, 카드 및 암호화폐 결제 게이트웨이 등 4가지 주요 비즈니스 수직
분야를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결합하여 기업 및 소매 고객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은행 계좌

GBEX is a Revolutionary Token – An exchange token combined with
features previously only available in ‘meme tokens’ – until NOW!
The deflationary design of GBEX virtually melts away the total
supply DAILY – with every transaction. The increased volume on
the Exchanges, functions as an ‘after burner’ – increasing the burn
and rewards for each and every trade made on the various
platforms around the world!
GBEX의 잠재력을 깨워보세요!
GBEX는 "유틸리티 토큰"이며 수수료 지불, 투표 또는 거버넌스를 위해 GBEX
생태계 전체에서 사용됩니다. 사용자는 거래에 GBEX를 사용하면 수수료
할인과 보상의 혜택을 받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량이 많을수록 매일
사용되는 GBEX 토큰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증가는 GBEX 거래량을
유기적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보상
모든 거래에 대한 GBEX 보유자 "보상"!! GBEX '세금 및 소각' 모델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GBEX를 전송할 때마다 4%의 세금이 징수됩니다. 해당
토큰의 2%는 즉시 소각되고 2%는 GBEX 보유자에게 다시 분배됩니다. GBEX
보유 = 당신을 위한 패시브 보상!! 편히 앉아서 긴장을 풀고 GBEX 잔액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세요!!
미래 보장

글로비언스는 고객에게 25개 이상의 통화로 SEPA 및 SWIFT 계정을 제공하며, 이 계정을
사용하여 자금을 보내고 받을 수 있으며, 여러 개의 계정을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단일
서비스로 IBAN을 제공하여 여러 은행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잔액을 확인하고 거래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IBAN은 통합 API 연결을 통해 글로비언스에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BIN 스폰서들에 의해 제공됩니다.

GBEX는 XinFin이 제공하는 3세대 토큰입니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빠른 거래 속도, 낮은 에너지 소비,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 및 ISO20022
호환성과 같은 기능은 GBEX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핵심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및 지갑
글로비언스는 통합 지갑과 선택적인 은행 계좌를 특징으로 하는 동시에 라이선스
거래소(CEX)를 통해 통합 지갑 또는 은행 계좌로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기능과 결합되어
법정화폐 간 거래 또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거래를 용이하게 합니다. 법정화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용자를 위해 글로비언스는 별도의 서비스 제공으로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만들어 어떤 암호화폐든 다른 암호화폐와 교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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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내에 Globiance 글로벌 플랫폼을 라이브 또는 런칭 예정
2023년 1분기 초에 플랫폼 출시될 예정

주요 설립자

GBEX 토큰 할당
총 500조 (500,000,000,000) GBEX토큰이 XDC 네트워크에서
생성되었습니다.
사전판매
인센티브
팀
두 번째 판매 라운드
소각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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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공급
초기 공급:
GBEX 소각:
현재 공급:

Oliver Marco La Rosa
- 주요 설립자
-CEO

Irina La Rosa
- 주요 설립자
-CPO

보안
아래의 의해 감사 받음
Rugbusters: 모든 감사 통과
AntiHack.Me: 컨트랙트 안전

Alexander Pfau
- 주요 설립자
-CTO

Sascha La Rosa
- 주요 설립자
- IT 지원 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