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yk 투자 개요
US$ Billions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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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형 클라우드 스토리지
+ 블록 체인 보안 추적
250

시장

250 억 달러 (500 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200 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보안)

Losses to Hackers

과학 기술

반응적인 패치 워크 3-4 공급 업체 솔루션을
대체하기위한 5 가지 주요 보안 위협에 대한
단일, 완전 패시브 솔루션

750

Cyber-Security

해결책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1 달러를 쓸 때마다 4
달러가 사이버 보안에 사용되어 스토리지를
보호합니다.하지만 25 달러는 여전히
해커에게 손실됩니다

Cloud Storage

문제

1000

0

고객

금융, 법률, 의료, 정부, 물류, IT 분야의 대기업

설립자

Quantum Physicist 박사 인 Adam Weigold
(CEO)와 Cyber-Security 전문가 인 Raghu
Kotha (CTO)가 이끄는 세계 정상급 팀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라우드 보안
해커의 손실

Cryptyk은 도난당한 데이터가 해커에게 쓸모 없으며 흔적을 남기도록 보장합니다

투자자 문의
token@cryptyk.com

www.cryptyk.io

Cryptyk 투자 개요
분산 제품 스위트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VAULT : 분산 파일 저장 및 공유
수동적으로 영향을받지 않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아키텍처
- 외부 보안 위협
- 바이러스, 악성 코드
- 운영상의 실패, DDoS 위협
실시간 애플 리케이션을위한 낮은 대기 시간 (<200 msec)

SENTRY : 블록 체인 보안 추적
추적 / 감사 /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 내부 보안 위협 (예 : 직원)
- 감시 및 요격 위협

단일 벤더 보안 및 스토리지 솔루션
단일 공급 업체의 완벽한 사이버 보안 +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을
다중 공급 업체 비용의 50 % 미만으로 제공합니다.

Cryptyk 토큰 세일 (CTK)
CTK 토큰 :

유틸리티 토큰 (ERC-20)

CTK의 수 :

750,000,000 (영원히 고정)

분포:

토큰 판매 투자자의 경우 33 %
지역 사회 인센티브 33 %
Cryptyk 내 깃돈 보관자를 위해 33 %

CTK 가격 : 선매 투자가는 10 센트, 공공 투자는 12.5 센트
사전 판매 : $ 8M 소프트 캡 7 월 15 일 마감 하드 모자는
음모 세일 : $ 25M $ 7 월 18 일에 개봉
리스팅 날짜 2018 년 9 월 7 일 교류
투자자 문의
token@cryptyk.com

www.cryptyk.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