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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지혜와 인공 지능이 결합된 유일한 에코시스템으로,
자산 관리에서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문제

제품

금융 시장, 특히 암호 화폐 시장은 비합리적이고 예측 불

Hybrid Intelligence 플랫폼은 다양한 자산에 대

가능하며,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한 예측을 하고 재정적 보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115,000명 이상의 분산 애널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

한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다음 이러한 데이터 세트는 AI에 의해 정리되
고, 범위가 지정되고, 개선됩니다.
Cindicator Bot은 Hybrid Intelligence를 사용

솔루션

하여 정확도가 60%를 넘는 지표를 통해 기존 및 암호
화폐 금융 시장 분석을 지원합니다.

Cindicator는 Hybrid Intelligence를 기반으로
예측 분석 제품을 제작합니다. 전 세계 115,000명 이상

Cryptometer는 5분 미만으로 지속될 수 있는 차익

의 애널리스트들이 다양한 자산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

거래 기회를 발견합니다.

고 시장 전망을 제공합니다. 이 지속 가능한 에코시스템
은 한 달에 400,000건 이상의 예측을 생성합니다. 30

Token Sale Review는 가장 유망하고 지속 가능한

개 이상의 기계 학습 모델과 완전한 뉴럴 네트워크가 이

토큰 판매를 선택하고 최적의 출구 전략을 계획하기 위

고유한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여 매우 중요한 지표, 심리,

한 Hybrid Intelligence 크라우드소싱 보고서 및 지

신호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맞춤형 예측 및 분석이

표를 제공합니다.

CND 토큰 소유자에게 배포됩니다.

맞춤형 지표 및 고유 데이터(당사의 파트너용).

개요

팀

Cindicator는 2015년부터 Hybrid Intelligence

시리얼 IT 기업가이자 선구자인 Mike Brusov, Yuri

플랫폼을 개발해 온 핀테크 회사입니다. 이 플랫폼은

Lobyntsev, Artem Baranov가 이끄는 60명 이상

135개국 이상에서 115,000명 이상의 매우 적극적인 분

의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및 기

산 애널리스트들이 매일 사용합니다. 암호 화폐 및 기존

타 전문가. 핵심 팀은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시장에 대한 이들의 예측은 기계 학습 모델 및 뉴럴 네트

에코시스템 발전을 이끄는 수천 명의 토큰 소유자와 분

워크 세트를 통해 수집되고 향상됩니다.

산 애널리스트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인간과 AI의 공생의 결과로, Cindicator는

Cindicator의 자문위원회에는 테크, 벤처 캐피탈, 블

CND 토큰을 보유한 6,000명 이상의 트레이더와 투

록체인 및 암호 화폐 분야에서 15명 이상의 선도적 전문

자자를 위해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 의사 결정을 향

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니다. Ethereum 공동 설립자

상시키는 중요한 트레이딩 지표, 예측 분석 및 심리를 만

Anthony Diiorio, Singularity University 설

들어냅니다.

립자 Reese Jones, Gibraltar Stock
Exchange 회장 Marcus Killick, Bitcoin

2017년 9월에 성공적으로 토큰을 판매한 후

Foundation 설립자 Charlie Shrem 등.

Cindicator는 토큰 소유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Cindicator Symbiotic Network는 지속 가능한

여러 기능 분석 제품이 있는 몇 안 되는 지속 가능한 토

기업과 스타트업을 맺어주어 네트워크 효과를 향상시킴

큰화 에코시스템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으로써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비즈니스와 경제 모델을 토큰화하여 오늘날의 시장에
충격을 가합니다.
CND는 Binance, Bitfinex, Ethfinex, GOPAX
및 기타 암호 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5억 달러 상당의 애플리케이션
에서 토큰 판매로 1,500만 달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가 출

크라우드 예측 플랫폼의 첫

헤지 펀드와 함께 15개 파일

러를 거두어, 번성하는 커뮤니

시되어 정확도가 70%로 향

번째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럿이 시작되었습니다

티를 만들었습니다

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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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Moscow Exchange와의

토큰 소유자를 위한 첫 번째

스타트업과 기업이 토큰

파일럿 프로젝트, 47% p.a.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화된 경제를 창출할 수 있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도록 돕기 위해
Symbiotic Network
가 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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