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ma [카르마]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의 경제
개인간 (P2P) 평점 (Scoring) 과 국경을 초월한 금융거래
어떤 자산이든, 어떤 담보든, 제한 없는 금리로.
신뢰를 기반으로하는 전세계적인 커뮤니티 조성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사회적 및 경제적인 관계를 만드는 플랫폼
전당포부터 기부활동, 대출부터 상품/서비스의 직접적인 거래 까지,

어떤 문제를 해결합니까?
1. 중소기업이 대출받기 어려움
은행이 전당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큰 담보)
대출 진행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요 장점들
카르마 안에서 각 유저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대출자, 판매자, 보증인, 평점(scoring), 보험자, 추심원, 자산 관리자 등을 비롯해
앞으로 미래 생태계에 생길 역할까지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유익한 행동을 하면 보너스를 받고 평판이 축적됩니다.
국가를 초월한 API 를 통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암호화 자산, 명목 화폐,
부동산, 금, 운송중인 물품 등 자산의 형태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은 카르마의 개방된 플랫폼 내에서 무한하고 다양한
사회적 및 경제적인 관계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3. 평가 기준 부족
투자자가 중소기업이나 개발도상국 시장에
투자 위험도 평가를 할 간단한 도구마저 없습니다.

토큰 소지자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공급자들은 선불을 요구하고,
대규모의 수요자들은 후불로 지급합니다.
현금 부족을 지원할 금융 상품이 없습니다.

100,000토큰 이상을 가진 소지자의 추가 기능

어떤 기회를 만듭니까?
부유한 국가의 (일본, 미국, 스위스) 투자자들이 개발도상국에 투자 할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세계 인구는 60% 이상입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공제한 후 대출 금리가 0%까지 내려가고
이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개인 간 경제시스템 [P2P] 이 만들어집니다.

실현 단계
1. 명목 화폐와 암호 화폐로 국경을 넘는 개인간 (P2P)금융
2. 재화 및 용역(Service)의 교환을 통한 대출
3. 내부 화폐를 이용하여 담보 대출

2017년 8월
목표 : 0.5М USD 달성.
기금사용처 : 알파버전 개발, 법률화,
마케팅 및 Token Sale

Token Sale
2017년 11월
목표 : 10M USD
기금사용처 : 프로젝트 개발 및 자체 손익
구조 형성 (자급자족)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 보험 네트워크가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상해줍니다.
내부에서 연결된 추심원들이 대출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빚을 받아냅니다.
각 대출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 전자 계약입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개인 및 집단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설정된 담보를 매각 처리합니다.
상호 간의 책임 : 채무불이행일 경우 거래한 각각의 사람에 대해 평판이 감소합니다.
개인간(P2P)의 시스템에서 사람들은 평판 지수를 가치로 여긴다.
내부의 상호부조 안전기금을 운용합니다.

2. 중소기업의 현금 부족

Presale

다크풀(dark pool)에 접근, 일반 사용자보다 먼저
새로운 투자요구와 대출신청을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안에서 하는 모든 거래의 수수료가 50% 할인됩니다.
가장 많은 토큰을 가진 소유자 15명은 추가 토큰 발행 및 개발 핵심 포인트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수요 증가, 플랫폼 내의 모든 수수료를 카르마 토큰으로 지불합니다
수수료 총액은 거래량의 약 5% 입니다.
2020년 즈음 거래의 규모가 1년에 10억 달러로 예측됩니다.
토큰의 유가증권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토큰 판매가 끝난 뒤 바로 거래소에서 토큰이 매매됩니다.
전세계 상위 20위권 안의 암호화 화폐 거래소에 추가로 상장될 예정입니다.

팀
George Goognin
핀테크 경력15년차.
MCX, VTB 24, X5 Retail, Samsung
자동화 프로젝트 운용.

Artem Laptev
재정행정 경력 15년차.
중소기업을 위한 5M USD 규모의
개인 P2P 기금 창립자.

Ronny Boesing
OpenLedger, 덴마크
OpenLedger 창립자.
CoinsBank, OBITS, Apptrade.
ViewFin의 공식적인 파트너.

파트너

프로젝트의 경제학
거래의 수수료. 생태계 차제가 비영리적입니다 / 잉여금은 프로젝트 개발에 사용됩니다.
안전기금 적립·토큰 재구매에 사용됩니다. / 시장 규모: World Bank 평가로 2조 달러.

합법성
100% 합법적인 토큰 판매 : 달러로도 토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투자자라면, 미국사람과 중국사람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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