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립트어시스트는 미래 혁신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

Cryptassist Coin

저희 크립트어시스트 에코시스템에 참여하시어 암호화폐 플랫폼을
통해 대중들이 가상화폐를 대하는 방식에 혁신을 가져와 보세요.

TALLINN, ESTONIA, August 3, 2018
/EINPresswire.com/ -- 크립트어시스트 ICO 가
진행중입니다!

총 공급량은8800만개 입니다

저희 크립트어시스트 에코시스템에 참여하시어 암호화폐 플랫폼을
통해 대중들이 가상화폐를 대하는 방식에 혁신을 가져와 보세요.

크립트어시스트는 암호화폐가 일상에 유용하게 사용 되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25 가지 앱과 기능을 통해 초보자부터 경험 많은 상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방식을 단순화 시키고자 합니다. 웹 또는 모바일에 하나의 로그인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임인 CryptoGo를 통해 실제 암호화폐를 획득하고 크립트 어시스트의 자체 라이센스가있는 온라인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50 개
이상의 암호화폐 중 하나를 사용하여 직불 카드로 쇼핑하고 웹샵, 뉴스 업데이트, 모든 도구를 통해 포럼 및 등에 사용을 해보세요.

크립트어시스트 코인 (CTA)은 빠른 DAG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며, 프리미엄 알람 및 서비스에 더해 디플레이션 모델을 보유하고있어 남아있는 CTA의
가치를 잠재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CO 세부정보:

· 최대 코인 공급량: 8800만개

· 2018 년 7 월 31 일 ~ 2018 년 9 월 12 일 또는 하드캡에 도달 할 때까지 (둘 중 빠른 날짜)

· ICO기간 동안 팔리는 코인양 7475만개

· 325만개는 바운티에 할당

· 1000만개는 팀,거래소 등재, 프로모션에 사용

· 가격: $0.38 USD

· 하드캡: 2367만 USD

· 소프트캡: 달성됨

· Platform: DAG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백서를 다운로드하고 크립트어시스트에 대한 소셜 미디어 링크를 볼 수있는 웹 사이트 https://www.cryptassist.io/ 를
방문하십시오.

Cryptassist 팀

http://www.einpresswire.com
https://www.cryptassist.io/


필요 링크:

페이스북: www.facebook.com/cryptassistcoin

트위터: www.twitter.com/cryptassistcoin

미디움: https://medium.com/@cryptassistcoin

레딧: https://www.reddit.com/r/CryptAssist/

Bitcointalk: https://bitcointalk.org/index.php?topic=4553885.0

VK: https://vk.com/cryptassistcoin

인스타: https://www.instagram.com/cryptassistcoin/

링크드인: https://www.linkedin.com/company/cryptassist/

유투브: https://www.youtube.com/c/CryptAssistCoin

CTA 바운티 방: https://t.me/joinchat/GLcEeRKRUitwZ-piTt0p4g

코인 투표 사이트 https://oodlebit.com/coinvoting.php

Niki Lin
Cryptassist Corp
+66977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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