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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on
유틸리티 빌 지불 간단 하 게: 한 번의 클릭에 지불 통신, 전기, 가스 및 

물 비

이 문서는 개인적, 법적, 또는 금융 조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신의 전문 법률 및 금융 조언을 

구 하 고자 것이 좋습니다 수 있습니다.

법적 고 지

1. Treon (TXO) 백서 (이 하 "백서" 또는 "문서")는 전보낸정보 제공 목적 으로만.

2. 문서에 아무것도 어떤 법학 용어, 투자, 또는 투자 조언을 위한 권유에에서 증권을 구매 또는 

판매 하는 제안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모든 판매 및 Treon (TXO; 흰 종이)의 구매 문서 규제 하지 

않습니다. 판매 및 pur-체이스는 Treon의 이용 약관에 의해 규율 됩니다.

3. 여러 견적, 문구, 흰 종이 결론 앞 문을 구성. 이러한 문 또는 관심사를 중요 정보 포함 불확실성 

및 위험 예상 결과에서 소재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흰 종이 업데이트 또는 변경, 최신 버전의 이전 버전에 비해배회하는사전 문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 게 사실의 통지 또는 콘-텐트 어떤 변화를. 영어에서 흰 종이의 최신 

버전은 웹사이트 https://treon.io/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흰 종이에 제출 하는 모든 데이터는 

정확 하 고 최신 시점에서 관련 버전 전파 되었습니다 시간에 되도록 모든 노력을, 제안 된 

문서는 하지 하는 독립적인 제 3-파티 컨설팅 의견입니다.

5. 백서 및 관련된 문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 될 수 있습니다. 영어 버전과 외국어 버전 

간에충돌또는 불일치가 발생 한다, 문서의 영어 버전 그리고 우선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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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흰 종이 Treon 계약을 구성 하지 않습니다. Treon, 이사, 피어스, 직원 및 동료 할 하지 나의 

발생 또는 정확성, 신뢰성, 또는 백서에 포함 된 자료의 완전성에 관련 된 모든 법적 책임을 가정 

합니다. 관할권의 관련 법률에서 허용 하는 최대한 범위 내 Treon 지지 않습니다 제한 되지 않고 

모든 간접, 특별, 우발적, 결과적 또는 기타 손실 발생, 연결, 백서, 포함 하 여에 대 한 책임의 

손실에 수익, 이익, 또는 소득의 손실 및 데이터의 손실 Treon (TXO)을 구입 하려는 사람 흰 

종이에 밖으로 설정 하는 모든 작업에 투입 하기 전에 독립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7. 당신은 CAPPs의 문제 법적 것 여부는 시민 또는 관할권의 다른 대표자는 경우 또는 등록, 

라이센스 또는 잠금에 대 한 어떤 요구 든 지에 따라 Treon 디지털 자산 공 매에 참여 하는 법적 

권리가 없다.

8. 구입, 수신, 당신과 당신의 자신의 위험에 Treon 토큰을 보유 및 없이 보증 어떤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TXO는 '있는 그대로' 기초에 제공 되는 동의. 법적으로 당신의 관할권에 있는지 

다음 어떤 주어진된 관할에서 또 다른 구매자에 게 Treon 토큰을 재판매할 수 있는 Treon 토큰 

구입을 허용 하는 경우 어린이 광산에 귀하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구매, 결정 또는 군중 판매에 

참여의 세금 영향 평가 대 한 단독 책임을 부담 하거나 수신 고는 TXO을 들고 모든 측면에서와 

관련 관할권에서 토큰.

9. 규제 기관 검사 또는이 백서에서 제공 하는 정보 중의 승인. 그런 행동은 또는 법률, 규정 요구 

사항, 또는 어떤 관할의 규칙 아래에서 찍은 것입니다.

10. 토큰 및 분산된 레저 기술 규제 상태 불분명 하거나 많은 관할에서 불안입니다. 그것은어려움 

예측 방법 또는 규제 기관 같은 기술 및 응용 프로그램, Treon 플랫폼 및 TXO 토큰을 포함 하 여 

기존 규제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어려움예측 방법 또는 입법부 또는 규제 기관 

법률 및 규정 분산된 레저 기술 및 Treon 플랫폼 및 TXO 토큰을 포함 하 여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레굴 라 보수당 작업 부정적인 포함 한만, 

그림의목적-es에 대 한 구매, 판매, 및 TXO의 전달 구성 불법 활동 또는 Treon 토큰은 규제 

결정을 통해 다양 한 방법으로 Treon 플랫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악기 등록 또는 구매, 

판매, 및 그 전달에 관련 된 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의 라이센스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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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1. Treon 토큰 테리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그 어떤 오작동, 고장, 또는 포기 테리 프로토콜의 

Treon 토큰에 소재 부정적인 효과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에 진보 또는 양자 컴퓨팅의 

개발 등 기술 발전, Treon 토큰을 암호화 합의 메커니즘 비 효과 렌더링 하 여 TXO의 유틸리티를 

포함 하 여 Treon 플랫폼 위험을 제시 수 있는 뒷받침 테리 프로토콜.

12. 다른 분산된 암호화 토큰 테리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TXO 토큰은 포함 하 여, 테리블록 체인 

에 Treon 거래의 유효성을 검사 하는 과정에서 광부에 의해 공격에 취약 하지만 공격, 이중 

지출에 국한 되지 않음 대부분 광산 전원 공격, 그리고셀프 광산 공격. 어떤 성공적인 공격 Treon 

플랫폼과 TXO 토큰을 포함 하 되이 제한, 정확한 실행와 Treon 토큰을 포함 한 거래의 기록-ing

에 위험을 제시.

Treon (TXO)은 "유틸리티 토큰"을 안전 하 게 테리블록 체인에 기반 하 고 원활 하 게 도움 

유틸리티의 그들의 사용에 대 한 지불 같은 소비자, 통신, 전기, 물, 모바일 지갑과 유틸리티에 

연결 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천연 가스 그들은 가입 하는블록 체인 에 새로운 유틸리티 지불 

생태계를 활성화 하는 통합된 대시보드를 통해 회사. 혼자 가계 소비에 대 한 연간 차례 이상 2 

조 달러를 초과 하는 생태계

Treon은 유틸리티 소비자와 공급자에 대 한 만들어집니다. Treon 지갑 응용 콘-sumers 관리 하 

고 그들의 유틸리티 사용에 대 한 지불 수 있습니다. Treon는 또한 다양 한 공급자 사이 내부 

유틸리티 계약의 원활한 정착-ment를 수 있습니다. Treon를 목표로 될 디지털 변환 유틸리티에 

대 한 강한촉매 두 전선: 비즈니스 소비자와 Busi-다 움-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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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ERC20: 정의 테리 토큰을 구현 하는 규칙의 표준 목록 그것은 개발자에 게 제공 ' 능력 

프로그램을 어떻게 새로운 토큰 광범위 한 테리 생태계 내에서 작동 합니다.

Treon (TXO): 은 "유틸리티 토큰"에 따라 테리 blockchain는 같은 것입니다 안전 하 고 원활 하 

게 도움 유틸리티의 그들의 사용에 대 한 소비자 지불, 통신, 전기, 물, 모바일 지갑과 유틸리티에 

연결 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nat-우랄 가스 그들은 가입 하는 회사. 토큰의 이름 "TXO 토큰"을 

요약 하는 데 "TXO" 이며 테리 ERC-20 표준에 기반. TXO은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는 동안 다른 

유틸리티를 정착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통화

유틸리티 토큰: 이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 업계 용어 라고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또는 응용 

프로그램 동전 토큰, 제품 또는 서비스에 액세스 하는 소비자에 게 제공 되 고 있습니다. Treon 

유틸리티 토큰을 사용 하 고, 소비자 자신의 유틸리티 청구서를 정착 수 있을 것 이다. 

Treon-TXO 토큰 특히 본국 또는 크로스-국경에 정착 하 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현재 존재 하는 

문제를 많이 완화 도움이 됩니다.

Treon 대시보드 응용 프로그램 및 지갑: 안전 하 고 원활 하 게 관리 하는 TXO 토큰 및 기타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fiat 및 암호화 통화 지원. 응용 프로그램의 베타 버전 TXO, BTC, ETH

와 원 지원합니다.

Treon 디지털 플랫폼: Treon의블록 체인 인프라 지원 TXO 지갑거래 Treon 디지털 플랫폼: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애플 리 케이 션 및 유틸리티 안 돼요-새 의 시스템 사용 현황 데이터를 

제시 하 고 법안을 지불 정착을 지갑의 통합 프로토콜 주택. 그것은 또한 스마트 계약 엔진 

생태계 파트너의지원 Treon의 네트워크입니다.

Treon 네트워크의 생태계 파트너: Treon 또한 디지털화 테리블록 체인 자동화 하 고 죽인다 

그들의 멀티 및 양측 계약 또는 당 펀드의 정착에 스마트 계약을 사용 하 여 유틸리티 공급자 

사이 상호 운용성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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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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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on 비전

문제 설명

개요

Treon 수익 스트림

잠재력

개요

텔레콤에 기회

전기에 기회

천연 가스에 기회

물에 기회

거래 수수료

배포 위원회

토큰 판매

소비자에 게장점

변경 하 고 소비를 최적화

뱅킹되지 않은 의 포함

다른 유틸리티 계정 관리

쉬운 보기 및공고 통합

충전 및 결제

지불-충성도 프로그램에 대 한 보상

스마트알림

유틸리티 회사에장점

Treon의 인센티브 모델을 출시

협력 관계 합의

업계 참여

회사에장점

소비자 교육

응용 프로그램 지원

Treon의영향영향

녹색 및 신 재생 에너지 사용을인센티브

Treon 비즈니스 모델

06

09

09

10

11

20

13

18

13

15
16
17

20

21
21

21

21

21
22
22

22
22
22

23

23

24
24
24

24
25
25

25

20



Treon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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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개 Treon
당신은 평균 유틸리티 소비자 그들은 그들의 청구서를 지불 하 고, 그들은 달 당 그래서 3 ~ 4 

번 할 때마다 20 분 큐에서 서 있는 것을 아시나요? 그것은 평균 90 분 그냥 큐! 다행히도, 이제 

큐 그냥 있어 훨씬 더 짧은, 사실 그들은 더 이상 존재 하지 Treon 감사!

Treon는 토큰 기반 모바일 대시보드 및 유틸리티 빌 결제, 지갑 솔루션에스페 -특정인블록 

체인 스마트 계약 기술을 사용 하 여 그들의 청구서를 해결 하기 위해 공공 유틸리티를 사용 

하 여 고객의 수십억에 대 한 설계 되었습니다. Treon 개인, 인스턴트, 검증 된 및 믿을 수 있는 

거래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쉬운 편리 하 고, Treon는 완전히 투명 하 고 신뢰할 수 있는, 단지 하나의 대시보드를 통해 

유용한 관계 법안을 지불에 대 한 한 편의점. 실시간, 추적 및 비용 감소, Treon 메이크 

어려움과 원활 하 게 사실상 어디에서 귀하의 청구서를 지불.

Treon 관리 통신, 전기, 가스 및 물 네트워크에 사용을 위한 그들의 매달 유틸리티 청구서를 

지불 하는 전세계 소비자를 활성화 하는 테리블록 체인 에 있는 플랫폼 이다. 휴대 전화는 주류 

디지털, 항상에 도구로 Treon의 비즈니스 모델 및 소비자의 수십억에 대 한 대량 도입 전략의 

코너 돌 중 하나입니다.

A. Treon愿景
Treon 새로운 "유틸리티 돈을" 유틸리티 네트워크 내외에 거래 되는 것을 목표로. 우리 어디 

은행 고 발전해왔습니다 소비자 동등 하 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알고 하 고 그들이 분 음성 

통화, 데이터, 천연 가스의 열 단위 또는 갤런, 전기의 킬로 와트의 사용에 대 한 지불의 

보안과편의 세계를 구상 음료수 물입니다. 모두 하나의 온라인 및 통합 대시보드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실행 하 고 이러한 사용에 대 한 지불에서 그들의 선택-암호화 또는fi at -몇 

가지 간단한 클릭 하 여 통화를 사용 하 여.

Treon 팀 설계는 간단 하 고 독특한 디지털 플랫폼, 스마트폰 애플 리 케이 션 및 유틸리티 

공급자와 그들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관리 하는 각 공급자에 연결 된 통합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사용에 대 한 지불 고객 수 있도록 지갑 통해 열고 인터페이스를 

보안 합니다. 또한,이 새로운 생태계를 성장, Treon 것입니다 보상고객Treon 토큰 (TXO)을 

사용 하 여 최고 최대의 유틸리티 계정 또는 그들의 유틸리티 요금 정산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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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문제
오늘, 통신, 전기 및 물의 소비자는 수많은 전에 직면:

평균 소비자 관리 3 또는 4 유틸리티 계정; 모바일 서비스, 라이트 업 집, 물 유틸리티 난방 및 

요리에 대 한 깨끗 한 물, 그리고자연스러운 가스 공급자에 대 한 지불 하는 전기 회사에 대 한 

통신 공급자. 각 유틸리티 회사는으로 다른 인해 다른 결제 주기 날짜. 일부 허용 온라인 또는 

모바일 지불; 다른 나머지는 신용/직불 카드 수용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서비스 위치에 현금 

지불 필요 지불, 자동 지불 또는 수동 트리거.

10

또한, 우리는 유틸리티 회사 것 중 Treon 토큰 하나 그들의 장기 연체 디지털 변환에 대 한 

퇴사의 구상. 블록 체인 스마트 계약 관리 하 고 그들 사이 양자간/다자간 계약 정착 

유틸리티에 대 한 자동화의 저명한 다음 물결은 하는 것이 믿습니다. Treon 플랫폼효율성 , 

속도, 및 저축 및 TXO 토큰 가져올 것 이다 곰 채택 하는 유틸리티에 대 한 강한 매력입니다. 

공공 유틸리티는 그들 사이 남자 노화 상호 운용성 계약 방법은 내에서 장애에 대 한 

준비입니다. 통신 인테르는 Treon 토큰 생태계 스마트 계약에 대 한 이러한 협정을 디지털화 

것 이다-연결 및 로밍 계약 (IIR), 에너지 회사의 전력 구매 계약 (PPAs) 또는 선회 계약, 국제 

등 것입니다 관리 및 TXOs를 사용 하 여암호 해독 성 를 통해 정착. 우리는 디지털 변환 

유틸리티 업계 소비자 및 엔터프라이즈 전선에서의 강한 원동력으로 Treon를 구상.

고객 경험-특히뱅킹되지 않은 -어떤 유틸리티회사들 는 유망 하 고 실제 서비스 사이 간격 때문에 좌절 하 

고 경험.

조각난된 방법 제어, 모니터링 및 공급자에 따라 세련의 다양 한 각도와 사용에 대 한 지불. 한 가지 확실히, 

당신은 3 또는 4 다른 사용자 여행 그냥 통과 알고 생활의 기초에 대 한 지불 하는: 에너지, 통신, 그리고 물.

모든 유틸리티를 관리 하는 통합 및 간단한 스마트폰 애플 리 케이 션의 부족 한 곳에서 지불을 청구 하 고 

당신의 사용을 지불 합니다.

시간에 지불에 대 한 인센티브 없습니다 있습니다. 좀 아무 충성도 보상 되 고 당연한 인식으로 소비자를 

떠나 대부분의 유틸리티의 독점적인 역사에 부분적으로 만기가 되 게.

에코-친화적인 유틸리티를 사용 하 여에 대 한 좀 더 보상 같은 태양 에너지와 바람에서 생성 된 전기. 

방법에 대 한 태양 격자에 생성 하는 전기 소비에 대 한현금 환불 보상 받고? 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 

주류가 상상해 보세요.



C. 왜 Treon

Treon는 강력한, 모듈형, 테리블록 체인기반, 분산 유틸리티 지불 게이트 웨이 및 처리 지갑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소비자 자신의 유틸리티 청구서를 지불 하는 세계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Treon 도구와 완전히궤도에 올랐다하 고 저렴 한 방법으로 선택의 목표로.

뱅킹되지 않은 고객에 대 한이익 TXO 토큰을 사용 하 여 보장 됩니다. 물론, 중간에 우리가 

제공 하는 계속 하 고 다른 결제 도구를 제공 하므로 해결 도구로 TXO를 액세스 하는 법을 

배워야 고객에 대 한 학습 곡선입니다. Treon의 핵심 목적입니다 프로-우리가 그크립토 통화 

예견으로 그들의 매일 고통을 완화 하려고 하는 전세계 고객 일반 하루에 거래의 일부를 곧 

될 것입니다 오늘 존재 하는 지불 방법의 모든 종류 보라.

Treon는 수년간 작은 고객 중심 혁신 했다 분야에서 자사의 디지털 지불 도구와 서비스의 

새로운 형태를 구축 하 고 있습니다. 블록 체인 기술 성장과 비용효율성 향상소비자를 제공 

하는 유틸리티에 대 한 광대 한기회 관계를 제공 하는금융 자유와 그들의 사용을 통해.

Treon 유틸리티 지갑 응용 프로그램은 정확 하 게 정리 하 고 전통적인 빌 지불 서비스의 

함정을 방지 하는 동안 유틸리티를 지불을 관리 하는 전자 지갑 매체의 잠재력을 활용 하 여 

소비자를 돕기 위해 설계 되었습니다. 그들의에서 세계 사람들에 대 한 거 대 한이익 및 편의 

제공으로 모바일 지갑 응용 프로그램 유비 쿼터 스와 필수적인 가정 도구에 영향 되고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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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하면뱅킹되지 않은 고객 (분명대법원 -타이)의 경험 여행, 유틸리티 공급자는 세계의 

평균 하드 근로자에 대 한 관리의 월별 어려움의 정도 파악 하기 쉽게 될 것입니다. 금융교육의 

수준 낮은 사회 경제 피라미드의 바닥 층 사이입니다. 지리적 및 병 참 술 장애물금융부문에 

연결 하는이 지역 사회에서 주요 과제 있습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 유틸리티 서비스 공급자 증가 운영 비용의 주요 과제에 직면 하 고, 

맞춤 및 향상 된 고객에 대 한 요구 경험, 사이버 보안 문제, 그리고 회의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세계확인 된그들의 "아날로그" 유산과 미래에 성장 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DNA 사이 간격을 

메우는 필요 주위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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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청구서를 지불하는 매월 잡일이 예, 받기 위해 그들을 기억하는 바로 지불해야 

합니다. 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는 가운데 서 있는 대기열 작성, 저장 및 확인 finally 금액은 

단지 양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그림 들고 왔다. 그래도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청구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유료? 우리는 늦은 지불 수수료, 벌금, '항구적 또는 서비스의 경우 연결이 

끊어질 경우?

Treon, 유틸리티 , 결제 및 collec -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지불 게이트웨이 및 에코시스템을 

통해 실제 소비자 기쁨 안으로블록 체인 제공하는 기회를 단순화 및 변환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범죄자-TXO 토큰을 사용하는 동안수녀 

낮은 거래 수수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지불 옵션, 보안 및 사기 방지, 그들의 TXO 토큰을 보낼 

수 및 유틸리티 공급자는 다른크립토 통화.

Treon, 우리는 당신의 유틸리티 청구서 지불 편리한 1을 언제, 어디서든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블록 체인으로 통화하기및 유틸리티 산업 변화시킬 것입니다. 계획에 동참해야 유대를 다시 

프로비저닝하고 재활용함으로써 다이내믹 - 혁신적인 솔루션을 구현하여 저해하 안에서 

그들의 cus -'이란 단체의 토머 마샬이 운영 모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블록 체인기술은 

이러한 호르몬들은 활성화변환 자- 기둥 중 하나입니다. 블록 체인는 공개 키 암호화 및 공유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분산 유틸리티 원장 기술은 고객 및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블록 체인직접-중개-신뢰할 수 없는, 피어 투 피어 트랜잭션채널소비자, 구매자 및 판매자 

및 서비스 공급자. 이 성공 - 완전히블록 체인역량을 스마트 기술 – 계약어지러운 적용하여 

보안 트랜잭션을 제공할 것을 증명했다. 이 유틸리티 를블록 체인 위한 실용적인 솔루션을 

기존의 기술, 유틸리티 기술블록 체인만들어진 나빠 . 투자 - 내부 및 고객의 비즈니스 단위 

드라이브와 함께 공존 합니다.

Treon 암호화 공간으로블록 체인및 암호화 공간에 수십억 유틸리티 고객을 연결 하 여 

사용자의 놀라운 숫자를가지고 하는 방법에 있다. 우리의 비전은 도달 시간 곧 전 세계 고객 

선호 유틸리티 돈을 단순히 그들의 청구서를 지불에 대 한 보상으로 Treon 토큰을 사용 하는 

것입니다. 시간 때문에 유틸리티 회사 고객에서 Treon 토큰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빠르고, 더 

안전 하 고 운영 하 고 사용 하 여 더 적은 비용입니다.



D. 시장 잠재력

1. 입니다. 통신에 기회

이 GSMA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전세계 5.0억 이상의 모바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일 "삶이 될 줄"사업실시, 엔터테인먼트, 구매 및 판매, 우리의 일상 생활을 통하여 

지불한다.

Treon 휴대폰 고객을 위한 다리 블록 활용 - 체인암호 해독 성기술을 사용합니다. 세계 은행 

및 GSMA 모바일 사용자는 38억 따라뱅킹되지 않은. 그 동안 Treon뱅킹되지 않은디지털 

격차를 토큰을 목표로,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경제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고속 

성장-ing가 디지털 경제 분야의 다양한 유틸리티 미답봉 가능성. 연간 시장 크기를 수조 

달러를, 통신, 전기, 천연가스, 친환경 에너지, 물, Treon는 이 공정한 시장 점유율을 캡쳐를 

설정할 것인지. 다음 시장 기회 및 Treon는 앞으로 5년간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확장성 및 

캡처 잡아두면 방법을 설명합니다.

디지털 통신 유틸리티 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솔루션을 구현하고 가동할 수 있는 보다 

기술적으로 진보된 , 그들의 경험을 향상합니다. 대상 실제 Treon 3개월새 1달러 매출 - 

2017GSMA 사자 보고된 보고서 TXO 토큰 및 디지털 도구 - 얼리 첫 이동통신사와. GSMA 

대한 소비자의 따르면 2018년 글로벌 통신 매출 1조 있는 1.05달러, 온라인 채널, 즉 최고의 

온라인 판매 및 충전 101억 달러 매출 중에서 전망이다.

통신 사업자' 2019년 매출 110조 달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수익의 거의 80%에서 5.1억 가입자에게 생성되는 방송 판매, 비즈니스 시장에서 작업하는 

20% 상호 연결 및 로밍 서비스 및 매출 20%에서 동시에 오고 있다. 상호 연결 및 로밍 매출 

중 홈 네트워크 외부의 가입자들이 사용을 위해 그들 사이에서 통신 공급자 간에 체결한 수익 

공유 계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은 해당블록 체인Treon 이 거대한 틈새 통신 부문의 스마트 

계약을 자동화할 익은 시장에 배포합니다. 아래 표 중 매년 5%의 연간 성장 - 전체 방송 통신, 

소비자 시장에서 수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소비자 수익은 10%에서 온라인 결제 

채널(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존의 물리적 채널로부터 90% 지불. 

온라인 통신 매출 증가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Treon 온라인 통신 매출을 펜에트 레이트 

타겟팅, 확장, 그것의 몫 캡쳐. 최대 1.5% 온라인 통신 방송 수익 점유율을 도달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측, Treon $1.68, 39.8억 목표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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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입니다. 

상호 연결 및 로밍:

또한, Treon 산업 상호 연결 및 로밍 계약을 디지털화 하는 Blockchain에 스마트 계약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을 목표로. 이 busi-다 움-로-비즈니스 (B2B) 상호 운용성 계약의 연간 

볼륨 2017,GSMA 당 $200 십억을 도달 했다. Treon이의 1.5%의 시장 점유율을 캡처를 목표로 

2023, 우리의 TXO토큰을 사용 하 여 Treon 플랫폼에 거래의 달러 420 Millionworth에 도달할 

수 있는 여 트랜잭션을.

Global Telecom 
Market 2019 2020 2021 2022 2023

$ 1.1 T $ 1.17 T $ 1.23 T $ 1.31 T $ 1.4 T

$ 660 B $ 702 B $ 738 B $ 786 B $ 840 B

$ 66 B $ 70 B

0.10% 0.35%

$ 66 M $ 246 M

Total Revenues

Global Consumer
Market @60%

Online @10% of
Consumer Market

Project Treon
Market Share

Transactions value
on Treon Platform

$ 74 B $ 78 B $ 84 B

0.75% 1.0% 1.5%

$ 554 M $ 786 M $ 1.26 B

2019 2020 2021 2022 2023

$ 220B $ 234B $246B $262B $ 280B

$ 22B $ 23B $ 24.6B

0.10% 0.35%

$ 22M $82M

0.75%

$ 184M

Global Interconnect 
& Roaming Market

Revenues@20

Online 
Transaction

Projected Treon 
market share

Transactions value 
on Treon Platform

$ 26B $ 28B

1.0% 1.5%

$ 262M $42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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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입니다. 전기에 기회

2017, 전기 유틸리티 약 $2 조 수익, 가계 소비자 (소비자 시장에 사업)에서 온 어느 $650 

십억의 생성. 이 2023에 의해 $800 십억을 도달할 것 이다. 우리의 비전은 Treon의 유틸리티 

지갑과 2023에 의해 Treon 플랫폼 위에 트랜스 액션의 $1.2 십억을 도달 하는 TXO 토큰을 

통해 가계 소비에 대 한 디지타이징 지불의 증가 점유율을 캡처하는 것입니다.

통신 유틸리티 처럼 전기 회사 공유 인프라와 네트워크에서 생성 하는 수익을 공유 하는 

유사한 공급자 사이 계약에 서명 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부 해당 트랜잭션은 2023 1.87 조 

달러 도달 예상 된다. Treon 목표 2023 Treon 플랫폼을 통해 거래의 $2.8 십억 도달의 예보와 

함께 그것의블록 체인스마트 계약을 통해 전기 상호 운용성 계약 디지털화에 대 한 증가 

점유율에 도달 하는 것입니다.

Electricity Consumer 
Market 2019 2020 2021 2022 2023

$ 660B $ 693B $ 727B $ 764B $ 802B

$ 66B $ 69B $ 72B $ 76B $ 80B

0.10% 0.35%

$ 66M $ 242M

Total Market

Online
Transaction

Projected Treon 
market share

Transactions value 
on Treon Platform

0.75% 1.0% 1.5%

$ 545M $ 764M $ 1.2B

2019 2020 2021 2022 2023

$ 1.5T $ 1.6T $ 1.7T $ 1.78T $ 1.87T

0.10% 0.35% 0.75%

$ 154M $ 566M $ 1.2B

Electricity Consumer 
Market

Total Market

Projected Treon 
market share

Transactions value 
on Treon Platform

1.0% 1.5%

$ 1.78B $ 2.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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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입니다. 천연 가스에 기회

천연 가스 유틸리티 소비자 사용에서 2017 년에서 500 십억 달러를 생성. Treon의사업 다 

움-소비자비전은 유틸리티 지갑와 TXO 토큰 통해 사용 지불 디지털화의 증가 몫을가지고 

것입니다. 총 소비자시장 2023 $656 십억 도달 예정입니다.

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전기 유틸리티, 천연 가스 회사의 공유인프라 -진짜 야 및 네트워크에서 

생성 하는 수익을 공유 하는 유사한 공급자 사이 노면의 상태 및 배포 계약에 서명 합니다. 상호 

운용성 계약 통해 유틸리티 공유 예상된 수익 $1.5 조 2023 될 견적 된다. Treon 상호 운용성 

에너지 계약의블록 체인 스마트 콘-책자를 통해 디지털화에 대 한 증가 공유를 캡처 태세 이다.

Natural Gas 
Consumer Market 2019 2020 2021 2022 2023

$ 360B $ 378B $ 397B $ 416B $ 437BTotal Market

0.10% 0.35%

$ 36M $ 132M

0.75% 1.0% 1.5%

$ 297M $ 416M $ 656M

Projected Treon 
market share

Transactions value 
on Treon Platform

Natural Gas 
Consumer Market 2019 2020 2021 2022 2023

$ 1.4T $ 1.51T $ 1.58T $ 1.66T $ 1.75TTotal Market

0.10% 0.35%

$ 144M $ 529M

0.75% 1.0% 1.5%

$ 1.19B $ 1.66B $ 2.62B

Projected Treon 
market share

Transactions value 
on Treo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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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니다. 물에 기회

결론

물 유틸리티 2017 년 가계 소비에서 $140 십억을 생성. Treon 억제-토큰 디지털화의 유틸리티 

지갑 TXO를 사용 하 여 통해 사용에 대 한 지불의 증가 몫을 잡으려고 채굴.

또한, Treon Treon 플랫폼에서 거래 273 백만 달러 가치가 예상 되는블록 체인 에 대 한 상호 

운용성 협정 디지털화의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유틸리티 부문 내에서 트레온에 대한 강력한 성장 기회가 있다. 수요 증가, 블록 체인의 디지털 

결제로의 전환, 그리고 거래 수수료가 모두 트레온의 사업 모델 예측에 미치지 못 하고 있기 때 

문에 전력 회사의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성장하는 시장의 상당 부 

분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높은 수익은 유틸리티 기업 내에서 수직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Water Consumer 
Market 2019 2020 2021 2022 2023

$ 105B $ 110B $ 115B $ 121B $ 127B

0.10% 0.35% 0.75%

$ 10M $ 38M $ 86M

2019 2020 2021 2022 2023

$ 45B $ 47B $ 49B

0.10% 0.35% 0.75%

$ 4.5M $ 16M $ 37M

Total Market

Projected Treon 
market share

Transactions value 
on Treon Platform

Water Consumer 
Market

Total Market

Projected Treon 
market share

Transactions value 
on Treon Platform

1.0% 1.5%

$ 121M $ 191M

1.0% 1.5%

$ 52M $ 82M

$ 52B $ 5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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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팀 개요

Treon 팀 고문 관을 &quot;역사&quot; 포부와 함께 했다. 팀의 비전은 최신 암호화 기술과블록 

체인 유틸리티는 세계 각국의 디지털 변환의 선봉을 활용 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만들 

것입니다. 팀은 세계에서 가장의미있는분산 지불 지갑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유틸리티에 대 

한 목표로 한다.

TTreon 설립자 텔레콤, 에너지, 블록 체인, 및 첨단 산업에 광범위 한 산업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팀을 형성 했다. 팀 구성원 시작, 배율 조정, 및프로 테이블수십억 달러 회사 성장에 트랙 

레코드를 입증 했다. 글로벌 기업에서 일 하는 팀 구성원: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에 고정 및 모바일 통신 사업자:

보다폰, Vimpelcom, 오렌지, STC, Zain, MTN, 버진 모바일, Mobily, AT & T

첨단 기술과 블루 칩

HP시스 코, 퀄 컴, HP

브랜딩, 커뮤니케이션, 및 광고 대행사

레오 버넷, 리 핀 코트 요, McCann월드 그룹, JWT

경영 컨설팅

PWC, 전략 &amp;, 액 센 추 어, EDS, 우리 모두의

에너지와 녹색 전력

슐럼 버거, 듀크 에너지, 파워 하이브

암호화 및 블록 체인

X 변경 Pal, X 변경 비율, 크립 토 나이트, 아들 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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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팀 멤버는 암호화 고 몇 몇성공한기술 수행 하는 데 우리의 높은-기술 기업 존재. 문서의 

끝에서 각 구성원을 알고 해. 우리가 개별적으로 도움이 시작 및 성장 하 고 일 한 기업의 

대부분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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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reon 비즈니스 모델
Treon 비즈니스 모델 배포 3 월 조, 거래 수수료 및 플랫폼 사용 비용에서 오는 여러 수익 

스트림을 다른 유틸리티 서비스을 기반으로 합니다. 같은 시간에 그들은의미있는저축 

유틸리티 공급자를 나타내고 Treon에 대 한 건전 한 마진을 형성.

이 Treon에 대 한 채택 및 Treon의 사용을 매력적인 있도록 TXO 토큰을 사용 하 여 소비자에 게 

보상을 돌려주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절감 유틸리티 기업블록 체인에 쉽게 하는 그들의 

계약 이동 채택에 대 한 촉매 계약 관리-ment 및 지불 될 것입니다.

위의 여백 및 수수료 Treon의 통합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잘 만들어집니다 유틸리티 공급자 

소비자와공급자 모두에 게 최고의 가치를 사용 하는 진정한 파트너 글로벌 성장 하는 시장에 

주소를.

A. Treon 수익 스트림：

Treon 토큰을 사용 하 여 유틸리티 정착을 위해 일어날 것 이다 거래의 거래 수수료 관련 됩니다. 

이요금은 Treon 플랫폼에 모든 거래에 되며 Treon 직접 수익 창출을 할 것 이다. 거래 수수료 

보다 훨씬현재금융기관 (은행 및 신용 카드) 현재 제공 됩니다. 목적은 비용 절감 및 하단 라인을 

개선.

왜? 분산에서이익에블록 체인기술 혁명에 유틸리티를가지고, 효용성, 공정 하 고 빠른 스마트 

계약 아키텍처 보안. 주로 수동 상호 운용성 합의 변환 하는 완전히 디지털블록 체인스마트 콘 

책자-기반 데이터 처리를 처리 합니다.

어떻게? 으로블록 체인에 스마트 계약에 현재 수동 상호 계약을 마이그레이션 하 고 유틸리티 

정착 토큰으로 Treon 위치.

1. 거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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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비자에게 이익이됩니다.：

배포자의 위원회 모바일 네트워크에 의해 제공 하는 계속 되 그들의 서비스를 판매 하는 유통 

업체에 대 한 상업 마진을 제공 하는 상당한 여백 이다. Treon 비용을 대가로 분수를 지킬 것 

이다을 줄이기 위해 도움이 됩니다. 이 필요한효율성및 유틸리티의 전체 생태계에 향상을 

가져올 것 이다. 빠른 이동 구현 시장, Treon는효용성와 빠른 패션에서의 서비스를 시작할 수 

최고 최대 공급자와 계약을 롤 것입니다.

현재 고 등 위원회 Treon 결국 연산자에 대 한 저렴 한 비용에 직접 계약을 협상 하는 

유틸리티를 밖으로 도달할 것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2. 배포 위원회

여 그들의 회사 간 타협에 대 한 Treon 토큰을 구입 하 고 그들의 소비자 Treon 그들의 청구서를 

정착 하 고 그들의 계정에 재충전 하는 뜻으로 직접 구매에 대 한 액세스를 제공 유틸리티 

액세스를 제공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운영 비용을 줄이면서 증분 

수익을가지고 유틸리티 회사에서 작동 합니다 전체 온 보 딩 프로그램의 일부.

3. 토큰 판매

통합및 통합 대시보드를 쉽게 탐색 하 고 사용의 전체 보기 및 다양 한 유틸리티 구독의 모든 

그들의 소비 고객을 수 있게 된다. 동안 맞춤형된공고지불 또는 갱신 서비스를 편리 하 게 조기 

경고를 제공할 것입니다.

1. 쉬운 보기 및공고통합：

Treon가지고 최고의 서비스를 선택 하 여 그들의 돈을 위해 최고의 가치를 받을 사용자 정의-ers

에 대 한 비교 분석을 하는 동안 다른 유틸리티를 정착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통화에 대 한 쉬운 

액세스를 제공 하 여뱅킹되지 않은에 대 한 격차를 해소 하는 것을 목표로. 포함 5 십억 모바일 

사용자 전세계 3.8 십억 사람들에 게 제공할 수를 동등 하 게 중요 한이익이며 누가 현재 

남아뱅킹되지 않은는 업계의 과감 한 변화를 공식화 합니다. 동남 아시아는 인구의 50%와 거 대 

한 성장 시장뱅킹 중. 이것은 그들의 서비스를 지불 같은 산업에 대 한 액세스의 용이성을 제공 

하 여 달성 될 것입니다.

2. 입니다. 포함은 발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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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on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모든 다른 유틸리티 서비스를 관리 하는 능력을 제공 하는 

최적화, 변경 지불 주기, 다른 하나의 공급자에서 녹색 에너지 대체 또는 단순히 스위치 

서비스를 이동 될 것입니다

3. 입니다. 다른 유틸리티 계정 관리

분석 도구와 권장 소비자 에너지 절약 및 비용을 저장 여부를 그들의 사용을 최적화 하는 방법에 

있을 것입니다 관련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스마트 

미터와인공물정보를 사용 하 여 다른 IOT 서비스 Treon를 연결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으로 에너지 자원의 더 나은 활용을가지고.

4. 변경 하 고 소비를 최적화

이 모든 고객을 위로 하 고 하나의 통합된 대시보드를 통해 그들의 유틸리티에 대 한 지불을 수 

있게 된다. Treon 생태계의 사용 하 고, 고객 안전, 안전 하 고, 원활 하 고 보람 있는 방법을 통해 

그들의 유틸리티에 대 한 그들의 예정 지불 사항 정착 수 있을 것입니다.

5. 상단 및 지불

고객 정착 그들의 청구서 또는 최고핑최대 그들의 계정에 따라 로열티 포인트의 형태로 보상을 

받을 것 이다. 이 증분이익고객 그들은 TXOs를 사용 하 여 만드는 모든 지급 받게 됩니다 될 

것입니다.

또한,이 충성도 프로그램에 선택의 그들의 유틸리티 공급자에 대 한 이러한 포인트를 어떻게 

고객에 게 필요한유연성를 제공 합니다. 토큰은 유틸리티 빌을 정착 하는 데 사용 됩니다 

때마다 고객 그들의 환경 설정에 관련 된 새로운이익잠금 해제 것입니다. 또한,이 

프로그램은교통고 이해 필요에 따라 다른 프로 모션 참조를 제공 하 여 거래를 증가 사용 

됩니다.

6. 입니다. 보상 지불-충성도 프로그램에

소비자는 모든 그들의 유틸리티 제공-ers 적시 업데이트를 보장 하 고 어떤 결제 지연으로 인해 

모든서비스 중단을 방지 하기 위해 다른알림하 옵션을 해야한다. 소비자 선호 하는 그들은 어떤 

다른 소셜미디어 도구 또는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알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각 유틸리티 지갑 주로 그유용및 건설 관련된 생태계의 지불 처리 된 한정 된 사용을 제공 

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TXO 토큰 사용자의 생활을 촉진 하는 그 생태계의 중심에 그들 사이 

통화의 투명 한흐름를 제공 하기 위해 별도 그 섬 사이의 격차를 해소 하려고 합니다

7. 스마트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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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유틸리티 회사에장점：

현재 은행 및 신용 카드 수수료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TXo 토큰의 도입으로 현재 비용에 

80% 까지의 저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유틸리티 공급자에의미있는값을 가져올 

것 이다 그리고 TXO 토큰의 사용에 대 한 채택 률을 편해질 것 이다.

1. 1.입니다. 거래 비용 절감

Treon은 blockchain 및 타협을 위한 활용 Treon 토큰에 스마트 계약으로 그들을 변환 하 여 

유틸리티 회사 사이 상호 운용성 계약을 디지털화 됩니다.

현재 프리는 대부분의 경우, 유틸리티 공급 업체, 유통 업체, 그리고 최종 소비자 사이 반자동된 

관리 계약의 메쉬입니다. Treon 만들고 자동화 하 고 회사의 수천 중 월별 타협을 빠르게 

산업블록 체인및 유틸리티 기업에 대 한 관련된 스마트 계약을 배포 합니다. 전세계 유선, 

모바일, 및 인터넷 통신 사업자 간의 상호 협정에 대 한 스마트 계약 텔레콤블록 체인. 스마트 

전기블록 체인발전기, 사이 상호 운용성 계약에 대 한 전세계 유통, 모바일 및 인터넷 통신

사업자 계약

0.5%

2.5%

WALLET CRYPTOCURRENCY TRANSACTION FEE INCOME MERCHANT

Payment
Card

T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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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공급자 우리의 사업 모델에서의미있는키 역할을 있다. 다른 네트워크는 (원래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 회사) 사이의 실제 노드 및 Treon 최종 사용자. 유틸리티 사업자와 강한 

유대는 소비자에 의해 TXO 토큰의 잠재적인 대량 도입에서 발생 합니다. 이 모든 유틸리티 

회사 구성 된다: 모바일 통신 네트워크, 남북-그물, 케이블 TV 및 유선 서비스 제공 업체 

(트리플/쿼드 플레이어), 전기, 물, 천연 가스, 녹색 에너지 공급자, IOT 서비스 공급자, 기업과 

다른 것입니다 수 년에 걸쳐 Treon 생태계에 가입.

2. 제휴 관계 계약

우리의 경험에 의하여 산업 참여 유틸리티 세계에서 먼 길을 간다. Treon의 파-예상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자와 다른 유사한 산업 조직 반드시 유틸리티, 물, 통신, 에너지 남자교제서비스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 하기 위해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만듭니다.

3. 산업 참여

어떤 유틸리티 연산자는 그들의 연간 Treon 트랜잭션 볼륨에 따라 유료 TXO 토큰을 받게 

됩니다. 더 많은 TXO 토큰의 소비자, 그들은 받을 것 이다 더 많은 TXO 토큰을 네트워크 교환. 

우리가 홍보를 원하는 Treon 고 그래서 그들에 게재무 적 이익Treon 발행을 통해. 유틸리티는 

TXO 홍보 마케팅 인센티브를 받을 것 이다.

4. Treon의 인센티브 모델을 출시

블록 체인회사, 마케팅블록 체인기술에 최종 사용자를 교육 하는 데 필요한 대로 그들은 

그들의 제품을 광고 하기 전에 어려운 작업 것 같습니다. 암호화 통화와블록 체인깊은 기술적 

배경 없이 이해 될 수 없는 매우 기술적인 것 같다. 그래서 처음 및 제일 것입니다 잠재적인 

사용자가 그들의 제품을 작동 하는 방법의 실제 아이디어. 그것은 업계의 통합된 노력을 요구 

하 고 우리는 참여 하 고 그러한 노력을 홍보 준비. 마찬가지로 우리는 Treon의 추가 값을 

유틸리티 회사 영감 3 월 keting 전략을 호소 해야 합니다.

5. 소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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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회사에서 만든 응용 프로그램은 그들의 최종 소비자에 의해 널리 채택 되지. 여기 

Treon 참조 물성 애플 리 케이 션 및 지갑 유틸리티 회사와 협력 하 여 선두에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들의 소비자에 대 한 최상의 가능한 지갑 만들 그들을 도와 그들의 사내 

지갑가지고 싶은 모든 유틸리티 회사를 지원 하기 위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품에 노력 하 고, 만약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 준비가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 하기 위해 

그들의앱디자인 개선. 우리는 또한 Treon 채용을 강화 하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준비입니다.

6. 응용 프로그램 지원

다른암호 해독 성단체의 비교, 우리는 우리와 소비자 간의 신뢰할 수 있는 당사자로 유용한 

관계를가지고 충분히 행운입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우리가 신뢰 하는 데 필요한 TXO 토큰의 

사용, 그들은 단순히 그들의 유틸리티 사업자를 신뢰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개발 

도상국에금융포함을 추진 하 고 권한을 부여 비-정부 단체와 협조 하 고. firmly 우리가 우리의 

토큰은 시간이 지남에 성장할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최종 사용자와 우리의 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믿습니다.

Treon 모든 유틸리티 공급자는 스마트 디지털 플랫폼에서 관리, 지불 하 고 사용을 직접 수 

연결 됩니다. 처음에, TXO 토큰 정착 그들의 유틸리티를 지불 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당 하기 

위해 예상된 수요와 사용에 따라 독자적인 공급 제공 됩니다. 결국,이 또한 데 다음으로 채택 

했다 TXO 토큰 그들의 타협 통화 표준 해결 방법으로블록 체인에 의해 가치 제안의 유틸리티 

회사 측에 확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수요 수익성 성장 추세에 시간이 지남에 TXO 토큰 

값을 드라이브 것 이다.

Treon은 생태계 수요에 힘입어 10 년 동안 매년 총 예비 토큰의 5%를 제공할 것입니다. TXO 

토큰 유동성 유지와 토큰 소유자에 그것의 감사를 보장 됩니다.

7. Treon의 influence 영향

녹색 에너지는 햇빛, 바람, 바다 파도, 지 열 열 등 천연 자원에서 온다. 이러한 에너지 자원은 

재생, 그들은 자연스럽 게 보충 하는 의미 이다입니다. Treon 홍보 하 고 고객 깨끗 하 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그들의 사용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 에너지 공급자에 대 한 

제로 요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8. incentivizing 녹색, 신 재생 에너지 사용

D. 토큰 소유자에 대 한 수익성 Treon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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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on 두 개의 서로 다른 분야를 통해 동시에 승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측면 핵심 성공 

요인에 따라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고객 추적 될 것입니다 다른 제공 하는 유틸리티 회사 

트랙 필요 하 고 관심.

위의 릴리스 섹션에서정의 된로 우리 것입니다 유틸리티 기업에 TXO 토큰을 발행할 것 이다

TXO 토큰을 Treon에서 제공 하는 여백에 대 한 그들의 소비자에 게 재판매.

개의의미있는채널 Treon의 성공을 보장 것 이다：

아래 섹션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 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유틸리티 

연산자 Treon 그들의 네트워크 내에서 홍보를 좀을 해야한다.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블록 체인와 주요 타협 옵션으로 위치 TXO 토큰에 고 

우리는의미있는우리는 제품을 구축 하는 경우 자세한 관심을 제공 하기 위한 필요 인정. 

이것은 이유, 우리는 우리의 지갑과 Treon 플랫폼으로 그들의 시스템을 완벽 하 게 통합 하는 

유틸리티 회사와 함께 작업 하면서 우리의 플랫폼을 구축 하는 사내 제품개발팀과 함께 

1. 응용 프로그램 개발 지원

유틸리티 동작에 대 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것은 시장 Treon에 충분 하지 않습니다. 

TXO 토큰 마케팅 fi와 우리를 위해 제일 것, 따라서 우리의 마케팅 팀의 상업적인 계약 및 다른 

유틸리티 프로-비더협력 산업에 필요한 영향을가지고 실행을 드라이브 것 이다. 또한, 우리의 

마케팅 팀에서에서 작동 합니다 밀접 하 게 다른 유틸리티 부서와 협력 마케팅 활동.

2. 사내 통신에 대 한 콘텐츠를 마케팅

우리는 우리의 유틸리티 파트너에 대 한 마케팅 자산을 생산 하기 위해 숙련 된 전문가의 풀이 

있다. 우리는 요청 시 캠페인 광고와 유틸리티를 지원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유틸리티 프로 티를 우리의 제품 그냥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함께 

하는 전반적인 마케팅 전략에 적극적으로 원하는인센티브.

3. 턴키 전문가

III. 마케팅

Treon 채널

비즈니스 마케팅 (유틸리티 사업자)

고객 (최종 사용자)를 마케팅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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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즈니스 트랙

블록 체인스마트 계약 템플릿

스마트 계약 서식 파일을 촉진 하 고 홍보는블록 체인에 그들의 죄수-책자를 이동 하는 

유틸리티 만들어집니다. 이 Treon에 필요한 관심을가지고 1 단계도 주요 국가에서 주요 

유틸리티와 전략적 제휴와 함께 합니다. 또한도-쇼 Treon를 홍보 하 고 얼에 대 한 

추가이익설명 됩니다.

송금 수수료 절감

현재 직접 전송 또는 다른 지불 요금을 오늘 발생에 은행-보내고 시스템 유틸리티에 의해 지불 

하는 거래 수수료에 상당한저금를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저금직접 충돌 그들의 P &amp; l.

빌 정착을 위한 저축

유틸리티의 많은 대 한 빌의 현재 지연 그들의 현금흐름및금융약속에 영향을 미칠. 채택 및 

활용 Treon 납부금은 지불 조건에 따라 스마트 계약을 통해 서이 문제를 해결 합니다. 일단 

조건은풀린지불 지연 없이 Treon 토큰으로 자동으로 실행 됩니다.

B. 사업 고객 트랙을

대시보드 응용 프로그램

차별화 기능 및이익나타납니다 Treon 플랫폼에 구축 된 고급 응용 프로그램 고객에 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 소비자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주요이익및 기능을 제공 하는 플랫폼에 관련 된 정보를 보라. 삶의 방법으로 Treon의 

도입을 장려 하기 위해 밀어헌신적 인메시지를 소셜 미디어감화 자들의 사용 광범위 한 

캠페인을 있을 것입니다.

인공 지능 기능

인공 지능 기능 소비자에 저축에서 발생 하는 사용의 최적화에 실시간 콘텐츠 권장 사항을 

제공에 사용 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운동으로 그것은 또한 어떻게 고객 보상 되는 때 그들이 

사용 하는 신 재생 에너지는 대신 보장 하 고 그에 따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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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알림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스마트알림는 다른이익를 강조할 것 이다. 그것은 그들의프로필와 

관심에 따라 고객에 게 관련 정보를 사용자가알림있을 것입니다.

미래 사업 개발

몇 가지 사업 아이디어는 계획을와 같은 있다:

것의 인터넷 (IOT) 공급자 Treon 지갑과 스마트 계약 솔루션의 통합.

다른 산업으로 확장 Treon 비즈니스 모델 탐구: 홈 보안, 주문형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온라인 게임.

(정상) OTT 공급자의 포함

TXO 토큰으로 P2P 송금 서비스를 촉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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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배포 및 ICO 후 할당:

IV. Treon Token트레온 토큰

기술 

마케팅 

작업 

법률 및 관리

60%

25%

10%

5%

미래 토큰 예약

창립자  

생태계

팀 

84%

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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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관련 비용) 다음과 같이 배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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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on 토큰 (TXO) 출시 모델

스마트 계약 ICO의 완료 후 판매 토큰을 배포 합니다.

미분 양된 TXO 예약 전송 됩니다.

가득팀 토큰에 대 한 일정

우리의 비전은 유틸리티 소비자와 토큰 소유자의 일상 생활의 한 부분으로 TXO 토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착 하 고 지불 청구서, 충전 및 충전 선불된 계정을 의미로

유틸리티 공급자에 의해 허용 됩니다. 채용, 승진, 및 Treon의 무결성을 지원 하기 위해

우리는 협력 유틸리티 회사를인센티브를주는하 토큰 릴리스 모델을 설계 되었습니다.

30

토큰 판매: 429 백만 TXO 토큰 구매 21-5 월-2018에 시작 하 고 17-7 월-2018

에 대 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큰 끝 날짜 보다 이전 판매는 판매 중지 

됩니다.

Treon의 궁극적인 목표는 TXO 토큰의 가치 성장을 유지 하기 위해입니다. 이 목적에서 시작, 

관리 팀가득스키마 값 보존을 보장 하 고 덤핑으로 인 한 가격 부식 방지를 만들어진 했다. 

각 팀 멤버는 1-9 월-2018에 ICO의 끝 후에 6 주를 시작 하는 6 달 절벽의 끝에 그들의 

토큰의 25%를가득시작 됩니다. 처음 운동가득의미 1-3 월-2019에 있을 것입니다. 토큰의 

나머지 75% 이후, 즉, 1-6 월-2019, 1-12 월-2019, 및 1-2 월-2020 분기 마다 25%의 비율로 

귀속 됩니다.

사전 판매 보너스 토큰가득일정

동일한 논리에 따라 Treon 사전 ICO와 ICO 판매 기간 동안 보너스 적립 토큰의 재 판매를 

제한 합니다. 보너스 토큰가득체계 즉, 17-7 월-2018에서 ICO의 마지막 날 로부터 120 일을 

있을 것입니다. 보너스 토큰의 의미 소유자 다시 판매-시작-을 선택 하면 수 14-11 월-2018.



토큰 릴리스 모델 발급 증명의 지분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합니다. 라이센스유용회사 

및 그들의 생태계 파트너 TXOs 발행 권리가 있을 것 이다. 유틸리티를 릴리스 권리 5 

기준으로 구성 된 집계 점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이 참조 점수 Treon

유틸리티 스코어(상태)에 의해 얼마나 많은 Treon를 측정 하기 때문에 회사의 비즈니스 

시스템에 통합 된다. 높은 상태 점수는 회사는 높은 TXOs 발행 될 것입니다 수가 있다. 

상태 기준입니다.

기준 및 계산 변경 될 것입니다 하 고 분배 공정성 채용 인센티브 균형의 목표와 함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반향...각 개별 무대의 가중치 계산에 전달 하는 공유 위의 통합 단계 비율 권리를 릴리스. 

릴리스 권리계산서-관련 및 매월 발행 점차적으로 더 많은 실시간 릴리스 시스템을 향해 

이동 하지만 매일계량 된될 것입니다.

유틸리티 공급자 Treon 발급 프로-비더에 의해 어떤 주어진된 기간 든 지에 판매 하는 

TXOs의 크기를

TXO 볼륨 유틸리티의 고객 교환: 50%

완료 된 KYC, AML/CFT, FM 활동에 대 한 준수 점수: 30% 

볼륨, 시장 점유율 등): 10%

이미 Treon와 통합 하는 데: 5%

활동 Treon 채택을 촉진 하는 유틸리티에 의해 수행: 5%

Treon은 TXO 토큰의 결제 수단으로 허용 하려는인센티브를주는유틸리티를 것입니다.

고객을 위해, 내장 된 지갑 기능 fiat 통화와 반대로 TXOs 변환 됩니다.

우리의 가치 제안에 자각 되 고 더 많은 소비자 TXO 토큰의 가치, 그것을 백업 하는 

시장의 크기에 의해 결정 됩니다. 그래서, TXO 토큰의 가치에 있는 급증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으로 auect 참가 비용으로 서비스의 소매 가격의 frac 기로 계산 됩니다. 그것은 

또한 구입 했습니다 $0.50에서 100 TXO 토큰 예를 들어, $5.50, 증가 하는 값을 갖는 

소비자 동전 같은 양의 10 배 더 많은이익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것은 이유, 플랫폼 및 가격 증가암호 해독 성로 TXO 토큰에서 우리 Treon의 시장 도입 

사이의 선형 관계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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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 고객 및 그들의 유틸리티 공급자 사이 관계는 정액대단한되었습니다 불친절 

고객 했다 예상 시간에만 그들의 청구서를 지불 하 또는 그들의 서비스 일시 중단. 대부분의 

통신 사업자, 전기, 천연 가스 및 물 회사, 고객 경험 및 만족의 독점적인 역사 때문 아니었다 

그들의 사전-장애인 위에 경쟁 했다 널리 퍼진 후에. 그것은 몇 년 전 유틸리티 자신의 경험 

여행 유형 고객 중심 개선 구현 하기 시작 하기 전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향상 

된 고객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최신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계속 짧은을. 현재 소비자와 

유틸리티블록 체인기술 사용 하는 기능으로, Treon는 사용 (응용 프로그램) 및 전자 지갑 

만들고 있다. 둘 다 테리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틸리티 

인프라와 통합 됩니다.

Treon는 소비자는에-모바일-대시보드 &quot;&quot; 자신의 가정 유틸리티 계정 한 화면에 

표시 하려면 현재 업계에서 처음 일 것 이다. 사용에 연결 하는 유틸리티에 소비 한 화면을 

보고 상상해 보세요.

V. Treon 유틸리티 앱 및 지갑

A. MVP (최소 가능한 제품)

사용 대시보드

선택의 통화를 사용 하 여 한 곳에서 청구서를 지불 하, 신뢰성, 안전 하 고 강력한 지갑. 

설명 하기 전에, TXO 토큰, 지불 고객 로열티 포인트를 받을 것 이다 그리고 그는 가장 강한 

중 하나 값-추가 Treon의 합니다. Treon 지갑 fiat 및 TXO 및 다른 선택 된크립토 통화사이 

전송 하는 고객 수 있도록유연성와 함께 만들어집니다. 고객최고 최대 fiat 통화와 지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을 것 이다: (은행된 고객)에 대 한 신용 카드, 텔레콤 충전 카드, 

무선강아지에게, 생태계 파트너 (유틸리티 회사와 그들의 계약을 통해 TXO의 직접 구매 

디스트리뷰터), 또는 암호화 교환.

Treon의 핵심 가치 제안을 편의 때문에, 우리는 간단한 TXO교환에 fi기능 사용 하 여 한 번의

클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 및 비즈니스 모델 설계. 그것은 암호화 변동에 대 한 중요 

한 위험 완화입니다. 우리 Treon이슈여드름 모델에 섹션에서 설명, 

우리인센티브를주는유틸리티 TXOs 유동성의 적절 한 수준을 유지 하 것입니다. 우리 소비자 

필요할 때 현지 통화에 TXO 토큰을 설정 하는 기능을 줄 것 이다.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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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애플 리 케이 션 및 지갑에 데이터 flow를 사용 하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Treon의블록

체인지갑 TXO 거래를 지 원하는 내장. 그것은 애플 리 케이 션 및 유틸리티 회사의 시스템 

사용 현황 데이터를 제시 하 고 법안을 지불 정착을 지갑의 통합 프로토콜 주택. 그것은 또한 

생태계 파트너의 Treon의 네트워크를 지원 하기 위해 스마트 계약 엔진입니다. Treon은 

Treon블록 체인자동화 하 고 촉진 자금의 타협에 그들의 멀티 및 양측 계약에 대 한 스마트 

계약을 사용 하 여 유틸리티 공급자 사이 상호 운용성을 디지털화 하는 것을 목표로.

   

Treon은 Treon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 하는 여러 방법으로 유틸리티를 제공 하는 나아가 

통합 레이어 (API 레이어) 만드는 것입니다. 시작은 유틸리티 공공 산업 빌 사전감정데이터의 

통합 표준 Api 있을 것입니다. 지원 해 어떤 모바일 인터넷-직장 이나 제 3 자 지갑을 신속 

하 게 엔드- 투-엔드 솔루션을 제공.

우리의 Treon 응용 프로그램의 프로토 타입 단계에 있는 지금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MVP와 

함께 만들어집니다. 기능 2 주 달리기 다음과 같은 민첩 한 방법론에에서 위상 것입니다. 

MVP POC (개념 증명)은 응용 프로그램 저장소에서 다운로드에 대 한 준비.

디지털 플랫폼

B. 프로토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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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on는 customers&#39;journeys의 다음과 같은 사용 사례를 해결:

사용 대시보드 응용 프로그램, 지갑, 및 지불 프로토콜은 의도적으로 설계 

되었습니다모듈용암

구현으로 유틸리티 결제 및 충전 시스템 모든 위의 사용 사례를 지원 하기 위해 TXO를 통합 

하.

최초의 fi 사용 사례는 더 잘 알려진 그들은 대부분 고객에 게 고객 관리-하-유틸리티 

빅터는 스페이스 팔 콘 무거운 발사;의 방송을 보고 갑자기 우리가 말 그대로 미래에 살고 

있는 생각에 의해 했다.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에 대 한 공간으로, 화성에가 서 

잠재력을 가진 fly입니다. 그것은 어떤 할리우드 영화의 나레이션: 이것은 진짜 이다. 빅터는 

그의 소파의 안락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그것을 보고 했다.

갑자기, 그의 전화는 문자로 그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 하는 회사에서 이벤트: &#39; 문 지 

3000 보다폰 청구서 12/05/2018에 예정 되었다. 그의 생각 했다 더 이상 팔 콘 무거운. 그의 

전화는 다시 북적이 고 다른 SMS 전기 법안을 지불 거기 있었다.

VI. 사용 사례 및 고객 여정

사용 사례 1:
똑똑한 방법은 관리 하 고 언제, 어디서 나 귀하의 유틸리티 
청구서-지불

모바일 사용 톱-최대/충전 및 빌 지불

유선 및 인터넷 서비스 사용 요금 납부

전기 요금 납부 및 선불된 전원의 충전

그린 에너지 (태양 또는 바람) 사용 결제 및 인센티브 (그린 크레딧)

물 사용량에 대 한 지불

통신 상호 연결 및 로밍 유틸리티 기업에 대 한 합의

유틸리티 기업에 대 한 에너지와 물 크로스-회사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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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단지 그의 카드 청구서를 지불 하 고 특정 폭로 의해 공격을 했다. 가 내가 적 되어 보상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시간에 청구서를 지불에 대 한? 심지어 나는 그들의 서비스를 

사용 하 여 지불 카드 사업자에 게 충성을 오랜 동안 여전히 그들의 고객을 되 고, 나는 결코 

되었습니다 보상. 그럼 어떻게 우리는 구식금융시스템으로 미래에 살고 결국 수?

현재, 우리 국경 팀 작업 하는, 우리의 협업 이며 더 efficient 효과적인 우리의 조부모 적 상상 

보다 더 빨리 세계를 변경 하는 힘을 보유 하 고. 그럼 우리의 지불 시스템 주요 업데이트 본 

하지 

왜? 이것은 정확 하 게 그들의 소중한 고객을 Treon 데 도움이 됩니다.

빨리 세계를 변경 하는 힘을 보유 하 고. 그럼 우리의 지불 시스템 주요 업데이트 본 하지 왜?

이것은 정확 하 게 그들의 소중한 고객을 Treon 데 도움이 됩니다.

두 세계의 최고를 결합 하는 Treon:는블록 체인및 전통적인 지불 방법의 신뢰성. Treon 어디 

우리가 하나의 통합된 대시보드를 통해 우리의 유틸리티의 다른 사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 우리가 숨겨진된 비용, 은행 수수료, 그리고 은행과 

기업에 의존의 위험에 대해 잊을 수 있습니다. 때마다 사람이 침전 유틸리티 빌, 그 

새로운이익의 환경 설정에 관련 된 잠금을 해제할 것입니다. 처럼, 어떻게 엘 론 머 스크는 

공간 기술 혁명과 했다 접근, 인류에 대 한 Treon 암호화 토큰 공과-언젠가 아마존에서 

제품을 물 유틸리티 사용에서에 대 한 지불에 사용 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 하고있다.

36



그래서 fi는 관리자로 컨설팅 firm에서 일 시작 했다 그녀는 최초의 작업 Treon 지갑을 사용 하 

여 전기 요금을 지불을 받고 있다. 그녀는 Treon의 유틸리티 토큰 지갑 응용 프로그램에 잘 

알고입니다.

그녀는 전기 요금 및 유틸리티 회사는 Treon와 통합 되어 보고에 보였다. 회사의 자격 증명을 

사용 하 여, 그녀 Treon 웹사이트 열리고 플러그인 당사의 기의 계정 자격 증명을, 그녀 

Treon-TXO 토큰으로 결제 수단을 선택 합니다.

이렇게 되 면 지불 기능 유틸리티 Treon 스마트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토콜 합니다. 

그래서 fi QR 코드를 스캔 하 고 그 변수 금액 것입니다 계정에서 철퇴 될그녀의 저작물의 

월별; 국가 계약의 세부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이영화의 전기 소비에집중하다덴트 될 

것입니다. 사라 단순히 지불 프로토콜을 수락 하 고 그녀의 firms의 계정 지금 전력망에 연결 

된다.

Treon 유틸리티 토큰 지갑 응용 프로그램은 유틸리티 청구서를 지불 하는 전기, 천연 가스, 

물 소비와 같은 최고 최대 모바일 계정으로 간단 합니다.

사용 사례 2:
변수 금액에 대 한 할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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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electricity bill has arrived and 
electricity Provider is running a procedure 
on their back end to charge all of their 
subscribed consumers.  The electricity 
provider tries to pull funds from all the 
addresses that have been connected with 
the TREON payment protocol. 

Sofia opens the TREON – utility 
wallet application and chooses 
monthly recurring payment 
subscription with TXO tokens. The electricity provider is using a 

TREON’s PullContract template 
that is built upon 3 authorised 
parameters:
 
• Recurring Subscription- 
electricity provider is controlling 
the recurrence of transactions 
and accept parameters for 
recurrence based on frequency 
and interval 

• Charge Limit - An authorizer 
holds the control of transactions' 
currency and amount.

• Receipient List – Service 
provider holds the complete 
controls of the received 
payments.

Subscrition Period

Billing Cycle

Subscrition Period

Pay with

1 year

Monthly

9.95$/Month

TXO

Scan QR

Monthly Subscription

RecurringSubscriptionAuth

Contact Address:

Name 

Authorizers:

ChargeLimit

RecipientList

Address:

Decsription  

Paraneters

Address:

Decsription  

Paraneters

Address:

Decsription  

Paraneters

1.

Sofia reviews the bill, scans the 
QR code with TREON application 
and approves it.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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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그 어디 은행 계정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권한이 개발 시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은행 계정그에게서스마트폰 데 하는 대신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활용 하 고 

싶어. 데이비드는 그 스트레스와 그의 귀중 한 시간의 허리 현금에서 자신의 유틸리티 

청구서를 지불 하 긴 대기열에 서의 월별 루틴 겁 나. 데이비드는 수녀원 대체 방법이 

필요합니다. 데이비드는 또한 그의 돈을 은행 계좌 필요 없이 보증금 매달 직접 할 수 

지갑에가지고 싶.

데이비드 친구를 다운로드 하 여 Treon를 사용 하 여 대체금융솔루션으로 그 조언. 이후 

데이비드 걸리는 그 Treon를 사용 하 여 시작 했다 지금 하나 그의 다양 한 유틸리티 

청구서를 지불 하 클릭 합니다. Treon 지갑 응용만 데이비드의 id를 인증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프로-비디오그 자신의 소비에 대 한 정확한 세부 사항을 감소/중지/계속/저장 

할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소비에 검 약 하는 고. Treon 유틸리티 지갑 응용 프로그램 도움이 

지불 온라인 TXO 토큰 충전 카드를 구입 또는 긴 줄에 서 서 갈 필요 없이 현금으로 지불 하 

게 됩니다.

사용 사례 3:
Treon 유틸리티 지갑 응용 프로그램은 발전해왔습니다

2.

111 Call Custmor 
Service

Unbanked customers

Actual problem If online transaction fails, then the customer requires
to take constant follow-up via emails or calling 
customer care executives. 

Payment via credit/debit cards

Customer frustration

Low NPS

Wait for the turn in long queues

Telecom Electricity

Gas Water

 

PAY

Water Bill

Scan QR

Payment
Successfully

Done

TREON as a global payment solution

Open the application, plugs-in his account 
details and select a payment method, 
choose payment as TXO tokens. Simply, 
scan the QR code from TREON’s mobile 
wallet application and water utility provider 
will charge you for your monthly water 
usage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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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있는 통신 사업자 A는인터콘인터페이스 및 결제 방법으로는 중간 및 TXO 

토큰으로는블록 체인 에 Treon 플랫폼을 사용 하는 로밍 정착 남아 프리 카 공화국에서 

연산자 B와 계약.

두 통신사의 지원 시스템 관련 결제 및 인보이스, TXO 사용 하 고 교환 수 있도록 Treon 

디지털 같은 형식에 연결 된 비즈니스 토큰 완벽 하 게 모든 교차 연산자 계산 서 및 관계의 

관리를 관리 하 로밍 서비스, 수익 공유 등을 포함 하는 다양 한사업모델. Treon 플랫폼은 

변화 상호 고 가격 변화 및 다양 한 프로 모션 지원 로밍 계약, 쉽게 확장 가능 합니다. Treon 

플랫폼은 또한 공동-운영 텔레콤의 그래픽과 내 결제를 상호 연결을 위해 요구 되는 

대부분의 작업을 자동화 하는 두 연산자 간의 관계의 관리를 지원 합니다.

태양 전기 생성 공장 (A) 먹이 전기 국가 그리드 회사 (B)에 케냐. 태양광 발전소 전기를 생성 하 

고 전원 지역에 있는 가정에 선불 기준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공장 (A)에 의해 생성 된 잉여 

전기는 인근 전원불확실성격자의 가장자리에 지역 봉사 하는 국가 그리드 전송 되 고. 국가 

그리드회사 (B) 받는 등 전원 공장 (A)에서 고 할 부하 분산을 격자 내에서 스트림.

 

그 회사 간의 전력 구매 계약 관계와 그들 사이금융타협 더 나은 관리 하는블록 체인 에 스마트 

계약에 이동 됩니다. 이것은 다른 전기 생산자 국가 격자에 연결 하 고 그들의 잉여 용량을 

완벽 하 게 활용을 권장 합니다.

사용 사례 4:：
통신 상호 연결 및 로밍 스마트 계약

사용 사례 5:
전기 전력 구입 스마트 계약

통신 사업자를장점

상호 연결 및 로밍 빌 결제를 처리 하기 위한 제품을 알 수 없는 솔루션。

모든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관리/계약 한 플랫폼을 통해 종류

유연 하 고 강력한 처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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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이동 시장 전략을뱅킹되지 않은모바일 가입자의 가장 높은 인구와 가진 국가 우선 

순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술 배포 유틸리티 디지털 변환에 대 한 그들의 준비 완료 

상태에 따라 우선 순위. 따라서, 우리는 통신 유틸리티 전기, 천연 가스 및 물 회사와 함께 

시작 됩니다.

제품 로드맵

VII. Treon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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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아키텍처 및 높은 수준의 디자인
(八月2017)

ICO 준비
(二月 2018)

ICO 
(六月2018)

Treon 토큰암호 해독 성교류에 참여
(Q4 2018)

텔레콤에 대 한 Treon 스마트 계약 서식 파일을 해제
(Q2 2019)

(四月2017)
일지 및 시장 조사

(六月 2017)
Treon 비즈니스 모델 및 계획

(十二月 2017)
Treon 유틸리티 지갑 응용 프로그램의 프로토 타입

(五月2018)
전ICO

(八月2018)
Treon 토큰의 분포

(1 분기 2019)

Treon 유틸리티 지갑 애플 리 케이 션-의
증거-개념

1 통신 사업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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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보드 통신 유틸리티 (얼) 상호 연결 및 로밍 계약에블록
체인Treon 스마트 계약을

(Q4 2019)

계약을 서명 하 고 통신 통합 시작
충전 및 재충전 대리점

(Q2 2020)

Treon 스마트 계약 템플릿에 대 한 출시
전기 유틸리티

(1 분기 2021)

Treon 스마트 계약 템플릿에 대 한 출시
천연 가스 유틸리티

(Q3 2021)

물 유틸리티에 대 한 릴리스 Treon 스마트 계약 템플릿

(1 분기 2022)

로그인 및 롤아웃 Treon 직접 대리점 계약
통신 유틸리티

(Q3 2022)

로그인 및 롤아웃 Treon 직접 대리점 계약
천연 가스 유틸리티

(1 분기 2023)

글로벌 탑재 Treon블록 체인유틸리티 시작
스마트 계약 및 유틸리티 지갑 애플 리 케이 션

(Q2 2019)

계약을 서명 하 고 온라인 지불 게이트웨이 통합 시작
(1 분기 2020)

내장 된 전기 유틸리티 (얼) 블록 체인에 Treon 스마트 계약 전력
구매 계약
(Q4 2020)

내장 된 천연 가스 (얼) 파워 구매 및블록 체인에 Treon 스마트
계약에 휠 링 계약
(Q2 2021)

내장 물 유틸리티 (얼) 물 구입 및블록 체인에 Treon 스마트
계약에 휠 링 계약
(Q4 2021)

로그인 및 전기 유틸리티 롤아웃 Treon 직접 대리점 계약

(Q2 2022)

로그인 및 물 유틸리티 롤아웃 Treon 직접 대리점 계약
(Q4 2022)



소비자에 게 하나의 주요 관심사는크립토 통화의 변동. Treon의 많은 사용자가 

그것에서이익에 변동성을 환영 합니다. 그러나 유틸리티 빌 정착, 경우, 휘발성 덜 존재 

토큰으로 거래 하기 전에 값을 잃는의 위험으로 기회가 될 것입니다. Treon는 사용자가 내재 

변동성 위험의 변환 시점을 알릴 것 이다. 우리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정착에 대 한 

트랜잭션 시간 법안 스마트 계약에 즉각적인 위험 금지입니다 믿지 않아요. 사용자 지불을 

누르기 전에 환율을 볼 것 이다 그리고, 시간으로는 TXOs 도달 있을 것입니다 유틸리티 측면 

거의 속도 차이가. 다른 한편으로, Treon 지갑 TXOs fiat 클릭 한 번으로 간단 하 게 교환 하는 

고객 수 있습니다.

암호화 변동

블록 체인유틸리티를 변환 결국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항 세계 각국 규제 기관에서 예상 

된다. 하나는 법률은 일반적으로 혁신, 뒤에 보 온 재 아직, 끝, 소비자 우선 필요 하 고 모든 파 

관계 허용 타협에 도달을 관찰할 수 있는 다른 산업에서 평행선을 그리기. 

     

Treon 산업, 레 귤 레이 터, cryp통화로하 고, 무엇 보다도, 소비자는 적절 한 시간에 도착 했다 

하는 것이 믿습니다. 우리 또한 믿습니다 많은 국가에서통화에 맞추어 울다의 현재 추세는 

매우 건강 산업과 기술-기 더 추진. 우리는 다른 시장 요인 들 중 규제 환경에 따라 우리의 

롤아웃 일정 우선순위는.

레 귤 레이 션

대부분의 유틸리티 경영진 값블록 체인기술의 확신 그들의 기업에 제공 합니다. Treon 제공

콘수녀와내부의-유틸리티에 대 한 문제점을 해결 하는 멀티 면 솔루션 관심 증가 대 한 주요 

이유는 사실 우리는 목격 하 고 업계에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틸리티 작업 대부분의 회사의 

크기와 의사 결정 및 실행의 비교적 느린 속도로 인해 어려운 노력 이다. Treon의 부탁에가 

하는 요인은 유틸리티 대안에서 증가 한 경쟁 이다. 텔레콤, 경우 (정상) OTT 플레이어에서 

증가 한 경쟁 2012 이후 그들의 년에 년 성장에도우경 자리 부정적인 영향을 했다. 비슷한 

의미의 대안 녹색 에너지 소스와 빠른 롤- 마이크로 및 미니 격자 국가 격자에 의해 포함 되지 

않는 농촌 지역에 빠른 성장 가진 전기 공간에 존재 한다. 또한, 모든

유틸리티 공간 분야 증가 운영 비용에서 고통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들의 느린 최신 기술 채택. 

우리 유틸리티의 디지털트랜스대에 대 한 시간은 지금 이다와 같은 혼란의 속도에서 실행 하 

고 달성 하는 우리의 비전 및 성장 계획에 매우 낙관적인 Treon 팀을 만들어 산업 추진 됩니다 

믿습니다.

유틸리티 채용

VIII. 도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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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on 테리블록 체인스마트 계약 서명 멀티 지갑 (다중 신호) 역할을 사용 하 여 지갑의 보안과

무결성을 보장 합니다. 그것은 파-참석자실행 (예: 큰 철수 또는 전송) 작업의 특정 하위 집합에 

대 한 로그인의 특정 번호를 필요 합니다. Treon 소비자 비즈니스 모델 공공요금의 지불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 한계 부문에서 평균 소비 수준에 따라 설정 됩니다.

우리는 또한 사용자에 게 제공 Treon암호 해독 성생태계의 최고의 경험을 가진 여러암호 해독 

성지갑 전문가와 협력 합니다. Treon의 의도 보안 기본값은 사용자의 지갑은 유틸리티 제공 

업체, 개최 한 열쇠로다중 신호그리고 다른 Treon에 의해 개최 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SIM 

사기와 도난된 휴대 전화 토큰 손실 방지 것 이라고. Treon 기본 설정으로 이것을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 그들은 자체적으로 보안 관리를 선택 하는 경우 그것을 바꿀 수 있을 것 

이다.

필수적인 부분 지갑 보안 안전 하 게 그들의 전화에 그들의 키를 암호화 하는 고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갑에 권장된 보안 영토를 사용 하 여 Treon iOS 모바일 앱 구축. 데이터 직접 

(아이폰 5와 더 새로운) 전용된 하드웨어를 사용 하 여 암호화 됩니다. 고객 결제를 암호화 된 

데이터에 액세스 하는 경우, 그들은 그들의 키체인 터치 ID를 사용 하 여 인증 / 또한 얼굴 ID

를 사용 하 여 하드웨어의 사용자 인식 되는 경우 데이터를 해독할. 이 인증 단계의 성공 

트랜잭션이 실행 됩니다. 이 메서드를 사용 하 여 장치에 저장 된 모든 키 암호화 됩니다. 안 

드 로이드 애플 리 케이 션에 대 한 우리 하지 사용자의 휴대폰, 하지만 우리의 보안 서버에 

중요 한 데이터를 저장 하는 방법에 응용 프로그램 디자인 선택 됩니다.

지갑 보안

44



분산된 시스템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사기의 위험입니다. 그러나, Treon의 강력한 지불 

메커니즘 및 온라인 지불 결제 솔루션, 우리만 Treon 애플 리 케이 션 및 지갑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 제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Treon은구체적으로아무 단일 엔터티 수 있습니다 볼, 

영향 또는 어떤 개인의금융데이터 나 비즈니스를 조작 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지갑의 모든 

개인 키 그 특정 지갑의 소유자만 인정 됩니다. Treon은블록 체인기술은 사기를 줄이고 최소화 

하거나 자금 손실 방지에 해킹을 제공할 수 있는 최고를 이용 했다. 분산된 기술에 대 한 좋은 

점은 쉽게 될 수 있는 승인 된 트랜잭션 및 술집-가련한가장블록 체인에 본입니다. 보안을 

사기, 최소화 하 고 위험을 해킹 Treon에서 최고 이다.

때 그것은 KYC와 AML, 본질적으로 유틸리티 관련 거래에서 모든 참가자가확인 된때문에

모든 사기 방지확인에 준수 하 고 있는 법안 문제는 실제 주소에 연결 된 Treon에 온다. 사실,

정부 발급 ID를 함께 유틸리티 빌은 KYC 및 AML에 대 한 것확인로 사용 됩니다.

사기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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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요인 Treon의 구조를 형성에서 재생이: 피티 테크 회사, 암호화 친화적인 법적 관할

지역, 사용 가능한검증 된 기술칼 전문가, 그리고 표적 시장에 근접의 존재에 대 한 다양 한 

규제 환경. Treon 팀이 디자인에 의해 세계적으로 분산: 근접 기술 전문가;의 풀에 대 한 인도에 

본사를 둔 통합된 개발 팀 자극-uct 관리 팀 이집트 근접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상 시장;에 대 

한 시작- 명이, 투자, 및 상업 팀 두바이 근접금융 허브 및 기업 구조에 대 한 해당 암호화 

라이센스 에스토니아에 본사를 둔. Treon 서비스 될 다양 하 고 DNA에 의해 글로벌 회사를 

필요로 하는 세계. 팀은 5 개 대륙을 덮고 7 국적 구성 되어있습니다. 혁신, 신뢰, 투명성, 

그리고 단순 우리의 핵심 기업 가치 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포함 됩니다. 우리의 조직 

구조는 빠르게 움직이는 공간에서 실행의 속도 보장 하기 위해플로리다 . 각 &quot;트레오 

니안&quot; 왔다 고도전적인 시장에서 기술 혁신을 달성 하는 다문화, 종합, 및 적응형 팀. 

긍정적인 분위기와-태도 전염성이 있고 스 프린트 했 잖아요 비전과 목표에 도달 하는 Treon

는 것입니다.

IX. 회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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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샴엘메틀 린
TTreon 설립자, 전략

헤샴 은 글로벌 정보 및 통신 기술 (ICT) 기업에서 경험의 25 년간 교양된 인입니다. 그는 

주요 기업 전략을 고쳐 MEA 지역에 걸쳐 설계 및 상업적인 작업의 구현을 주도하 

고지나치게 착취하는 수익 목표에 성공. 그는 시스 코 시스템의오아 스콤, 아프리카와 

중동에 있는자인같은 국제적인 회사의 빠른 성장 뒤에 주요 촉매 이었다. 헤샴만들고 시작 

최초의 디지털 고객 중심 모바일 운영자 신흥 시장에서 핵심 팀의 일부분 이었다. 그는 씨 

투자 고문 기술 및 암호화 벤처의 수입니다.

모하메드 T. Kesseba
마케팅의 머리

모하메드 관리 마케팅 Treon의 전략적 지레의 일환으로. 20 년간의 마케팅 및 전략 경영 

비전 및 전략 실행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구축, 수익에 수백만 달러 B2B와 B2C 모델융화의 

설립된 기록 달성를 경험 한다. 그는 직책을 수석 국제 리드-텐트에서 포춘 500 대 기업 

그리고 4 콘 티-텐트 걸쳐 주요 글로벌 마켓의 지식. 전세 마케팅, CIM 영국, 프랑스 ESLSCA 

비즈니스 스쿨에서에서 MBA를 있다. 모하메드에에서 보유 하 고 공동 대학원 디플로마 

디지털 비즈니스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 및 MIT는 SVP는 국제적으로 허용 마케팅 표준 

IAMS에 앉아 ™ 우리 IIMP™, A CIM 영국과 SCIP의 정회원에서 보드.

칼 리드 Khorshid
Treon 설립자, 기술

칼 리드 firms Accenture 및 EDS 어디 그 지도 오래 되 고 만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방해에 대 한 기술 프로젝트를 컨설팅 하는 선도 함께 그의 25 년 경력을 시작 했다. 그의 

가장 최근의 혁명을 전달, 결제, 및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태양 마이크로 전기 격자의 

실리콘 밸리 시작 했다. 칼 리드 큰 에너지와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통신 유틸리티 

내에서 높은프로필 집행 역할을 개최. 이러한 역할의 그의 마지막 아프리카에 있는 5 가장 

큰 이동 통신 연산자를 향하고 했다. 그는 디지털 변환 전문가, 고문 몇 시작과 암호화 

기업가 이다.



48

Binal 파 텔
기술의 머리

Binal는 베테랑 강한 테크노 기능 배경으로 IT 전략 이다. 그는블록 체인프로젝트 개발 등 

기술 업계에서 13 년의 경험을 보유 하고있다. Binal 테리, 비트 코인등 같은 분산 기술의 

포괄적인 경험을가지고 그리고 2015 이후 암호화 공간에서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 견고 

플랫폼에 빌드-ing 스마트 계약에 광대 한 경험을가지고. Binal 증강된 정보 플랫폼 (token-

sale.xchangerate.io)의 핵심 팀 멤버 중 하나입니다.

호 엘 카라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머리

홍보, 마케팅, 이벤트 관리, 표준, 다국어 콘텐츠 개발 및 배포에에서 광범위 한 경험을 가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지난 12 년 동안 통신 생태계에서 근무 하 고 기술, FMCG, 레저 등 

다양 한 사례에서 높은 쉴 론 고객을 위한 품질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패션, 럭셔리 브랜드, 

부동산, 정부 및 글로벌 비즈니스 두바이 중동 지역에 걸쳐 권고입니다. A 이벤트 관리에 

베테랑, 그녀 공동 이벤트 관리 회사를 설립 하 고 민간, 공공 NGO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협력 관계를 설립. 호 적립 마스터 번역 레바논 베이루트에에서 성 요셉 대학교에서 학위.

미 란다 목사
제품의 머리

심리학과 디자인에서 배경, 미 란다 목사 Treon, 개발 및 배달에 모든 방법을 통해 초기 개념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제품 관리에 그녀의 광대 한 경험에 그녀의 머리의 

제품 역할 제공 시장. 제품 전략 및 교육, 소매, 전자-Com-머 시 디스와 지 느 러 미 기술 

산업 시스템 디자인 전문, 미 란다는 일 지역에서 여러 기술 업에서 유용한 제품에 전문성을 

획득을 세계적인 수준의 소프트웨어와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하얼리 샌가 비
블록 체인건축가

하르 실 매우 전문적 이며 신뢰할 수 있는 ICO, 블록 체인 매니아 고문과 함께 암호화 

투자자에 경험 10 년 이상의 업계. 그는 깊이 있는 지식과 캠페인을 처리에 광범위 한 

경험을 소유 하고있다. 현재, 그는 7 블록-체인 기반 시작 기업에 고문입니다. 그는 완전 한 

로드맵 및 실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하는이익를 모든 이해 관계자, 발기인, 투자자 

및 고객 제공 합니다. 하르 실비트 코인, 테리, 블록 체인 ICO, 암호화 교환, 암호화 마이닝 

풀 및 마이닝 농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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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닥터 사 드 알-Barrak
주요한 고문, 텔레콤 전략 및 기업 지배 구조

닥터 알바락통신 유틸리티에서 세계 유명한 개척자 이다. 2010 년에 그의 사직까지 2002

년에서자인그룹의 최고 경영자. 거의 7 년만에 박사 알바락변모 모리-외 탄, 1 국가에 1 백만 

미만 고객 상태 제어 통신 연산자 (알려진 다음 MTC) 국제 거 대 한자인, 23에 걸쳐 100 백만 

이상의 고객을 도달 하는 회사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는 그의 프로 경력을 통해 

많은저명한 리더십 상을 수 상했다. 2009 년에, 그 위에 올랐다 20 대부분 영향력 통신 

경영진 전세계 글로벌 통신 비즈니스 매거진. 닥터 알바락은 모색 훨씬 동기 부여 및 권위 

있는 더 높은 교육 기관, 기업 회의 및 전세계 기업 이벤트 관리 스피커.

알랭 생 트 마리
관리자, 통신 및 금융

알랭의파이 낸스및 관리 운영 경험 30 년 이상 하고있다. 그는 점령 여러 상위 임원을 

Etisalat 통신 그룹에서 아 틀 랑 티크 텔레콤 CEO로에; VTEL 지주-이라크, 요르단; 보유의 

그룹 CFO에에서알루 나입니다.의 CEO자인나이지리아, 가봉 CEO자인자인그룹 중동 COO

에 최고 경영자. 자인알랭에 합류 하기 전에 이집트에 CEO의이라크, 튀니지 아나, CFO 및 

CFO의 OTH 이었다. 이전 그와 프랑스 텔레콤 모바일리반(FTML)-금융 및 관리 감독의 

대리인으로셀리스® 이었다. 알랭은 베이루트의 성자 조셉 대학에서 정보 기술에는 

마스터를 개최. 디 머피

Dee Murphy
관리자, 브랜딩 및 디자인

디는 가장 브랜드 컨설턴트-선도자를 수 여 하는 영역 중 하나에서 관리 파트너입니다. 년 

동안 그녀와 선도자에 팀을 인도 지역 전원 주택과 차별화; 만드는 브랜드 경험을 건물에 

시작 ups 그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 하기 위해 그들을 돕는. 그녀의 경험 수석 브랜딩 및 

마케팅 지역 기업 수상 통신 기관에 있는 위치를 포함 합니다. 디의 가장 최근 작품 뒤, 케어 

엠, STC, 쿠웨이트 석유 KIPIC, 국무총리의 Office (UAE)와 흥행, 몇 가지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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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 Blenman
고문, 조달 및 크로스-무역 계약

조달 및 프로젝트 관리에 20 년 경험, 토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 회사의 일부와 함께 일 

한: 보다폰, MTN, STC와 최근 오만에 Ooredoo. 토니 지상 깨고 혁신 및 생활 변화 하는 데 

전달 프로젝트 다양 한 모바일 돈으로 케냐에사파리 콤&quot;Jawwy STC에서&quot;의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최근 출시 하는 모바일에 구글과 페이스 북의 출시를 통해 솔루션의 

스릴을 즐긴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처음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Jad Hindy
관리자, 디지털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20 년간 비즈니스 설정, 신생,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및 브랜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걸쳐 구축 경험의 노련한 경영자. 디지털 통신에 대 한 그의 열정에 대 한 알려진, 그는 

Etisalat, P &amp; G, 버진 모바일, 레드 불, 유 니 레버, 카타르 국립 은행, 맥도날드의, 

에미레이트 항공 NBD, 사우디 텔레콤, Jawwy, Ooredoo (Qtel), 뒤,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브랜드 중 일부에 근무 열망, 케어 엠, 몇 가지 이름을. Jad는 123바우처2008 년, 2011 년, 

네티즌콜 뉴 미디어2013에서 및 2014에 약혼 브랜드를 설립 하는 데 존재 하는 몇 가지 

성공적인 직렬 기업입니다. 2012 년 이후 활성 넥타이 두바이 차 터 멤버는 활성 멘토와 

시작과기업가에 마케팅의 영역에서 관리자.

매튜 Kimolo
관리자, 에너지 유틸리티 및 태양광 발전

매튜는 감독의 판매, 마케팅 및 고객 참여는 통합 전원 공급 장치에 케냐의 최초의 민간 전기 

유틸리티 회사. 그는 구축 하는 데 하나는 처음 아프리카에서 신 재생 에너지 소비자 제품에 

대 한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 하 고 확장 가능한 배포 체인 재생 업계에서 단단한체험물성을 

있다. 매튜 그가 동부 아프리카 지역 영업 이사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에서 에너지 공간에 

합류 했다.

아메드 Abdelgelil
관리자, 에너지 유틸리티 및 컨설팅

아메드는 설립자 이자 메릴랜드의 ZYMAG CCI 컨설팅. 그는 또한 공동 설립스코 

포스컨설팅 MEA 지역. 그는 모두 공공 및 민간 부문 석유, 기술, 통신, 제약, 건설, 교육, 자선, 

FMCG에 다양 한 기관 내에서 고위 경영진과 컨설팅 역할에 경험의 30 + 년 있다. 아마 드 

구조 조정 및 새로운 문화의 변화를 추진 하 고 직원의 참여를 강화, 전략적 초점을 증가 

제품-태도및효율성의 가치 운영 개선 하 고 공급망에 대기업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는 

수많은 최고 관리직슐럼 버거, 일 라이 릴리, 힐티, &amp; Zain 그룹 등 다국적 기업에서 

개최. 그는 UCLA MBA 졸업 하 고 글로벌 업계 회의에서 스피커



참조

https://www.gsma.com/mobileeconomy/

https://remittanceprices.worldbank.org/sites/default/files/rpw_report_sept_2016.pdf

https://gomedici.com/overview-of-the-payments-industry/

https://www.emarketer.com/Article/P2P-Payment-Transac-

tions-Exceed-120-Billion-This-Year/1016187

https://confideal.io/pdf/cfdl_product_wp.pdf

https://www.bitcoinus.io/docs/Bitcoinus%20Whitepaper.pdf

https://pumapay.io/docs/pumapay_whitepaper.pdf

51

마크 힐
고문, 법률 및 저작권

지난 20 년 동안 최고의 미디어, 광고 및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는 지역에서로 넓게 인식 해, 

마크 부티크 firm은 권리 변호사 크리에이 티브 산업, 지적 재산권, 기술 및 모든 것 디지털 

전용 실행 합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국제 라이브 이벤트 아소-기, UAE 생산 포럼, Mestaria 

(혁신적인 예술 컨설팅) 및의 부족을 포함 하 여 다양 한 조직에 대 한 보드에 앉아 있다 

(지역 중의 마지막 남아 있는 독립 광고 및 디지털 기관)입니다.

미래는 여기에, 지금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