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대형 돌파구: Genesis Vision - 10월 15일, 금융 시장 진화의 다음 단계 시작 

 

(더블린 2017년 10월 12일 PRNewswire=연합뉴스) Genesis Vision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대한 투자 관리 산업을 하나의 분산 네트워크로 통일시켜, 투명하고 더욱 세계적인 금융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 이는 시장에서 신용을 재구축하고,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투자 경로를 

여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198051-genesis-vision-financial-markets/  

 

신탁 관리 시장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PwC 분석[1]에 따르면, 자산관리 산업을 위한 

국제적인 투자가능자산의 규모가 2020년에 100조를 돌파하고, 연평균 성장률은 거의 6%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처럼 신탁관리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신탁관리 기제는 현대 

투자자와 관리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 시스템이 낡고, 진화할 필요가 대두되는 

가운데, Genesis Vision이 완벽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Genesis Vision의 획기적인 플랫폼은 성공적인 거래자가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거래 전략을 세계화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본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이 플랫폼은 

기초가 되는 스마트 계약 기술을 통해 투자의 투명성과 수익 분배를 보장한다. 어떤 요청에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며, 모든 관리자가 실제 거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안성도 

추가로 높인다.  

 

Genesis Vision은 금융 시장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조예가 깊으며, 전문성을 구축한 팀이 설립한 

기업이다. 이 팀은 최신 경향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수년 동안 축적한 경험에 접목시킨다. 

이처럼 강력한 Genesis Vision 팀은 전 세계 수백 개의 중개 기업을 이끄는 몇몇 거물 업계 대표와 

손을 잡았으며, 80개가 넘는 업체가 구매한 중앙식 기성 신탁관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 Genesis Vision은 전통적인 금융업계를 비롯해 암호 화폐 금융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구축했다. 

 

Genesis Vision 설립자들은 혁신적인 Genesis Vision 개발을 지원하고자 인기 많은 

크라우드소싱을 선택했으며, 코인 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캠페인을 시작할 준비를 

https://www.multivu.com/players/uk/8198051-genesis-vision-financial-markets/


마쳤다. 초기 참가자에게 넉넉한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인 이번 캠페인은 10월 15일에 시작된다. 

ICO 참가자는 첫 3일 동안 20%의 보너스를 받게 된다.  

 

Genesis Vision ICO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2], ICOrating으로부터 ‘Stable+’ 등급을 

받았다[3]. Genesis Vision 토큰은 hitbtc와 여러 다른 암호 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GVT 유동성을 

최대한 높일 예정이다.  

 

Genesis Vision에 관한 추가 정보 및 환상적인 ICO 백서 자료는 오늘 https://genesis.vis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https://www.pwc.com/gx/en/asset-management/publications/pdfs/pwc-asset-management-

2020-a-brave-new-world-final.pdf  

[2] https://financialcommission.org/wp-content/uploads/2017/09/Genesis-Vision-Certification-

Report.docx-1.pdf   

[3] http://icorating.com/project/473/Genesis-Vision/rating   

 

(사진: http://mma.prnewswire.com/media/581598/Genesis_Vision.jpg ) 

 

영상: https://www.multivu.com/players/uk/8198051-genesis-vision-financial-markets/  

 

출처: Genesis Vision 

 

 

 

 

Contact: Ruslan Kamenskiy, tel. +79112972994, official@genesis.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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