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fl 무ª인fl?

일반½으^ ICO라고☚ 䞮는 초기 코인 오퍼링은 fl^운 프^‰Sfl 비S 코인과 에테르와 교환䞮여 기본
호 䢪 토큰을 판매 䞮 는 모금 메커니즘입니다. 투자자fl 䣢 사 주½을 구매 䞮 는 초기 공모 IPO와 다
㏢비슷䞿니다.
ICO는 비교½ fl^운 현상이fl만 블÷ 체인 커뮤니티 내에fl 빠르게 논의의 주fifl되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CO 프^‰S를 창®자fl 부당한 자본금을 인상 할 ; 있☚ ÷䞮는 규fi되fl 않은 증권으^보고
있fl만 다른 사람들은 전통½인 벤처 펀딩 모델의 혁신이라고 주장䞿니다

인공fl능
인간처럼 작동䞮고 반응䞮는 fl능형 기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 컴퓨터 과䞯 분야는 인공 fl능으^ 알fl져
있습니다. 기계 䞯습으^ 알fl진 인공 fl능은 음성 인½, 䞯습, 계䣣, 문fi 해결, fl½, 추론, fl½, ½체 조작 및
이동 등의 ÷성을 위해 컴퓨터 프^²래밍을 포䞾䞿니다.
나중에 기계fl 귀䞮의 ½®을 대체 할 ;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동䢪의 ™을 ¼고 있습니다. ⡧⡧한
㏢프S웨¢는 ¢fl운 문fi를 신÷䞮게 해결할 ; 있습니다. 이것은 ¼인 및 청½ 옷깃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릴 ; 있습니다. 앞으^ ;p 년 안에 부분½으^ ⡦는 완전히 자동䢪 된 일부 ½무의 기䣢fl 있습니다.

딥러닝
딥러닝 (p층 구조 䞯습 ⡦는 계층 ½ 䞯습이라고☚ 䞾)은 작® 별 알고리즘과 달리 䞯습 데이터 표현을
기반으^ 한 광®위한 䞯습 방%의 일부입니다. 䞯습은 감“, 반 감“ ⡦는 감“되fl 않음
p층 䞯 습 모델은 뇌에fl 다양한 자“과 관련 신경 반응 사이의 관계를 정의 䞮 fl는 신경 코딩과 같은
생물䞯½ 신경계의 정보 처리 및 통신 패턴과 관련이 있습니다

OFNOG 정보
OFNOG Ltd.는 IBM, HP, HPE, AT & T ⺆경과 같은 500 대 기®의 y련 된 IT 전문fl 팀이 결성 한 영국 런던에 등÷
된 IT 조½입니다. 우리는 ;p 년 동안의 IT fi품 fl¼, 솔루션에 대한 강™한 ⺆경을 flfl고 있습니다.

OFNOG ICO
OFNOG는 인공 fl능과 딥 䞯습 기술의 힘으^ 설계된 “창½ 인 호 거래 솔루션입니다. OFNOG 솔루션은
S레이더fl p층½ 인 䞯습 방%론과 인공 fl능의 정¾한 fl¼^ 인해보다 효과½이고 정¾䞮게 거래 할 ;
있☚ ÷䞿니다.

문fi 설명
2018 년 2 월 현재, Bitcoin은 flfl 총액이 190 ª 달러를 초과䞮고 있으며, 디fl털 동전은 크립토 쿠션 fl장에fl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통½인 주½ fl장과는 반대^이 글^벌 Exchange fl장은 24x7x365^ 일䞮기 때문에
y련 된 사용자조차☚ 이를 모두 ½별 할 ; 으며 ¢떤 종류의 ☚ 구 이 모든 기䣢를 추½ 할 ; 습니다.
일부 인공 fl능 기반 솔루션은 fl장에fl 사용 fl능䞮fl만 정¾성과 사용자 정의에는 여전히 큰 fl선이
필요䞿니다.

솔루션
우리의 솔루션은 깊은 䞯 습 및 인공 fl능을 기반으^ 䞿 니다. 우리의 전문 인공 fl능 연구팀은 효율½인
거래자의 구매 판매 통䢪, 호 교환 추세 분½, fl간 기반 크립토 통䢪의 행동 논리를 분½䞿니다. 깊은 䞯습이
끝나면 AI 기반 솔루션을 만듭니다. 솔루션이 준비되면 다른 인기있는 분산 교환기에fl 베타 버전을
테스S䞮고 ªfl¾으^ 모든 오류 fi거 솔루션을 구현할 것입니다.

왜 OFNOG인fl?
IBM, HPE 및 Accenture와 같은 500 대 기®의 노련한 IT 전문flfl 권장䞿니다. 호 거래를위한 비용 효율½인
솔루션 fl렴한 토큰 fl격 (예상 fl격은 $ .10), ICO 완료 후 토큰 fl격 상승 fl능성 및 ®위fl 높음.

토큰 세일 세부 정보
Start: April 15, 2018 (Pre ICO)
Hard cap: 250,000,000 USD
Exchange rate: 1 OFNOG = .10USD
생성되는 토큰의 정¾한 ; 기부 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토큰 세일 기간 종료 후 토큰 생성, ¼행 ⡦는
ª이닝이 ¼생䞮fl 않습니다. 토큰 판매fl 완료되면 토큰을 양☚ 할 ;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