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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yptocurrency in the global energy sector which focuses on decentralizing the most centralized industry and
increasing transparency in the oil market transactions.
석유시장거래에서 가장 많이 집중된 산업을 분산시키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는글로벌 에너지
부문의 암호화페
Whitepaper
백서
Raised
높인
Hard cap
하드 캡
To download Daric whitepaper, you can click on this link
Daric(다리크) 백서를 다운로드하려면이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Download whitepaper
백서 다운로드
Download business whitepaper
비즈니스 백서 다운로드
Download technical whitepaper
기술 백서 다운로드
Investor-friendly
친한 투자자
Daric unleashes opportunities for people to become an investor in the oil industry that was not possible before.
Daric(다리크)는 사람들이 이전에 불가능했던 석유 산업의 투자자가 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No middleman fees
중개인 수수료 없음
Daric platform eliminates the middleman fees and provides context for direct transactions with high security
and speed.
Daric(다리크) 플랫폼은 중개인 수수료를 제거하고 높은 보안과 속도로 직접 거래를 위한 컨텍스트를
제공합니다.
Reduced costs
줄인 비용
Daric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could reduce trade finance operating costs by 50% to 80%.
Daric (다리크)분산 원장 기술 (DLT)은 무역 금융 운영 비용을 50 %에서 80 %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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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ic Platform
Daric (다리크) 플랫폼
Daric platform solves the problems of over the counter transactions by providing several secured and reliable
services.
Daric(다리크) 플랫폼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하여 카운터 트랜잭션의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Secure Trading
안전한 거래
Instant Transactions
즉시 거래
P2P marketplace
P2P 시장
Petroleum
석유
Renewable
재생 가능
Natural Gas
천연 가스
Coal
석탄
Nuclear electric power
원자력
Energy consumption by energy source
에너지소스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
Renewable energy
재생가능한 에너지
Solar, Geothermal, Wind, Biomass, Hydropower
태양열, 지열, 바람, 바이오 매스, 수력
Nonrenewable energy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Petroleum products, Hydrocarbon gas liquids, Natural gas, CoalNuclear energy
석유 제품, 탄화 수소 가스 액체, 천연 가스, 석탄 핵 에너지
Source: eia
출처 : 여기
DARIC ROAD MAP
Daric (다리크) 도로지도
Start
시작
Id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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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R&D
연구 개발
Launched EOTC.asia
진수된 EOTC.asia
Launched EOTC marketplace
진수된 EOTC.asia 시장
Whitepaper Release
백서 릴리즈
DARIC token whitelist period
Daric (다리크)토큰 화이트리스트 기간
Pre-sale start
사전 판매 시작
Main-sale Start
주요 판매 시작
EOTC marketplace 2.0
EOTC 시장 2.0
Active Token Sale.
활성 토큰 판매
Start: 15 May, 2019 UTC 19:00
시작 : 5 월 15 일 2019 UTC 19:00
End: 15 April, 2019 UTC 19:00
종료 : 4 월 15 일, 2019 UTC 19:00
Hard Cap: $50m
하드 캡
Rate: 1 DRC = 0.01 Dollar
비율 : 1 DRC = 0.01 달러
Total Token: 1,000,000,000
총 토큰
Accepted Funds: ETH
수락 된 기금 : ETH
Be patron of the transparency and decentralization in oil industry by invest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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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통해 석유 산업에서의 투명성과 분산화를 후원하십시오.
Get whitelisted
화이트리스트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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