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결된 계약
프리미엄 파트너

사용되고 있는 상품
4년간 운영
연간 250만 방문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의료 관광에 투명성을.

팀 경험

ICO는 3월 18일에 시작합니다
수상

업계:

$1000억 의료 관광

Etheal은 의료 제공자들의 분산적 시장을 만들기 위해 $1000억
(연간 대비 25% 성장) 의료 관광 분야를 타겟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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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엉덩이 이식 수술을 할때 병원비 $65,000에 $13,000를 내야하고

METEORIC RISE OF MEDICAL TOURISM

$540
billion

수술비도 따로 내야합니다.
브루셀에서는 $13,666 으로 모든 의사 비용, 수술실 비용, 이식, 목발, 약, 5일간
병실 사용비, 7일의 회복실 비용, 그리고 미국과의 왕복 티켓 값도 포함 합니다.
브루셀은 훌륭한 의사와 낮은 수술 부작용 확률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벨기에 정부가 값을 정해서 수익에도 제한을 둡니다.
매년 미국에선 100만 건의 무릎과 엉덩이 관절 치환술이 행해지고 있으며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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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람들이 뛰고, 스키 타고, 바이킹을 함에 따라 그 수술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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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0%의 수수료

2025

환자 중재자로 알려진 중개인들이 환자가 국경을 넘게 가이드
해주는 비용으로 30%의 수수료를 청구하며 이
분야에 신뢰서와 투명성이 결여되게 합니다.

해결�방안

Etheal이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의료 관광에서 중개
인을 없애고 의사의 이윤을 높여주며 환자의 비용 부
담을 덜어주어 투명성을 높여줍니다.

진행 상태:
지난 4년간 우린 중앙제어식 해결방안을 만들어왔습니다.

88,000개의 등록된 서비스와 420,000 진료자가 등록되어 있는 브라질의
Doklist.com.br과 헝가리의 Docklist.com은
매년 250만 방문객들을 상대합니다.

ETHEAL 작동 방식
HEAL 토큰의 유용성
마이크로 보상 제도

내부 통화

환자가 플랫폼에서 HEAL 토큰으로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하면 Etheal은 그들에게 질 좋은
후기를 남기도록 보상으로 장려하며 가짜 후기
에 대해 맞섭니다.

환자와 의사 그리고 Etheal 간에 지불에 대한 마찰이
없게 하기 위한 것.

지분 조정 권리 증명
Etheal 신뢰 점수 (ETS)는 시빌 공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합니다:
1. 이더리움 주소의 실적과
2.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HEAL 토큰의 양

의사가 토큰을 지분으로 보유함으로 프로필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

의사들은 Etheal에 무료로 리스팅 되지만 자신의
프로필을 인증하려면 HEAL 토큰을 보유해야 합니다.

파레토 판매 법칙
의사는 해외 리드에 대해 $10씩 지불합니다.
방문자가 무료로 리스팅 되고 있는 의사에게 문의를 하면 시스템이 지불을 하며 리스팅 되고 있는
4명의 의사에게 추가로 같은 문의사항을 보내줍니다.
만약 한 나라에서 4명의 의사만 리드에 대해 지불하고 있다고 해도 시스템은 최대 가능 이익의
80%를 버는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적 입니다.
사용자는 5개의 맞춤형 오퍼중 골라서 Etheal 플랫폼을 통해 지불 할 수 있습니다.

팀
18개 분야와 13개 언어로 된 기업과 스타트업들과 일한 강력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팀은 이전에 Efﬁe와
딜로이트 기술 급성장 회사 50에서 여러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미할리 케르테즈 박사

빅토 타보리

공동 창립자, 최고 운영 책임자

공동 창립자, 최고 기술 경영자

수의학 약 박사이며 뉴욕대에서
학위를 받은 커뮤니케이션 전략가 입니다.

헝가리 암호화폐 재단에서 국제관계 장이며
블록체인 분산체제 협회의 대표입니다.

고문

마일스톤

2018년 3월-4월

정식 토큰 판매

2018년

수요의 증가

2019년

공급의 증가

(미국, 영국, 한국, 태국, 싱가포르, 일본을 포함한)
20개 나라로 확장하고 현재 시스템에 블록 체인을 통합하여 현재
250만의 사이트 방문을 더 늘립니다.

의료 관광으로 수익을 창출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의료 공급자와
계약을 맺었으며 이 단계에서 파트너의 수를 늘릴 것입니다.

2020년

준비된 마켓

환자와 진료자 모두 원격 진료, 제약 연구 및 보험 패키지와 같은 의료
응용 프로그램을만들수 있는 완전 개방형 블록체인 플랫폼에 함께합니다.

토큰 판매

토큰 구조
예약 판매

초기 기여자

300만

100만
정식 판매

ERC-20 미니 토큰
일시:
2018년 3월-4월

1200만
팀, 창립자, 고문

2050만
호들 보상

소프트캡: $480만

2000만

하드캡: $1000만
토큰 공급: 9200만

커뮤니티 보상 풀
포상

2000만

150만
추후 토큰 판매

1400만

호들 보상
3-6-9개월 후에 사전 판매 및 주요 판매 참가자들 중 자신의
토큰을 eth 주소에서 전혀 이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상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주요 판매에서 구입한 토큰을 9개월 동안 그대로
유지하면 토큰을 최대 2.5배로 늘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금 배분
개발
마케팅과 판매
운영과 고객 지원
법적 사안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