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기간 동안 3 개의 “재택”’ 분야가 성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 상거래

스트리밍
게이밍

 
 세계적인 유행병이 시작된 이후로 사용자 수와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을 봅니다. 우리는 철저히 원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배송에 영향을 미

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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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세대를 위한 신
의 한 수
다음 목표 시장 아시아
하이브리드 모델 : 토큰 오퍼링 + VC 펀딩
최고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파트너
우리의 비전 - NFT의 최고 시장이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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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능 컴퓨터에서도 수익
을 창출 할 수 있는 해결책
어느 장치에서나  게임을 즐기고 미션을 수행하
면서 수익을 창출하세요!

4



작동 방법

장치가 스스로 돈을 벌도록 허용하세요

유휴 전력을 
통해 채굴

지갑 또는 앱에서 
보관 또는 사용

스토어에서 사용

마트에서 지불

Play&Earn
에서 미션 수행

설치

획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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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rHash 스토어에서 암호 화폐를 사용하세요:

즉시 사용 가능한 600 개 이상의 디지털 제품이 GamerHash 스토어에서 기다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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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암호화폐를 쉽게 벌고보관하고 쓸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GamerHash.com/mobile-app

7

http://GamerHash.com/mobile-app
https://apps.apple.com/us/app/gamerhash-bitcoin-rewards/id1480204747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gamerhash.app&hl=pl


암호화폐로 실제 상품 구매:

폴란드 전역에 있는 
9000 개 이상의 편의점

온라인 매장 기프트 카드

음식 배달 서비스 꿈의 기프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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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마이닝의 
우버화

생태학적인 암호
화 마이닝

고유의 강점

모든 고객을 
위한 해결책 

지능형 마이
닝 알고리즘 

전용 스토어 100% 안전한 
감사 코드

5십만명 이상
의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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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잠재력

블록 체인 시장은 
2024년 말까지 86 
억 달러로 성장할 것
으 예상됩니다.

120 억 달러 규모의 
제휴 시장

1,521억 달러의 게임 
시장 매출 예상

25 억 명의 게이머
더 읽기

더 읽기 더 읽기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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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분석

500.000+

$100/m

600,000+45%

25.000+

이상의 사용자 - 대부분 유럽 
및 남미에서 접속

등록 전환율 이상의 완료된 거래 (사용자 
인앱 지갑으로 송금된 일일 
지급)

가정용 PC로 월 50 달러 까
지의 수입

GamerHash 스토어에서 완
료된 23,000 개 이상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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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

채굴료 스토어 마진
Play&Earn

0% - 7% 평균 20%의 마진
제휴 프로그램
수익 지분 /

CPL (기회당 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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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에 우리가 일궈낸 일들

2017 년 1 분기

2017 년 2 분기

2017 년 4 분기

2018 년 1 분기

2018 년 2 분기

2018 년 2 분기

2018 년 3 분기

GamerHash 프로
젝트 컨셉 수립

개발 시작

- GamerHash 베타 버전
- GamerHash 스토어 출시

- 100,000 명의 등록 사용자 
달성

- Win 7 이상 설치된 모든 PC 
지원

다른 언어로 구성된 GamerHash 플랫
폼 : 중국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폴

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300.000 투자 유치

- 15만명 이상의 등록 사용자
-  GamerHash 스토어 600+ 

개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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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루어지는 일들

2018 년 4 분기

2019 년 1 분기

2019 년 2 분기

2019 년 3 분기 2020 년 1 분기

2020 년 2 분기
2019 년 4 분기

- 몰타 사무실 오픈
- 30만명의 등록 사용자

Play&Earn - 앱에 내장된 
리드 육성 기능

- 유틸리티 토큰 개념 준비
- iOS 및 Android 용 모바일 앱 개

발 시작-ASIC 채굴 출시

- 10 만 유로 이상의 시드 판매 
자금

- Santa Monica, 캘리포니아 사무
실 오픈

-코인베이스 지갑 통합

- 50만명의 등록 사용자
- Play & Earn을 사용한 전

략적 파트너십
- iOS 및 Android 모바일 앱 

출시

-  지분 라운드 2,000,000 USD
- 게이머 코인 비공개 사전 판

- 토큰 로열티 프로그램 런칭 매- 42 만명의 등록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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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계획

2020 년 4 분기 2021 년 1분기
- 거래소에 게이머 코인 리

스팅 진출
- 커뮤니티 및 게임 마이닝 

프로그램

- 게이머 코인 생태계 (생태계 
기금)의 추가 확장

- 러시아 시장으로 현지 사업 
확장

2020 년 3 분기 2020 년 4 분기
2021 년 1분기

- 게이머 코인 공개 사전 판매
- MacOS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베타 버전

-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현지 사업 
확장

- GamerHash 스토어 전용 API
1,500,000 명의 게이머해시 사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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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

파트릭 푸시 아르투르  프스츄고브스키 마이크 그즙코브스키 레프 칼리노브스키

창립차 & CEO CMO CSO CTO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게임, 
제휴 및 VR 프로젝트의 연쇄 창
립자. 2013년도에 첫 채굴 장비
를 만든 후부터 가상화폐를 다
루고 있습니다.  

Artur 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
로벌 기업에서 디지털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15년 이상의 광
범위하고 국제적인 기업 배경을 
지니고 있고 글로벌한 온라인 
활동 계획 및 실행에 관해 폭넓
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폴란드 블록체인 협회 
및 폴란드 블록체인 회의소의 
설립자, 크립토밸리 협회와 런던 
블럭체인 재단의 멤버입니다. 또
한, 옥스포드 블록체인 전략 프
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설립자, 괴짜, 사업가, 책 저자, 
연설가, 그리고 CoinPaprika.
com의 CEO.  폴란드의 가장 큰 
데이터 센터 Beyond.pl 의 설
립자이자 하이테크 벤처 Coin-
Paprika.com, GreyWizard 및 
GoldenSubmarine의 공동 설립
자 및 투자가. 옥스포드 블록체
인 전략 프로그램 수료 (2018
년). 2005-2006년에는 옥스퍼드 
대 Jesus College에서 박사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2014년부
터 블록체인과 화폐통화 공간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리과학박사, 양자 응축 물질
에 대한 연구를 위한 국립과학
관 (NCN) 보조금 수령자 (2015- 
2018). 2018년 Nvidia GPU 학
사 과정의 보조금 수령자. 르망
의 Du Maine 대학에서 연구 경
험을 얻고 기계 학습과  블록체
인 개발자로 일했습니다. 다양한 
블록체인 어플 코딩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습
니다.

/patryk-pusch

/arturpszczolkowski
/mgrzybkowski

/lech-kalino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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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

아드리안 피에착 라덱 로샥 야누시 졜린스키 레셱 마예브스키 카타르지나 트레바츠

CBDO 설립자 PR 디렉터 BDM 사업 개발 
폴란드 기업 및 B2B의 국제 기
업의 IT 솔루션 및 컨설팅 분야
에서 10 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숙련 된 영업 관리자. 고객과의 
좋은 관계를 기반으로 기존의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새로운 시
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능력
자. 많은 부서과 관련된 프로젝
트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2016
년 부터는 암호 화폐에 투자하
고있습니다     

LA에 위치한 몇 개의 사업장의 
연쇄 창업자. 캘리포니아 남부 
Vanguard 대학교에서 과학 & 
경영학 학위수료. 블록체인 마니
아, 2013년 부터 주식 & 가상화
폐 투자가.

2012년 이후로 비트코인에 관
심.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에 
고문 및 사업 개발자이며 화폐 
관련 뉴스 및 잡지의 기자 및 
편집자, 암호 화폐 커뮤니티 밋
업 창시자 그리고 Neural-Net-
working 공동 설립자.

국제적인 금융 리스크 매니저. 
항상 최선두에 있는 기업가 정
신으로 기술 변화와 사업 기회
를 눈여겨 본다. 성공에 필요한 
통치와 위험 관리를 조직적 비
전 따라 사업 및 경제적 전략과 
통합한다.

처음부터 금융시장과 관련 경
험이 있는 기업가로 기술 분야
에서 활동적인 투자가입니다. 
2016 년 부터 블록체인 및 암호
화폐에도 투자하고있습니다.             

/adrianpietrzak

/radekrosiak

/zielinski-janusz /leszekmajewski

/katarzyna-treba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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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지원하는 사람들

인드라닐 센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의 프로젝트에
서 20 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선임 혁
신 리더로서 디지털 혁신, 합병 후 통합 
및 비즈니스 개발을 포함한 주요 혁신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다. 

linkedin.com/in/indranilsen

델리아 사바우
세계 최고의 금융 서비스 회사와 스타
트 업 환경에서 20 년 이상의 경험. 고
차원적 산업 전문 지식, 양적 투자 조사 
및 최첨단 기술 경험을 통해 최고 수준
의 성과를 제공하고 글로벌 투자를 엄
청난 성장으로 이끌고 있다.

linkedin.com/in/delia-sabau

필립 “네오” 쿱스키
카운터스트라이크의 전설, 역사상 최고
의 선수 중 한 명이자 여러 토너먼트에
서 우승을 차지한 “Golden Five”의 멤
버. HLTV.org 커뮤니티에서 선정된 “세
기의 선수”.

facebook.com/filipneokubski/

알렉스 스체스니에브스키
수년간 블록 체인 스페이스 관련 투자자, 
컨설턴트 및 고문으로 일해왔으며 현재
는 암호 화폐 거래소 CoinDeal의 COO를 
맡고있다. 또한 Sidechain 팟캐스트의 제
작자이자 진행자이다.

linkedin.com/in/alexstrzesniewski

19

https://linkedin.com/in/indranilsen
https://linkedin.com/in/delia-sabau
https://www.facebook.com/filipneokubski/
https://linkedin.com/in/klasotaheller
http://linkedin.com/in/alexstrzesniewski


우리를 지원하는 사람들

크리스 다시케비치
엔지니어링 및 금융 분야의 바탕을 가
지고 있으며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파
괴에 초점을 맞춘 연쇄 창업가.  M&A
에서 수년간의 관리 경험, Siemens AG
에서 기업 벤처 및  투자 담당.

linkedin.com/in/christoph-daszkiewicz

카타리나 라소타 헬러 박사
FinTech, 블록 체인 및 암호 화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유명한 국제 변호사. 스
위스에서 수년에 걸쳐 여러 암호화 프
로젝트에 컨설팅을 제공한 경험이 있고. 
Crypto Valley / Zug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linkedin.com/in/klasotaheller

고든 브레켄브리지
글로벌 규모의 프로젝트로 입증된 리더, 
소통자, 협력자. 프로그램 / 프로젝트 관
리, 비즈니스 관계 관리, 주요 시스템 시
행 및 고객 만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
추고 있다.

linkedin.com/in/gordonbreckenridge

야시르 카얌
수년간 다양한 프로젝트의 백서, ICO, 팀 
및 기술 제안을 검토했다. 프로젝트에 대
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linkedin.com/in/yasirqa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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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Axe 유한회사 - 주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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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파트릭 푸시35%

14%

10%

9%

9%

9%

14%

라덱 로샥

아르투르 프스츄고브스키

크즈스토프 야치프 (merce.com)

파베우 야체브스키 (merce.com)

파베우 셰브측 (merce.com)

라파우 솝쿠프, 마이크 그즙코브스키, 아드리안 피에착, 야누시 젤
린스키, 카타르지나 트레바츠, Neutrin Venture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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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 것

블록 체인 배경을 가
진 전략적 파트너 / 

투자자

암호 화폐 채굴 이외
의 방법으로 컴퓨팅 
파워를 수익화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 기

술 파트너

시장성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파트
너 및 제휴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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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 라운드 (2020 년 1 분기)에서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드 라운드 (2,000,000 USD)

75% 시드 라운드
(2,000,000 USD)
25% $1 m 12,5%

$0,5 m 6,25%

$0,5 m 6,25%

티켓의 12.5 %는 기술 
검증자 - AEternity Ven-

ture에 보류
잔금 가치 8,000,000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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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제공 요약

하드 캡

$2,800,000

소프트 캡

$1,150,000
Up to 20% bonus for incentive campaign

총 토큰 물량

880,000,000 GHX

토큰 판매

322,000,000 GHX
총 토큰 물량의 36.6 프로

게이머코인 (GHX)
ERC-20, 이더리엄 블락체인
1 GHX = $0,01

소프트 캡 $1,150,000.00$408,972.07 (35,56%)

GamerHash.io 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비공개 판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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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사용

마케팅 및 사업 개발
25%

보유 5.0 % 

운영 및 거래 20.0 %

제품 개발 45.0 %

법률 및 규제 5.0 %

25



토큰 배분

토큰 판매 기여자 36.6 %

팀 15.0% 

커뮤니티 및 게임 마이닝 5.0 %

마케팅 및 전략적 제휴 9.0 %

고문 4.0 %

유동성 보유 4.4 %

생태계 자금 12.0 %

재단 14.0 %

지출 잠금은 최대 5 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팀 잠금은 최대 2,5 년). 26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르투르 프스츄고브스키
최고 마케팅 경영자 & 공동 창업자

휴대전화 +48 505 199 533
이메일 주소 artur@gamerhash.com

/arturpszczolkowski

http://linkedin.com/in/arturpszczolkows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