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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고지문

본 문서는 각 독자의 투자 목표, 재무 상황 및 특별한 요구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 가능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의 어떤 내용도 디센트레 또는 디센트레 직원이나, 암호화폐 
투자 관련자의 추천사항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독자는 본 문서를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결정의 단독 또는 주요 근거로 삼아서는 안되며, 암호화폐에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 
하기 전에 독립 투자 및 세무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
하거나 진술을 하도록 디센트레에 의해 승인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본 문서에 포함
되지 않은 정보나 진술은 디센트레에 의해서, 또는 대신해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내용도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 자산의 향후 성과에 대한 진술이 아니며  
신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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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이
바로 미래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디센트레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그룹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곧 신뢰로 보답 받을 것입니다.

www.decent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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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레는 암호화폐 마케팅 전략과 
프리세일, ICO 및 글로벌 PR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그룹입니다. 
디센트레는 스타트업, 투자자 및 파트너사와
시너지를 창출하여 한 발 앞서 나가 있습니다.
당신의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길을 디센트레가 열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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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레는 프리세일, ICO, 커뮤니티 관리 및 글로벌 PR까지 아우르는  

암호화폐 마케팅 전문 블록체인 비즈니스 개발 그룹입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과 기록은 당신의 프로젝트가 블록체인 시장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도울 것 입니다. 디센트레의 탄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간 시너지 창출까지 지원합니다.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쌓은 디센트레만의 역량으로, 당신의 성공과 함께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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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 Are

Mission

Core 
Competency

DeCentre Inc Profile Part 1   Global Blockchain Expert Group Who We Are

자본과 투자 시장을 블록체인 
비즈니스로 전환하고 
성장과 개발을 주도

고객사와 참여자들 대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및 ICO 지원

ICO 펀드 매니지먼트
전문적인 자문과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유망한 블록체인 기술 
회사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발전 수행

블록체인 자문
고객 및 투자자 모두의 
가치 실현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창출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성공적인 ICO를 만들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및 
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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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ervice

Global 
Marketing 
Division

New Asset
Strategy 
Division

Service 
Division

F&B
Division

DeCentre Inc Profile Part 1   Global Blockchain Expert Group Our Service

ICO 글로벌 마케팅

SNS, 커뮤니티 관리

글로벌 PR 

글로벌 미디어믹스 

밋업 & 컨퍼런스 개최

전반적인 크라우드펀딩

프라이빗 및 프리세일 펀드 관리

ICO 펀드 관리

코인프레소(CoinPresso)  
- 암호화폐 정보제공

RoundRobin 
- 암호화폐 정보 장소

C2C 암호화폐 거래

디센트레 매거진 
- 암호화폐 전문 잡지

디센트레 카페 운영

프랜차이즈 사업

디스플레이 광고

오프라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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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Domain

ICO
Fund Raising
Accelerating
Advisory
Marketing/PR
Community Managing
Developing/Designing

DeCentre 
Blockchain 

Cafe

CoinPressoDucato

Advisory
&

Markting

Round
Robin

DeCentre

Business DomainDeCentre Inc Profile Part 1   Global Blockchain Exper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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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 info Advertising

Meetup Magazine

Cultre
DeCentre

Blockchain
Cafe

Business 
Domain

Business DomainDeCentre Inc Profile Part 1   Global Blockchain Exper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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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Advisory   



Blockchain
Technology Advisory

Blockchain Technology AdvisoryDeCentre Inc Profile Part 2   Blockchain Advisory

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가가 귀사의 프로젝트에 전반적인 자문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고객사들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에 대응하는 자체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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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ing and 
Listing Token

Issuing and Listing TokenDeCentre Inc Profile Part 2   Blockchain Advisory

토큰 발행 및 상장

우리는 ICO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초기단계부터 방향성과 단계별 실행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초기부터 토큰 발행 구조의 설계 및 배분 계획을 지원하며, ICO의 

최종 단계인 참여자의 KYC 가이드까지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완료 후에도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 귀사의 토큰이 상장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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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ontract 
Writing

Smart Contract WritingDeCentre Inc Profile Part 2   Blockchain Advisory

우리는 기획부터 펀딩, 마케팅, 상장까지 ICO의 성공적인 레퍼런스로 귀사의 

Smart Contract나 토큰을 개발합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귀사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펀드 조성 및 유저 분배에 사용되는 토큰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계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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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Websites
and Applications

Build Websites and ApplicationsDeCentre Inc Profile Part 2   Blockchain Advisory

우리는 일반 사용자들이 방문하는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전문적으로 제작

합니다. 이로써 고객의 고유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에게 해당 토큰의 가치를 홍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다양한 SNS 플랫폼과 유기적 연결을 통해 컨텐츠 확산을 원하는 만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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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Process 
Management 

DeCentre Inc Profile Part 2   Blockchain Advisory ICO Process Management 

통상적으로 초기 셋업부터 ICO까지 약 5~6개월이 소요되며

ICO를 개시하기까지 최소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프로세스 관리

17



1

2

3

5

6

7

4

ICO Process 
Token 

Economics

Bounty
Program

ICO
Launch

Token
Distribution

Exchange 
Listing

Whitepaper
ICO website

Project 
Assessment

DeCentre Inc Profile Part 2   Blockchain Advisory ICO Proces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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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ing 
Platform

DeCentre Inc Profile Part 3   Global Marketing Platform Global Marketing Platform

블록체인 암호화폐에서 중요한 것은 브랜드 파급력의 지속적인 확장성입니다. 
현재 1만여 개 이상의 암호화폐들이 시장에 선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2%만이 
순항 중입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브랜드마케팅과 글로벌네트워크 홍보가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강점과 포지셔닝, 목표 등을 분석하여, 브랜드를 구성하고 전략적인 마케팅 
효과를 해외시장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Marketing
Plan
마케팅 플랜  

Media 
Relations 
미디어 관계  

Customizing 
Brand
Marketing
맞춤 브랜드 마케팅  

글로벌 ICO 시장에서 투자자와 참여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컨텐츠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근 2년간의 성과와 리뷰를 통해  
ICO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고객 컨텐츠 개발력을 보유해왔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귀사의 컨텐츠를 기획에서 제작, 번역, 프로모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Content 
Creation
컨텐츠 창조  

암호화폐의 무궁무진한 미래 가치 향상으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과 계획이 필수입니다. 약 20년의 IT 마케팅 경험을 가진 전문가 및 블록체인 
마케팅에서 한발 앞선 경력자들은 귀사의 프로젝트와 마케팅이 시장에서 
주목받도록 지원할 것 입니다. 
블록체인 마케팅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가지 리스크와 시행착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므로 정확한 
계획, 민첩한 리스크 대비를 자신합니다.

프로젝트의 빠른 안착을 위해, 글로벌 미디어 PR 및 암호화폐 매체를 타겟으로 
한 채널을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사와 대비하여 디센트레의 
독보적인 강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직접 경험하고 접촉한 우수 
매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빠르고 효과적인 미디어믹스 및 PR, 지역별 미디어 
노출 및 관리까지 가능하므로 보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마케팅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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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ing 
Platform

국내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커뮤니티 관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돕는 기업형 조직이 많습니다. 참여자 및 참여의향자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회사의 미래는 불안정해집니다. 
디센트레는 자체 운영인력을 보유하고 커뮤니티 내 선호 채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리포트를 제공하는 등의 고객 로열티를 높이는 노하우를 
적극 실행하고 있습니다.

Reputation 
Management
평판 매니지먼트  

Advisor 
Recommen-
dation
어드바이저 추천  

Community 
Management
커뮤니티 매니지먼트  

우리는 마케팅 뿐만 아니라 글로벌 블록체인 밋업을 통해 고객의 가치를 
업계와 대중에게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주요 컨퍼런스와 지역별 이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향력 
있는 어드바이저 또는 연사를 섭외하고 귀사의 목표와 비전을 컨퍼런스 
참여자들에게 공유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다양한 주제로 밋업을 개최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합니다.

Create & 
join a Meetup 
밋업 기획 & 참여   

블록체인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것은, 핵심 기술과 함께 해당 네트워크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디센트레는 귀사의 프로젝트를 자체 시스템과 인력으로 
블록체인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여드립니다. 전문적인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면 성공까지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 비용 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자 그룹, 참여자 및 커뮤니티, 블록체인 업계 및 글로벌 네트워크는 바로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프로젝트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디센트레는 다수의 글로벌 어드바이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외에도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므로, 블록체인 업계의 
저명한 어드바이저 그룹이 합류하는 것은 성공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블록체인 전문 어드바이저 뿐만 아니라 기술, 서비스 전략, 마케팅, 투자, 법무, 
세무 등의 다양한 분야의 어드바이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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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Fund 
Management

DeCentre Inc Profile Part 3   Global Marketing Platform ICO Fund Management

 • 글로벌 시장거래 및 리스크 관리 경험이 풍부한 투자운용 전문가 보유

 • 우량 암호화폐를 발굴 및 선점하기 위한 실시간 시장 탐색

 • 핵심기술 및 가치 리뷰를 통해 검증된 ICO 프로젝트 투자

 • 전략적으로 최적화된 각 단계별 펀드 조성

 • 명확한 포트폴리오 지침에 따른 자산 관리

ICO 펀드 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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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ed  Stage

2

Private Sale

3

Public PreSale

4

Crowd Sale 

5

Listing 

DeCentre Inc Profile Part 3   Global Marketing Platform ICO Fu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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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e
Blockchain Cafe

DeCentre Blockchain CafeDeCentre Inc Profile Part 3   Global Marketing Platform

탈중앙집권화, 블록체인의 분산형을 의미.

프랑스어 décentré[데상트레]를 표현 분산(decentral)의 의미와 중심(centre)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철학인 탈중앙집권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새로운 리더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카페(커뮤니티 공간)이다.

디센트레 – 블록체인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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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Presso

CoinPressoDeCentre Inc Profile Part 3   Global Marketing Platform

암호화폐 뉴스 제공

 • 주요 코인의 실시간 시세정보

 • 주요 거래소 거래순위 정보

 • 주요 암호화폐 뉴스 콘텐츠

 • ICO 참여 방법 및 관련 자료 제공

 • 디센트레 카페 내 다양한 소식 공유

코인프레소

25



Round Robin 

Round Robin DeCentre Inc Profile Part 3   Global Marketing Platform

C2C 암호화폐 교환 서비스

 • 미상장 코인 및 토큰의 개인 간 안전한 거래를 위한 기능

 • 거래소 이용 제약과 관계없는 자유로운 거래 환경 조성

 • 한화(KRW) 및 암호화폐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전거래 제공

 • 디센트레 카페와 연계한 오프라인 거래소 서비스 확장 

라운드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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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ato

Investment Strategy and Objectives 

�•�Actively�managed�exposure�to�Cryptocurrencies�

•� Investment�in�carefully�selected�Initial�Coin�Offerings�(ICOs), 
 both pre- and post-launch 

•�Positions�managed�according�to�clear�portfolio�guidelines�

•�A�portfolio�management�team�with�deep�experience�in�global 
 markets trading and risk management

DucatoDeCentre Inc Profile Part 3   Global Marketing Platform

파트너쉽

듀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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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one 137c

pantone 322c

Our PartnersDeCentre Inc Profile

Our Partners
파트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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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Service Crypto AgencyDeCentre Inc Profile

풀서비스 암호화폐 에이전시 - 디센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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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www.decentre.net 

support@decentre.net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02 10층



www.decentr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