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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발론과 미래의 길

누가 아발론 생명인가?
Avalon Life SA 디지털 통화의 "생산"에 전념하는 회사입니다. 에서
현재 아발론 라이프는 코스타리카에서 자체 광산 시설 4 곳과
스위스. 다양한 시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Avalon Life는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개월 내에 전세계 광업 지역에 Avalon Life를 사용하면 광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itcoin, DASH, Ethereum, Litecoin 등과 같은 잘 알려진 디지털 통화. Sustainability
아발론 생명 (Avalon Life)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광업 시설은
점차적으로 대체 에너지 원에 의해 생성 된 전기에 의해 구동됩니다. 와 더불어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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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광 프로젝트 "Avalon Sun 1", 최초의 메가 와트 플랜트.
"마이닝"디지털 통화의 목적은 코스타리카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아발론 라이프의 사업
모델은 라이선스 파트너가 곧 출시 될 디지털 붐 시장에 참여할 수있게 해줍니다.
한 줄의 "코드"를 쓰거나 하드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통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수의 교육 과정에 참석 한 라이센스 파트너는 Avalon
감소 된 가격의 생활 제품 (광업 포함).
사전 발사 단계가 시작된 지 이미 2 개월 만에 5 만 명이 넘었습니다.
라이센스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을 나타 냈습니다. 2006 년 10 월 1 일 공식 출범 한 이래로,
아발론 인생은 전세계 모든 매일 성장하고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Avalon Life 또는 디지털 통화 영역에서 자사 제품 중 하나를 피하는 방법.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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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 파트너의 가능성

사용료
1 년간 960 달러의 라이선스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한  일 라이센스  파트너  세미나 1 : 세미나 포함. 식사 및 서류.
• 5.000 KH / s의 광산 전력 X11 수명 (한 광산은 모두 수익성로
파티 등)
• 아발론 니트로 (광업 바로 연결)
• 비즈니스 문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광산 회사, 지원,
지불, 고객 관리 등
광업 패키지 평생 X11- 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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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가격
고객은 광산에서 추가로 10 %를 지불합니다. 니트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입해야합니다.
별도로, 크립시 더 (Cryptinsider)가 있습니다. 이 가격은 라이센스 파트너에게 지급됩니다.
CV 100 % :
니트로
크립시 센더

490 달러
89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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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발론 라이프 FAQs
일반적인 질문들
Avalon Life SA의 본사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Avalon Life SA의 본사는 코스타리카에 있습니다. 위치 : Avalon Life SA,
Calle Blancos del Colegio de Microbiólogos 50 metros al Oeste, San José (Goicoechea)
20801.
Avalon Life SA가 유럽이 아닌 코스타리카에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코스타리카는 지리적, 재정적 및 경제적 조건에 의해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구성 요소는 또한 우리 개념의 구현입니다.
생태학.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 100 % 전기를 생산
(지열 에너지 및 태양 에너지), 최상의 조건은 이미 있습니다.
아발론 생명은 언제 시작 되었습니까?
Avalon Life SA는 2016 년 5 월에 전체 회사 소지자로 등록되었습니다.
HR San Jose의 등록 번호 3-101-715204로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공식 판매 시작
2006 년 8 월 1 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아발론 생명은 "클라우드"채굴 회사입니까?
아발론 라이프는 코스타리카에서 4 곳의 광산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 1 곳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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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전 세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객 및 라이센스 파트너에게
물리적 광업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
Avalon Life는 언젠가 "자신의"동전을 생산합니까?
네, 단지 "코인"이 아니라 DAO 토큰입니다. 이것은 Avalon Life를 a로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Decentral Autonomous Organization"(짧은 : DAO). Avalon Life의 목표 중 하나는 "속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고객 및 라이센스 파트너에게 제공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발론 생명은 먼저 특정 차원을 달성하여, 분권화가
장기간. 과정은 이미 오늘 설정되었습니다.
Avalon Life SA는 코스타리카에서 확실히 방문 할 수 있습니까?
진지한 회사?
당연하지. 특별한 규칙뿐만 아니라 몇 가지 절차 (방문객의 책을 완성하는 것)
휴대 전화, 사진 카메라 등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광업 시설의 검사.
왜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지 않는가?
광산 공장 사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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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광산 공장이 당신이 볼 수있는 "공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기계.
물론 LOCATION 및 PICTURES를 사용하면
우리를 방문하고 손상 시키거나 전체 광산 시설을 훔치는 불공정 한 이유. 시장
디지털 통화는 사람들이 딱딱한 붕대로 싸우는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같이
우리는 고객과 라이센스 파트너를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설의 위치 또는 "정확한"사진을 게시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평판 좋은 광업은 없습니다.
회사는! 다른 포털에 게시되는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Google에서 수집 한 서버 룸은 그들이 대표한다고 제안해야합니다.
회사의 자신의 광산 시설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임대 할 수있는 서비스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광부 앞에서 자신의 기업의 배너와 "소유자"로 자신을 제시
설명 된대로 언제든지 저희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은 우리 포럼에서해야합니다.
디지털 통화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해 당사자가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지다?
예, 물론입니다. 우리의 특별한 관심은 모든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하고
이해할 수있는 "디지털 통화"주제에 대한 소개
Avalon은 고객 또는 라이센스 파트너로 어디에서 등록 할 수 있습니까?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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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lon Life는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고객으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파트너.
세미나는 어디에서 개최됩니까?
세미나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열립니다. 더 많은 정보는
백 오피스.
kH / s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적용된 회계가 정의되는 단위입니다. KH / s는 1 인당 킬로 하쉬를 의미합니다.
초 - 초당 천개의 해시 계산 - 계산 속도의 측정
cryptocurrencies를 채굴 할 때. 광업 프로세스의 진행 상황과
기술 (알고리즘) 사용, 다양한 속도 표시가 있습니다 (예 : MH / s (1 메가 와트
초당 1,000kH / s) 또는 TH / s (1 테라샤인 / 초 = 1,000MHZ / 초).
광업은 재정적 인 투자입니까?
아닙니다. 투자는 결정해야하는 국가에 의해 설립 된 단체에 달려 있습니다.
합법적 인 내용뿐만 아니라 배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광업은 다양한 형태의 인수
선택된 디지털 통화. 광업 결과는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필요한 알고리즘, 광부의 숫자 또는 전기 요금, 안정적인 예후
결과는 불가능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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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이슈 (고객)
왜 아발론 생명 채광을 주문해야합니까?
Avalon Life의 개념은 주제에 관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광업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시장에 나와있는 유사한 공급자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제안입니다.
아발론 생명
엄청나게
많아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언제나 당신에게 가깝습니다.
전세계 라이센싱 파트너
평생 - 광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Lifetime-Mining은 하드웨어를 제공하기 위해 구매 한 광산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광업 전력은 귀하와 아발론 생명의 실제 수익 (비용 절감)
수익성이있다.
제품 주문에 대한 인보이스를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네. 지불 직후.
세금은?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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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개별 세금 상황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무 컨설턴트의 자문
권장합니다.
디지털 통화를 유로화 / 미국 달러 또는 기타 통화로 변환 할 수 있습니까?
통화?
그래 넌 할수있어. 이를 위해 전세계에 교환 플랫폼이 있습니다. 스폰서가
기꺼이 도와주세요.
라이센스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고객에서 라이센스 파트너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구매 한 광산 실적을 높일 수 있습니까?
네, 언제든지.
내 의무는 무엇입니까?
매년 실행중인 제품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주문을 다시 받아야합니다 (
원하는) (예 : Avalon Life Nitro 또는 CryptInsider).
내 계좌를 통과 할 수 있습니까?
예, 액세스 데이터가 유언장이나 공증인 및 Avalon에 보관 된 경우
생명은 상응하는 법적으로 정해진 문서 (상속 증명서,
기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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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에 대해 어떻게 지불 할 수 있습니까?
예금은 디지털 통화로만 가능합니다 (현재 : BTC, DASH, ETH, LTC). 그만큼
변환은 현재 속도로 수행됩니다. 지불을 위해 보통 시간 프레임이 있습니다.
과정이 고정 된 10-15 분.
재정 문제 (라이센싱 파트너)
회원 가입 (게이트웨이)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Bitcoin이나 Dash 또는 기존 라이센스 파트너가 사용할 수있는 바우처로 지불 할 수 있습니다.
백 오피스에서 구입하십시오.
라이센싱 파트너십은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라이센싱 제휴는 무기한으로 체결됩니다. 해당 연회비는
매년 초에 진급하십시오. 불행히도 할부 지불은 불가능합니다.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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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제휴를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됩니까?
만료 후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고객은이 시점부터, 그리고 라이센스로 모든 재정적 인 수수료를 잃게됩니다.
파트너 및 귀하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상태가 포함됩니다. 구매 한 채광 서비스가
체하는. 이미 1 %의 요금 만이 모든 암호에 적용될 것입니다.
구매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채광.
멤버쉽없이 아발론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무료 회원 자격이 없으며 고객 또는 라이센스 파트너로만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할부금이 제공됩니까?
불행하게도.
직접 파트너가 이미 지불 한 경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이센스를 지불하면 백 오피스에 대한 액세스가 잠금 해제됩니다. 거기에
PreLaunch 단계에서 팀의 지원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찾으십시오. 새로운
라이센싱 파트너로서의 등록은
라이센스 비용.
법적 문제 (라이센싱 파트너)
Avalon에 등록하려면 몇 살이되어야합니까?
당신은 성숙해야하고 법적으로 실행 가능해야합니다.
Avalon Life에서 확인해야하며 데이터가 안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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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라이센스의 지침 및 보안 때문에 검증이 필요합니다.
파트너. 이 작업은 KYC-Light 버전으로 수행되며 첫 번째 작업 전에 완료해야합니다.
지불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증없이 지불금이 없습니다. 제출 된 KYC 문서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과 별도로 저장됩니다.
Avalon Life에는 몇 개의 계정을 등록 할 수 있습니까?
01.08.2016 이후로 자연인 당 하나의 계정 만 허용됩니다. 여러 계정에있는 경우
한 명을 위해 등록 된 첫 번째 계정 이후에 생성 된 모든 계정
계정이 삭제됩니다. 이미 발생한 모든 수수료는 몰수되며 전자는
계정 소유자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발론
(Avalon
Life)이 아무런
이것이 청구없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되면
고의로 생명
완료되면
주 계정은
삭제되고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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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lon Life 시스템으로부터 최소 12 개월 동안 차단되어야합니다.
같은 주소로 가족 구성원을 등록 할 수 있습니까?
네, 신청자가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귀사가 라이센싱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률가 및 협회는 라이센싱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발론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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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라이센싱 파트너 또는 고객을 등록하면 즉시
유능한 담당자 (후원사), 다른 회사 또는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고용 된 일.
이것은 Avalon Life의 전문가로서 필요한 모든 기술을 습득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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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 핵심
파트너
또는 인해
고객의
등록
순간. 요구하며,
아발론 생명 유지 또는 그 지원
설립자는
업무로
많은
시간을
그들은 주간 지불금 지급 날짜와 같은 기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수천 명의 LP 또는 고객을위한 내부 전자 메일 주소 이것은 비용을 밀어 줄 것입니다.
무한한 방향으로 나아가 회원들의 건강에 큰 타격을 줄 수있다.
직원. 따라서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폰서는 항상 그러한 답변에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누구도 자신의 후계자를 후원자에게 보내어 그 일을하도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라이센스 파트너가 미래의 DAO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valon Life의 기업가. 우리는 완벽한 중앙 조직의 몫을 사지 않습니다.
회사, 모든 프로세스가 마침내 수정되어 우리에게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다른 사람이 수행 한 작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휴식을 취하면 많은 수입이 발생합니다.
아무것도하지 않음으로써 돈. 우리는 높은 채광 수익을 얻고 있으며,
우리의 세계 경제 체제를 변화 시키겠다.
새로운 분산 된 조직의 후원자 중 한 명에게 DAX 주주의 사고 방식
패턴, 새로운 지식과 자기 책임의자가 진단 적 배분. 너는해야한다.
어떤 일도없이 소득 자체를 기다리는 라이센싱 파트너가 될뿐만 아니라,
당신은 자영업을했거나 자영업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설립자는 기존의 단일 회사를
필요한 안전을 포함하여 프로세스 및 기술적 전제 조건을위한 템플릿
조치. 모든 것이 여기에 다시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보다 오래 걸립니다.
문제 및 설립자는 우리의 지원에 의존하므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DAO가 될 때. 따라서 창립자 및 지도자의 열정을 공유하십시오.
맨 처음 시작하고, 객관적이고, 감정이 없으며, 건설적인
비판 (해결책 제공) - 생각하면 비판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거기에 가지 않았다면 이미 해결책이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발론 생명의 정신. 우리는 거기에 있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하고있는 변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 인 생각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디서나 - 자신을 표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개요서 Avalon Life를 읽음으로써 백 오피스에서 자신에게 알려주십시오.
프리젠 테이션 및 세미나뿐만 아니라 Avalon Life Facebook 그룹과 함께합니다.
LP 또는 고객이 Facebook 회원이 아닌 경우 스폰서로서
항상 모든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Facebook 회원이 아닌 경우, 귀하의
자기 책임. 이 경우 정기적으로 백 오피스 및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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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Avalon Life가 제공합니다. 어쨌든 Facebook 계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의 데이터로 (데이터 보호가 염려되는 경우) 우리 그룹
또한 브로셔 및 프레젠테이션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발론 생명에 동참하도록 격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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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전달할
사실 및 전자 메일 주소를 모두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귀하
경우 께
다운
라인 중요한
:
확인 프로세스 (KnowYourCustomer)
백 오피스에서 유효한 신분증을 업로드하고 문서 (유틸리티
계정 또는 계좌 내역서). 이
문서는 전체 페이지로 스캔해야하며 6 개월 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ID 문서에는 뒷면에 주소가 있으며 6 개월 이상이 아님). 같이
이 서류가 확인되면 곧 지불금 주소를 입금 할 수 있습니다.
(비트 동전 지갑)을 "Kommissionswallet"에 넣고 인출 신청을 한 후 지불합니다
곧.
판매 대금 지급일
CV- 지불금
비트 코인 지불금

월요일에는 CET 12 시간까지 요청
수요일에는 CET 12 시간 전까지 요청해야합니다.

내부 전자 메일 주소
지원하다
창립자 순서
승인되지 않은 웹 사이트,
Avalon Life 컨텐츠 복사

germansupport@avalon-life.com
foundersupport@avalon-life.com
compliance@avalon-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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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currencies를 관리하기위한 중요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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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 계정 생성
https://blockchain.info/de
https://www.bitstamp.net/
https://www.circle.com/de
https://www.coinbase.com/

추천 상품 - 순수 지갑 / 스마트 폰 앱
EU 은행 거래 및 EU 고객을위한 최고의 공급 업체
Bitcoin 구매, 손쉬운 취급 및 양도
Big Player는 미국 고객 /
은행 송금
https://xapo.com/
높은 보안 수준, 클라우드 보관소 제공
https://www.myetherwallet.com/ 에테르 지갑
https://www.dash.org/wallet/
대시 - 지갑 / 스마트 폰 - 앱
https://bitpay.com/
BTC 수용 소매 업체를위한 매우 우수한 플랫폼
디지털 통화 구매 및 판매
https://www.bitpanda.com/
http://www.bitcoinsuisse.ch
http://www.sbb.ch
https://coinmate.io/de/home
https://cubits.com/
https://btcdirect.eu/de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대형 교환기
Zug / Switzerland에 위치한 교환기 - 여러 운영
ATM
2016 년 11 월 이후 티켓 자동 판매기에서 BTC 판매
BTC 교환기
BTC 교환기, 취급하기 쉽고 BTC 소량 구매
확인없이
BTC- & ETH- 교환기

디지털 통화를위한 거래 플랫폼 (교환)
https://bittrex.com/
https://www.kraken.com/
https://poloniex.com/

디지털 환전 (언어 : 영어), 우리는
권하다
디지털 환전 (언어 : 영어)
디지털 환전 (언어 : 영어)

오프라인 월렛
https://bitcoinpaperwallet.com/ 오프라인 종이 지갑 만들기
https://www.ledgerwallet.com/ BTC & ETH (USB 스틱) 오프라인-지갑
http://bitcointrezor.com/
하드웨어에 의한 가장 비싼 다양한 BTC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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