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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금융산업의 “카카오페이”를 꿈꾸는 “알라딘AI거래봇”
인공지능 로봇 트레이딩 플랫폼

알라딘 하나면 원스톱 지능화거래를 완성-일할 때나 학습할 때나 심지어 잘 때나 거래를 대신해주는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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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거래 마진거래 정기투자 재테크

API를 통한 인공지능 기술만 제공

그 어떤 투자자금을 받지 않습니다!사회적 폐단 해결하는데 주력





API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사이의통신에사용되는언어나메시지형
식을말한다.

코인자금은
거래소

내지갑 안에

거래정보
전달, 거래
데이터 통계

정보읽기 & 거래 권한

API를 통한 가장 안전한 거래방식

대형 가상화폐거래소 만 이용

투자자 자금을 모금하지 않는 순수 SW시스템 판매

로봇이용료(수익금 -20%) 수취



신마틴 배팅방법(+첫주문금액)을 활용한
안전한 투자방식

메이저 코인투자만 강력추천
배팅금액 원칙을 지킬 수 있게 설치

하락장에서 보충구매로 수익확대

하락장에도 수익
상승장에도 당연 수익

7~10차 보창(보충매수)

설정을 따른 안정성책략

온건형책략



평형형책략
최저 매수점을 공략한 배팅전략
전체낙폭 기준을 한 매수시점 %수 설정

+10~20%/월 평균 투자수익창출에 목표

System 배팅원칙 고수 하에…



투자고수 따라하기
수익율 분석을 통한 투자고수 추천
배팅 설정 및 코인선택

커뮤니티 내 거래수익통계분석; 일정 기간 및 실시간 정보 통계를 통한 수익
순위, 그에 해당하는 배팅 따라하기(효율적인 배팅방식)



코인차트 펼쳐 보기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차트
제공

▪ 생활서비스
abc…

▪ 광고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 코인 생태계
조성, 원스톱
활용시스템

* 개발진행중…

* 개발진행중…



시스템 사용료 없음 | 순수익금의 20%~14% 수취 | 추천상금 및 사업파트너 수익배당 多

알라딘AI거래봇 하나면 가상화폐 거래 끝!
이보다 간편할 수 없다.

• 우세 및 특점：회원이용 빈번함으로 의전도 높음, 순환 지불로 수익성 높음, 
정규적인 거래소 ZBX(유럽최초의 합법화 가상화폐거래소)의 기술적 지원

ZB거래소 유럽버전(版) ZBX거래소의 기술적 지원



알라딘AI거래봇 운영조직구조

ALADDIN Global

KOREA JAPAN TAIWAN RUSSIA VIETNAM

CHINA-YANBIAN

Aladdin Global 

ZBX-Jimmy

CUI LG

투자사

운영팀

50%

30%

10%

10%

수익구조(회원수익금 20%+광고료) 배분
▪ Aladdin(중국)기술개발팀 15%
▪ Aladdin Global(aladdinbot.app) 10%
▪ 각 언어버전 자사 5% + 광고수익 100%
▪ 마케팅 시장배당 70% (상세내용 다음장)

알라딘AI거래봇 수수료
시스템 사용자 거래수익의 20% 주요수익

• 추가수익: 
시스템 메인 페이지 광고수익



알라딘AI거래봇 추천수당 및 사업파트너 포인트배당

SYSTEM공식추천수당

추천 1대 15%

추천 2대 10%

SYSTEM영업파트너포인트배당구조

▪ 직접 추천 활성화회원 5명 시 V1승급
▪ 직접 추천인 중 3명의 V1사업자 탄생 시 V2승급
▪ 직접 추천인 중 3명의 V2사업자 탄생 시 V3승급
▪ 직접 추천인 중 3명의 V3사업자 탄생 시 V4승급
▪ 직접 추천인 중 3명의 V4사업자 탄생 시 V5승급

- 영업파트너(V사업자) 기준 -

- 직급 차 수익배분 총 25% - 영업파트너 전체배당 총 20%

▪ V5 사업자 25%
▪ V4 사업자 20%
▪ V3 사업자 15%
▪ V2 사업자 10%
▪ V1 사업자 5%

▪ V5 사업자 6%
▪ V4 사업자 5%
▪ V3 사업자 4%
▪ V2 사업자 3%
▪ V1 사업자 2%

• 산하 전체 회원 수익에서 배당
• 아래 직급자와 % 차익으로 배분, V5

사업자 밑에 V4사업자가 존재하면
25-20=5%수익

• 전체 알라딘 글로벌 회원 수익에서
영업파트너 회원에만 해당돼 배당,  
V등급에 의한 평균계산에 의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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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크립토컨셉 창업카페

온라인 SNS카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