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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우리는 2018 년 10 월 17 일 이후 캐나다의 소매업 대마 법 합법화에 일생 일대의 기회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소매점의 판매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문제가 완화 될

수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설명 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cryptocurrency가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는 동전이 420 ERRL Coin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RRL은 많은 대마초
사용자가 즐기는 대마초 형태 인 Dab에 대한 속담입니다.
420 ERRL Coin은 Cryptocurrency 시장에서 현재의 Cannabis 동전에 반하는 실제 사용 가능한
대마 (cannabis) 동전이며, 420 ERRL Coin의 사용 개시와 함께 다른 캐나다 소매점에서 수락을
모을 것입니다. 이 ICO에 귀하의 참여로 전세계 소매점뿐만 아니라 420 ERRL 코인은 전 세계
소매 마약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자산 기반의 대마 (Cannabis) 코인이 될 것이며 성장
잠재력에 기반한 2 차 거래에 대한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
우리는 캐나다의 소매 마약 거래소에서 익명 성 및 은행 인수 현금이 420 ERRL Coin을
사용하여 해결할 주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익명
많은 대마초 사용자는 캐나다에서 10 월 17 일 이후 합법적 인 경우에도 고용주 나 대중의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할 수있는 경우에도 매일 일하는 고용인과 대마초 사용에 종사합니다.
또한 익명 성 문제로 인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 미국은 합법적 인 대마 기업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투자자를 금지
시켰습니다.
- 미국 세관 공무원이 신용 카드 또는 은행을 통한 구매 기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국 세관
직원은 개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법률에 따라 연방 정부가 합법화 후 1 년 만인 2019 년 가을에
선거를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 년 동안 여러 차례 법 제정 과정에서 야당은 정부가 모든
대마초 투자자, 의료 대마초 사용자 명단을 작성하고 모든 레크리에이션 사용자 목록을
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캐나다 정부가 2019 년 가을에 야당 정부가 선출 될 경우
미래의 낙인이나 미래의 일자리 손실이나 미래의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익명 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마초 사용자는 익명 성을 요구할 것이지만, 캐나다의 캐나 비스 소매점을 다루는
법에서 엄격한 회계 절차가 요구 될 때 익명으로 처리 될 것입니다. ICO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면 420 ERRL 동전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현금 입금
420 ERRL Coin ICO에 참여함으로써 귀하의 도움으로 해결 될 두 번째 문제는 캐나다의 대다수
은행 및 신용 조합이 합법적 인 소매 마약 거래소에서 현금을 수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익명성에 우려를 표명 한 대다수의 고객은 법적 대마초를 구입할 때 현금을
사용합니다.
은행은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지 않은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지역의 은행에서 대마 제재 합법화를 허용하지 않는
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은 예금에 대한 현금 판매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420 ERRL COIN
해결책은 420 ERRL COIN입니다.
420 ERRL 동전은 익명 성 및 현금의 은행 인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투자 및 투자 유인 기회
420 ERRL 코인은 합법적 인 소매 마약 거래소 및 자산 기반 보유로 인해 투자 및 투기 기회가
엄청날 것입니다.
합법적 인 소매 마약 판매점의 매출은 분 단위로 매일 변환되어 상장 된 거래소의 420 ERRL
코인 제안 가격을 인용합니다.
420 ERRL Coin의 공매도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에서 420 ERRL 동전을 구매할 때 매일
수입이 합산되므로 제안 가격은 매일 높아야합니다. 30 년 이상의 경험두 회사원의 공개
마케팅 및 거래는 420 ERRL Coin의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20 ERRL COIN
(ERRL) ERRL 420 ERRL Coin을 발행합니다. 1 조 동전의 총 공급이 승인되며 ERC-20로
Ethereum 블록 체인에서 작동합니다. 할당 비율 (ERRL) 참여자 60.0 600 억 ICO 1.6 16 억
명의 창립자 0.2 2 억 소프트웨어 팀 38.2 382 억 420 ERRL 미래 변환 ICO 팀 ICO는 ERC20가 장착 된 Ethereum 블록 체인을 통해 ETH에서 수행됩니다. Ethereum 블록 체인에서

승인되면 ICO가 시작되며 ERRL은 300 억 ERRL이 판매되면 선착순으로 판매 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는 ICO에서 구매할 때 또는 5 일 이내에 즉시 ERRL을 받게됩니다. ICO
PHASE ICO PARTICIPANT FOUNDERS 1ETH 700,000 ERRL 및 0.35ETH BACK 700,000 ERRL
ICO는 6,000 억 ERRL, 1ETH는 700,000 ERRL, 투자자는 0.35ETH, ERD는 ETH 구입시 또는
ETH의 일부분마다 창립자에게 전달됩니다. 창업자 보너스는 향후 인수를위한 것입니다.
자금의 사용 ICO는 배당률을 배분한다. ICO % 상업용 소매점 구매 및 합법적 인 소매 용
대마초로의 전환, 합법적 인 소매 용 대마초 판매소 구매, 수수료 허용 60 정부 출처에서
법적 대마초를 처음 구입 25 비상 사태 및 보이지 않는 상황 용 15 ERRL APPRECIATION
ERRL 아래의 모델에 따라 현금으로 소매 마대 판매 수입을 ERRL로 일일 변환하여
거래소에서 구매하십시오. 파운더 보너스 ERRL과 보존 된 ERRL은 장래에 취득한 자산 및
기존 자산에서 매출을 하루에 전환하여 소매 마약 대마비 및 대마초 생산자를 계속
인수하여 ERRL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객이 법률 소매점에서 대마초로 전환
할 수있는 교환 (들)을 제공합니다. 현금화 된 저렴한 가격의 많은 ERRL은 소매 마약
거래소가 현금을 ERRL로 전환 할 때 가격 인상을 돕는 투자자를 끌어 들일 것입니다.
설립자로부터 ERRL로 교환 된 ERRL에 대한 ERRL ASSET BACKED ASSETS는 이탈리아에서
합법적 인 마리화나 및 합법적 인 대마 재배를 위해 1,070 만 평방 피트의 토지로
구성됩니다. 420 ERRL 코인은 이탈리아에서 합법적 인 마리화나 및 합법적 인 대마를
경작하고 생산하도록 허용 할 것입니다. 또한 처리 시설에 사용될 물품을 포함하여 420
ERRL 동전이 승인을 받고 법적 대마초 및 법적 대마의 재배 과정을 허가하고 허가 할
것을 신청할 것입니다. - 420 ERRL 코인 소매 대마 비스 매장, 예,
vancouverretailcannabis.com, torontoretailcannabis.com, montrealretailcannabis.com에 지역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해 캐나다의 도시 특정 도메인 여러 도메인. 모든 대마초 관리소의
밴쿠버에서 2015 년에 집계 된 통계에서 하루에 240 파운드의 대마초가 팔렸습니다. 이
법에 따라 하루에 3,600 명 미만인 2015 년 통계에서 1 인당 하루에 27 그램을
허용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 시민의 35 % 이상이 대마초를 정기적으로
사용합니다. 2018 년 여름 딜로이트 (Deloitte)의 조사에 따르면 소매점에서 대마초 1 그램
당 평균 $ 8 + 캐나다의 가격을 전제로하고 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는 대도시의
캐나다에서 하루에 3600 명의 고객을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커피 프랜차이즈 및
법률 소매 마약 판매점과의 비교가 이루어졌습니다. 1 일당 240 파운드 = 1 일당 108,800

그램 @ 그램 당 8 달러 = 1 일당 870,000 달러 + 일일 3,600 달러보다 적은 10 %의 고객을
사용하는 소매 판매 금액은 하루에도 87,000 달러가 넘습니다. 일일 매출은 처음에
고객의 현금에서 ERRL로 전환되어 확인 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루 평균 매출액 $ 87,000
+의 평균 일일 판매 금액은 제안 가격으로 견적 교환 된 금액에서 ERRL을 구입함으로써
모두 ERRL로 변환됩니다. 복합 일일 매출은 각 소매점의 고객 현금을 ERRL로 환산 할 때
ERRL 교환 시마다 거래소 가격의 시세가 인상됩니다. ERRL 감사를 강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다수의 대마 대행 판매점을 인수하거나 설립하여 예상 현금 수입의 배수를 ERRL로
변환합니다. ERRL은 일일 수입 현금으로 교환에서 구매했습니다. ERRL 사용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리사이클링 대마초 판매소에서 요구할 것이며 합법적 대마비 커뮤니티에서
ERRL을 수락하면 합법적 인 대마초 생산자가 사용할 수있는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예 :
잠재적 인 상향 조정 소매 콘센트 당 ERRL로 하루에 $ 87,000 + 현금으로 변환하고, 매일
50 개의 소매점을 변환하면 총 수입 4,350,000 달러, 30 일 동안 총 일일 매출액은 ERRL로
변환 된 130,500,000 달러가되며 ERRL은 구입하지 않습니다. 교환 (들). 낮은 판매 규모의
50 개 소매점에서만 30 일을 기준으로 계산 한 총 ERRL ICO는 환매에서 환매됩니다. 50 개
매장에서 ERRL로 일일 매출 30 일 50 개 매장에서 ERRL로 전환 된 90 일 누적 매출 50 개
매장에서 ERRL로 전환 된 누적 매출 120 일 120 개 매장에서 ERRL로 전환 된 누적 매출
360 일 50 개 매장에서 ERRL로 전환 된 누적 매출 4,350,000 $ 130,500,000 $ 391,500,000 $
522,000,000 $ 1,566,000,000,000 ERRL 비즈니스 모델 ERRL의 비즈니스 모델은 익명 성을
이유로 고객이 현금으로 도착하거나 신용 카드 또는 직불 카드를 받고 ERRL로 변환 된
현금 거래를 위해 매장 키오스크로 고객을 안내 한 후 ERRL은 고객의 대마초 선택으로
변환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수령 한 현금이 ERRL 로의 전환 이었음을 보여 주며
은행이 승인합니다. ERNA는 대마초의 합법화에 참여하고자하는 투자자를 유치 할
것이며 다른 CANNABIS COINS ERRL은 대마초 동전이 될 수 있습니다. ERRL은 캐나다의
소매 용 대마초 사업을 장악하고 전세계에서 경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RRL은
전세계 대마비 거래에서 선택되는 통화가 될 것입니다. TEAM John Specogna, 35 년
이상의 마케팅 경험 보유 증권 거래소에 상장 된 광물 탐사 회사 최근 4 년 동안 신흥
대법원 인 대마초 부문에 종사했습니다. 2016 년 11 월 14 일
www.topmarijuanaindustrystocks.com 웹 사이트 www.Topmarijuanaindustrystocks.com에
게시 됨. Legal Canadian Cannabis 상장 회사는 당시에 T-WEED 및 T-ACB를 모두 조사한 후

T의 7CDN에서 19CDN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었습니다. -WEED, 디지털 시대의 종이
마케팅 전문가와 현재 규제되고 있지만 규제되지 않은 동전 / 증권 거래소에 적용될
수있는 주식 시장 기술을 적용 할 수있는 주식 시장 전문가에게 도달하지 못한 수백만
명의 대마초 굶주린 투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토큰 시장. MAINAK BANERJEE, truffle,
embark, populous (python 기반)와 같은 다른 프레임 워크를 사용하여 완벽한 스택 블록
체인 개발자 및 코드 스마트 계약. 똑똑한 계약에 기반한 DAAPS를 만든 몇 가지 주문
etherium ERC20 호환 토큰을 만들었습니다. Python을 사용하여 블록 체인을 만드는 경험.
이미지 추가 / 캡처 (IPFS에 저장된 이미지에 대한 참조를 저장하므로 해당 결과의 해시를
ETH 블록 체인에 저장할 수 있음)를 다루는 전문 기술 coinpayments.net, blocktrail,
blockcypher, blockchain.info와 같은 블록 체인 API를 웹 및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여 작업하고 통합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CSV 파일에서 자동 토큰 배포 프로세스
(Airdrop)를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etherium, testrpc 또는 ropsten testnet에서 현명한
계약을 테스트하여 bugfree 계약 소스 코드를 확인하십시오. Luca Di Ben, 이탈리아,
카메룬, 알바니아, 소매 경영, 광업 및 임업 회사 관리, 공공 사업 관리 임원, 환경부,
알바니아 대표로 구성된 30 년 이상의 개인 기업. John Peck, 30 년 이상 상장 기업 마케팅,
도메인 이름 마케팅. 2012 년 이후, 대마 (cannabis) 공공 거래 회사 고객은 거대한 시세 및
거래량 거래자였습니다. 브라이언 홈즈 (Brian Holmes) 35 년 이상의 소매업 경험, 대마초
옹호자, 레크리에이션 대마초 옹호자. 고든 스털링 (Gordon Sterling), 캐나다 사업가 소매
판매 및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 지난 10 년 간, 안드로이드 및 IOS 앱 마케터, 다양한
모바일 앱 기술 산업계, 밀레니엄 시장 타겟팅 전문가, 대중 연설 및 밴쿠버 라이브
이벤트 아나운서 지역. Marino Specogna, Justin Trudeau가 캐나다 총리 대행을 기약 한
이후 Laurier Club 회원으로 30 년 이상의 상장 회사 마케팅, 15 년 이상의 웹 서재 체험,
BC 주 NDP 정당에 기부 한 캐나다의 자유당 기부자. 2008 년 이래로 공공 회사 고객은
캐나다 최대의 광물 발견에 관여했으며 연간 볼륨 당 월별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문단 Ehab Nazmy 모하메드 모스 타파 B.Sc.와 환경 보호 분야에서 25 년의 경험. 과학
화학 및 생물학 MP 미국 연구 과정 수료 과정 : HACCP 및 ISO 22000 : 2005 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스템 세미나 미국 육군 규정.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연구 논문
Utsav Prodziazkov, 전문 동전 / 토큰 마케팅 담당자, 기사 작성자, 복잡한 형식의 문제를

간단한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천년기를 동전 / 토큰으로 끌어들입니다. TECH TEAM :
다양한 프로그래머. 마케팅 팀 : 소매 마케팅 팀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