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월 동안
격월로

가상자산 암호화폐 무료 지급

일생 일대의
출시에 맞추어
월

년 월

일에
보유자는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기회

일

팀은

블록체인의 스냅 샷을 진행합니다

에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의

토큰을 보상하는

토큰을
에 스테이킹하기로 결정할 경우 개월 동안 격월로
구성 요소를 출시함에 따라 새로운 토큰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가 생태계에 새로운

등등 정말 간단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까운 시일내에
는 생태계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소 개의 새로운 토큰을 출시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계획된 출시 날짜가 포함 된 전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소지자는 월
일에 곳
중에 한곳에
을 보유하고 있어야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월

일에 아래와 같이 다른 곳에
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지갑
지갑
거래소 또는 자신의 지갑
공식

팀은 월
예정입니다

다른 체인의 연결되어 있는 비공식

토큰

일에 블록체인의 스냅 샷을 진행할

블록체인 스냅샷 이후
을 참여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 예정입니다 참여자들은 해당 포털에
텔래그램 핸들 아이디 보유하고 있는
수량
및
토큰을 받으실
지갑 주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요 참여자분들의 실명 또는
이메일 주소는 필요 하지 않으며 혹여 토큰

클레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재해주신
텔래그램 아이디로 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회성으로
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연락 외에는 참여자분들의 정보를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에
토큰은 클레임을 요청한
참여자분들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토큰 라운드에도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토큰을
에 스테이킹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는요
는 현재
라는 탈중앙화 거래소에 상장
되어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해당 거래소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토큰들이 출시 될 예정이며 어떤 역할인가요

월

월

일

향후 다양한 토큰 지급을 받기 위해 필요하며
분산화 된 조직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생태계의 유틸리티
및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수수료 거래 및 무료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월
월
소프트페그 알고리즘을 통해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이며 주기적으로 로 리베이스 됩니다
사용자의 지갑 내 잔액을 필요에 따라 위아래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값을 고정해야 하는
스마트 계약에 적합합니다

월

월
생태계 내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체인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
폼입니다

에
대해 궁금하다면

자신이 온라인에서 만들고 공유하는 콘텐츠들을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토큰입니다 이를 통해 빅
테크 기업들의 중앙 집중 식 시스템 및 그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을 배척할 수 있으며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고 다른 사람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를 사용하면 블록체인을 통해
모든 법정화폐를 저렴하게 즉각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송금 수수료가 붙으며 더
이상 비싸게 송금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당사는 미래의 전망 수입 보증 약속 제안 예측 진술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과 관련하여 돈이나 토큰을 무조건적으로
배포해야 된다는 의무에 대해서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제 자의 의한 투영 약속 또는 표현 또한 승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
시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는
사전 채굴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는 현재
알려진 익명의 개별 자원 봉사자들이 이끄는
커뮤니티입니다 누구든지
에서 무료 프로필을 생성하여
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적으로
보이는 지갑 주소가 없기 때문에 프로필 생성을 해야 지만 추후 자원 봉사에 대해서도 커뮤니티로부터 보상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는
에서 설정한 지침에 따라 시큐리티 증권 가 아닌 규제 호환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것은 시큐리티 증권 판매 제안이 아니며
토큰에 참여하려면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합니다 토큰 보유자는 자신의 존재와 참여를 통해 생태계의 지속적인 진화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관리자도 참여자분들의 프라이빗 키 또는
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또한 참여자분들의 피드를 소중하게 받아들여 진행할 것입니다
는 개인 정보 보호와 참여자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존중합니다
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채굴을 통해 획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으로 지불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는
및
를 사용하여 최신 기술 표준으로 업데이트 된 원래
디자인에 따른 진정한
이며
전자 현금 시스템입니다
에서 채용 중입니다
가십 프로토콜
등등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을 방문하세요 매일 제공되는 바운티 보상 으로 더 영구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는 몇 년 후가
아니라 오늘날 가치를 추가하여 사람들의 삶에 즉각적인 가치를 더하는 높은 보증의 무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