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읽고 보상을 받으세요!

MULTRA ICO 에 참여하세요!

MulTra 토큰: 수백만 명을 위한 가상 화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뉴스를 읽고 있습니다. MulTra 뉴스 앱은 뉴스를 읽으면 보상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즐겨 찾는 제공업체도 일정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뉴스 업계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Spotify, Netflix 등 음악 및 영화 배급사는 구독 기반의
매출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지만, 뉴스 제공업체들은 이러한 성공을 아직 답습하지
못했습니다. MulTra 토큰은 뉴스 콘텐츠의 상품화를 보장합니다. MulTra 뉴스 앱은
블록체인 기반의 뉴스 제공 웹 사이트이며, AI 를 이용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토대로 한
뉴스를 하나의 맞춤형 플랫폼에 통합했습니다. MulTra 토큰은 단순히 뉴스를 읽기만 해도
수백만 명이 가상 세계로 유입되는 최초의 가상 화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손쉽게 채택될 수 있습니다.
MulTra 뉴스 앱: 블록체인 기반의 생태계

토큰 판매 및 토큰 분배

블록체인은 MulTra 생태계에서 불역성을 제공합니다.

ICO 종료 날짜:

유틸리티 토큰인 MulTra 토큰(MTT)은 제한된 공급량,

토큰 이름 / 심볼:

증가하는 수요, 대중적인 채택, 분산된 유통, 거래

토큰 판매 공급량:

제한(lockup)에서 그 가치가 발생합니다. 생태계 보상: 독자,

MulTra ICO 하드캡:

공급업체, ICO 투자자

사용 가능 화폐:
환율:

2018 년 7 월 9 일
MulTra 토큰 / MTT
400,000,000 MTT
24,000,000 EUR
ETH, BTC, USD, EUR
1 MTT = 0,06 EUR

MulTra 토큰 사용자의 참여는 간단합니다.




1,000,000,000 MTT

누구든지 원하는 소스에서 즐겨 찾는 뉴스를

총 생성된 토큰:

읽어서 MulTra 토큰(MTT)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ICO 의 토큰 판매 공급량:

400,000,000 MTT

MulTra 뉴스 앱은 모든 사용자를 위해 ERC20

앱에서 획득할 수 있는 토큰:

400,000,000 MTT

호환 지갑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많은 경우에서,

자문위원, 보상, 거래 제한:

200,000,000 MTT

이 통합 지갑은 일반 대중들이 소유하게 될 최초의
디지털 지갑이 될 것입니다.

프로토콜 / 소수 자릿수:

ERC20 / 18

MulTra GmbH: 개발자 및 MTT 발행자

MulTra 토큰의 사용은 간단합니다.




수동적으로 획득한 MTT 를 프리미엄 뉴스 구독을

MulTra ICO 를 준비하는 회사는 2014 년 독일

통해 유료 콘텐츠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설립되었습니다. MulTra GmbH 의

거래소에서 MTT 를 명목 화폐(USD, EUR 등) 또는

디지털 콘텐츠 상품은 유럽 연합 집행 기관으로부터

가상 화폐(BTC, ETH 등)로 교환합니다. 통합 교환

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습니다. 고객으로는 Samsung,

API 는 거래를 할 때 MTT 를 앱 내에서 모든 화폐로

Deutsche Bank, Johnson & Johnson, BMW, Huawei,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Lenovo, GlaxoSmithKline 등이 있습니다. 2015 년에
MulTra GmbH 설립자들은 당시 프랑수아 올랑드

뉴스 공급업체의 참여는 간단합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파리에 있는 엘리제 궁을

MulTra 뉴스 앱은 이미 기존 공급업체의 RSS

방문하고 Conférence Numérique 에 참석했습니다.

피드를

2018 년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한 후, Onik

사용하여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Mia(MulTra GmbH 의 설립자 겸 CEO)는 이더리움 기업

공급업체의 기존 제휴 링크와 API 는 프리미엄

연합의 미디어 실무 그룹 부의장이 됩니다.

구독 결제를 통합하는 데 사용됩니다.


독자가 MTT 를 사용하여 프리미엄 구독을 구입할
때마다 MulTra 는 이 MTT 를 시장가로 매입하고
명목 화폐로 공급업체에 지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급업체는 복잡한 가상 화폐 세계를
직접 빠져나올 필요 없이 MulTra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이메일: contact@multra.io
Telegram 에서 팔로우하세요!
웹 사이트: https://www.multra.io

MulTra 뉴스 앱은 공급업체의 프리미엄 구독 수수료, 데이터 분석, 네이티브 광고, 후원 게시글, 매출 공유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