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rtVR 토큰 판매
VR(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계 곳곳의 라이브 콘서트를 즐기십시오!

CONCERTS
우리의 비전 - 혁신에 동참하십시오!

ConcertVR 토큰

VR L모두를
IV E 위한 라이브 콘서트!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콘서트 티켓 가격이 지난 몇 년간 급등했습니다. 20년 전보다 무려 세 배나 오른 현재의 티켓 가격은 많은 관객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라이브 콘서트 참여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콘서트는 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몇몇 특정 국가의 대도시에서만 개최됩니다. 여기서 제외된 국가나 시
골 지역의 팬은 콘서트에 가기 힘듭니다.

우리는 당사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생성합니다. 법정 통화뿐 아니라 다양한 암호 화폐로도 토
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토큰의 가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유기
적으로 성장한 상품과 상품에 만족한 사용자 커뮤니티가 폭넓게 뒷
받침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ConcertVR 토큰(종목 코드
CVT)은 토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청중을 모을 수 있다면, 음악 산업은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외 합리적 가격으로 최신 라이브 콘서트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세계 각국의 팬이 있습니다.

CVT issue price

increase in value

만일…
만일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실시간으로 손쉽게 즐길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라이브 콘서트 티켓을 무한정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콘서트 홀 내 원하는 위치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대 위 좋아하는 아티스트 바로 옆자리도 가능합니다.
어떤 콘서트를 관람 중인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ConcertVR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흥미진진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선보임으로써, 기존의 불만족스러운 콘서트 환경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토큰 판매
데모영상 보기

충분한 기능을 갖춘 프로토타입 준비 완료 ...
ConcertVR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까요?
주요 특징

•
•
•
•
•
•
•
•
•

실시간으로, 또는 원하는 시간에 가상 현실을 통해 콘서트 경험을 생생하게 즐기십시오.
구매가 완료되면 스마트 폰, VR 안경, 브라우저, 스마트 TV 등 모든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장 내 관람하고 싶은 위치의 카메라 각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카테고리를 검색함으로써,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공연을 찾아보십시오.
인앱 구매로 개별곡 또는 전체 콘서트 구입하기
쿠폰 코드를 입력하고 무료로 선택한 콘텐츠를 즐기십시오.
어떤 콘서트를 관람 중인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친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앱을 통해 친구들의 실시간 반응을 살펴보세요.
친구를 콘서트로 직접 초대하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3일 16시간 만에 매진!

사전 ICO

2월 15일 - 2월 22일

메인 ICO

4월 15일 - 6월

CVT 토큰 1개 판매 금액

0.00015 ETH

생성된 토큰

400,000,000

판매용 토큰

220,000,000

미 판매 토큰은 소각됩니다. / ICO 기부금 최저 한도는 없습니다.

판매 참여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통해서도 CVT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당사
는 페이팔이나 계좌 이체(sofortüberweisung)를 통한 기부도 받
고 있습니다.

토큰 배포
ICO 시스템
CVT 토큰은 다음 시스템을 사용하여 배포됩니다.

TIMELINE & 사업 추진 일정 및 주요 이정표
혁신으로 가는 길
저희가 일궈낸 성과를 확인해 보십시오...

55 %는 토큰 SALE 통해 판매 될
회사가 지불 한 10 % 보유 CVT
18 % 개발 및 유지 관리 플랫폼 + 팀 성장
고문에게 12 %의 보너스가 주어짐
5 % 협력하도록 예약

SEBASTIAN DEYLE / 설립자 겸 CEO

STEFAN SCHULZ/ 최고경영진 고문
WATCHEVER - 설립자 겸 CEO
비방디모바일엔터테인먼트(Vivendi Mobile
Entertainment) 수석 부사장
유니버설 뮤직 그룹 최고 디지털 책임자
2015년 IPTV Awards 수상

Goodstuﬀ-Media 설립자 겸 ConcertVR 발기인.
제작자 겸 CEO로서 10년 이상의 성공적인 업계 경험.
여러 TV 프로그램 주최를 통해 초기 경력 개발

ANDREAS KNUFFMANN/ 공동 설립자 겸 CCO

Jan Mewes /아티스트 확보

Adolph-Grimme-Awards 픽션 프로젝트 부문 4개 수상
독일 민영 방송 SAT TV에서 다양한 직무의 책임 프로듀
서로서 25년 이상 근무.프리랜서 디렉터 또는 콘텐츠 제
공자/컨설턴트

함부르크 소재 Mewes엔터테인먼트그룹 매니징 파트
너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가수와 연예인 매니저
20년 이상의 업계 경험

FRANK ZAHN/개발 책임 겸 CDO
개발부서 책임
Exozet의 설립자 겸 CEO
현재 베를린, 함부르크, 빈에 150명 이상의 직원을 거
느린 기업

JAN KUHNKE / 마케팅 및 영업
20년 이상의 온라인 마케팅 경험
Jan Carsten Kuhnke 전무 이사는 프로그램 광고, 데
이터 마이닝, SEO, SEA, 더블클릭 담당

RICHTER / BOLLMEYER /암호화 고문
암호화(Crypto) - 전문가
디지털 마케팅 및 영업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
암호화 관련 여러 투자자 커뮤니티 관리자

이 외concertVR.io의 노련한 다른 팀원들을 만나보십
시오.

CONCERTS
VR LIVE

저희와 혁신에 함께 하십시오

이 문서는 기밀이며, 원래 독자로 설정된 특정 개인과 단체만이 볼 수 있도록 의도되고, 열람 권한을 갖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일 오류로 인해 이 문서를 받으셨다면 저희 측에 즉시 알려주십시오. 귀하는 본 문서를 복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공개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ConcertVR.io에 나와 있는 면책 조항 전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ConcertVRTM *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의 소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