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스마트 트립 플랫폼
사전

라운드

April-May, 2018

비즈니스를 통합시켜 주는 분권화 된 시스템으로서 컴퓨터, iOS, 안드로이드에서의 사용이

사전

라운드

May-June, 2018

적합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메인

라운드

메인

라운드

여행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이어주고 안전하고 편안하며 진정한 여행과 여가 또는

기능
스마트 트립 플랫폼은 여행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항공권 판매부터 정글 트렉
예약, 현지 명소 정보, 여행 동행인 구인까지 이례적일 정도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트립 플랫폼은 완벽한 여행 계획 도구 및 많은 이들의 지혜와 지식을 제공하는 활성화
된 커뮤니티가 될 것 입니다. 음성 번역, 긴급 상황 도우미 등 수많은 무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층 더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트립 플랫폼을 이용하는 숙박업체, 당일치기 여행, 차 렌탈 서비스 등 여행
관련 사업자들은 아주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면 자신들의 사업과 서비스를 전세계적으로
홍보하고 거래하며 고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June-July, 2018

토큰 거래 용어
토큰 명칭: 트립 캐쉬 (TripCash)
단위: TASH
토큰 종류: ERC20
목표 판매량: 3,000,000,000 TASH
환율: 1 TASH = 0,01 USD

지금이 완벽한 시기인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몇년간의 글로벌 여행 업계의 성장률은 세계의 GDP 성장률을 훨씬 뛰어넘은
수치로 무섭게 증가 중 이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입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이
원동력이 되어 여행 업계의 성장을 도울 것 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트립 플랫폼은

지불 가능 가상화폐
BTC ETH LTC BCH XRP DASH ADA

높은 중개 수수료, 여행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직접적인 소통의 부재, 언어의 장벽,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여행 시장이 가진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첨단 기술을 사용한
확실한 해결책을 제공할 것 입니다.

할인

블록체인 기술

단계에 따라 최대 30% 할인.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한 데이터 저장공간 및 모든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몇개의 스마트 계약들은 즉시 거래 및 효율적인 갈등 해결법을 보장할 것 입니다. 이 시스템은

거액 투자가들에게 주어지는 최대 50%의 추가
할인 혜택.

거의 분권화 되어 자유롭게 현지 명소,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고 보상으로 평가
점수를 얻는 사용자들로 구성된 커뮤니티가 주로 운영해 나갈 것 입니다.
트립캐쉬 (TripCash)는 스마트 트립 플랫폼의 공식 토큰이며 내부 결제 수행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용자들은 트립캐쉬뿐만이 아닌 다양한 가상화폐를 개인의
국제 가상화폐 지갑(UCW)에 저장할 수 있으며 즉각적으로 다른 가상화폐로의
환전이 가능하며 트립캐쉬 및 이 외의 가상화폐를 사용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제 또한
가능합니다.
추후, 직불 카드 (트립 캐쉬 카드) 로 환전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토큰 배분
60% 크라우드세일
10% 스태프 및 고문
10% 초기 후원자 및 포상금
20% 준비 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