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ende - 실제 경험담 만들기
우리는 소셜 미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와
그룹 및 커뮤니티의 향상을 위해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입니다. Kuende의 시간입니 다.

당사 비전: 친목회를 소셜 네트워크에 힘쓰기

Company

전통 소셜 네트워크는 다른 이들을 고립시키고 슬픔과 고립감을 불
러일으키는 방식의 개인 경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건 강 습성 및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호 작용의 유형을 장려해 주지
못합니다. 즉, 이는 사교계에 실패하면 해가 됩니다.

•

수령된 투자 기금: $2.6M

•

3년 정시 제품 제공

•

웹 및 모바일 앱 이용 가능

•

20,000회 이상 앱 다운로드

Kuende는 잘 연구된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기존 프로필, 피드
및 채팅을 현실세계 활동의 게임화와 결합하여 실생활 상호 작용을 적
극적으로 장려하는 확장형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디지털 활동은 실제
활동으로 대체가 아닌 보완을 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

94,000명 이상의 사용자

•

구글스토어에서 4.8점 평가

우리는 사용자, 커뮤니티, 리더 및 비즈니스가 실세계 위치와 관련된
특 정 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며 사람들을 순전히 취미, 기술, 활동,
조치 등에 결집시키도록 고안되었습니다.

ICO
총 토큰 공급량: 3,560,000,000 KUE
1 ETH = 50.000 KUE
하드캡: $17.800.000 (화이트리스트 기간이 종 료되면
ETH에 고정됩니다)

94,000명이 넘는 사용자가 이미 보유한 당사는 비즈니스 모델 테스트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파일럿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습
니다.

소프트 캡(도달됨) : $2.000.000 (4000 ETH)

비즈니스, 블록체인 및 크라우드세일

Team

우리는 핵심 지지자와 함께 인기를 얻고 있으며 비즈니스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이면서 투명한 방
식을 제공하여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의 증가를 포용하고 있습니
다. 전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소셜 네트워크 및 활동 모임 그
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델들을 결합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토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Kuende는 가상화폐공개에서 Kuende 토큰 (KUE) 판매를 통해 자금을
모을 것입니다 (19 October - 16 November, 2018)

화이트리스트 종료일: 2018 년 10 월 15 일
기간: 10 월 19 일 -2008 년 11 월 16 일

파벨 안토에
CEO & 창립자
경험이 풍부한 기업가, Blackbox.vc
졸업생 - Google Ventures 운영

오도르 ‘토니’프라이포애
CTO & 공동창립자
백엔드 Archited 디자이너, Ruby
on Rails 창시자

렉산드루태쉬
수석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 8년 경력자,
이전 사이트 Google Cloud의 신뢰
성 엔지니어

니엘 ‘허츠’부가린
CISO 최고정보보호책임자
eMAG & PayU에서 정보 보안 분야
에서 8년 이상 근무, 상위 CTF 수행
자 및 블록체인 테크 고용주

저희 팀원 29명에 대한 전체 경력을 확인해보세요.

KUE는 소유자에게 시스템의 지분을 제공함으로써 챌린지를 만들고 관
리하는데 사용되는 ERC20 준수 토큰입니다. 당사는 KUE 토큰의 판매
를 통해 초기 자금을 모읍니다. 발전할 비즈니스 모델에는 네 가지 수
익원이 있습니다:
1.
후원챌린지: 사용자, 영향 세력 및 브랜드는 Kuende의 지분을
확보 하기 위해 KUE를 구매하여 과제를 만들고 특정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삼도록 합니다.

고문
찰리 슈렘
ビットコイン財団創設
者、BitInstant共同創業者・前CEO
CryptoIO共同創業者。ビットコイ
ン・ブロックチェーン界の伝説
디 비사라

2.
광고: 광고는 최종적으로 매각되겠지만 사용자는 광고 수신을
선택 해야만 하며 플랫폼 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당사 개발자는 AR
이벤트 또는 위치 및 활동과 광고가 결합한 오버레이 등 챌린지와
결합될 수있 는 혁신적인 광고 부서에 이미 착수하고 있습니다.

Blackbox.vc 창립자, 가장 영향력
있는 실리콘 밸리 커넥터 & 멘토,
창업 & 기업 고문

3.
앱내구매: 당사는 게임에 보너스, 부스트, 특혜 등을 판매할 뿐만
아 니라 채팅 서비스용의 스티커, 배경 및 이모지 패키지를 판매할
계획입 니다.

라나 차크라바티

4.
비즈니스파트너십: Kuende는 도전 중심 플랫폼과 다른 플랫폼을
결 합할 전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SAP 경력 디자이너 및 Blackbox.
vc 멘토로 11년, Rana는 Challenge
Framework의 설계를 지원합니다.

아우렐 이안쿠
Cosmos Validator, 최고 기술 책
임자 & Dokia Capital의 디지털 자
산 관리자. 얼리 어답터 및 이더
리움 지지자, 비트코인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