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없던 여행이다.
혁명 혁명에 동참하세요
여행자 및 라이프 스타일 관리에 컨시어지 서
비스를 제공하는 크라우드소싱 시스템입니
다.

MeetnGreetMe 가 무엇인가요?

팀

MeetnGreetMe는 모든 여행자가 자신의 필요와 예산에 맞추어 맞춤식 컨시어지
서비스를받을 수있는 글로벌 P2P 플랫폼입니다. 모든 서비스는 신뢰할 수있는
지역 주민이 제공합니다. 도착 직전에 만나 도시를 산책하거나 사슴 파티를 조직
하고 비즈니스 연락처를 찾으십시오. MeetnGreeters는 평온한 여행을 돕고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준비가되
어 있습니다.

MeetnGreetMe은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행 계획은 쉬운 작업이 아니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MeetnGreetMe는 여행자와 지역 주민을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하여 다른 사람들
에게 개별적인 접근 방식과 평온한 여행을 제공 할 수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엘레나 샤카루보
Kingston University of London에서
전략 경영 분야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
영자 (MBA)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뱅킹
부문에서 8 년 경력 (Raiffeisen
International, VTB Bank, MTS
Bank). 그녀는 이문화 환경에서 광범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처음부터 많은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신뢰 기반 환경
블록 버스터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MeetnGreetMe 플랫폼은 모든 당사자
간의 투명하고 신뢰할 수있는 상호 작용을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원하는 작업에 보
상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비젼
자극적 인 P2P 상호 작용과 고급 분석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고객의 행동을 기반으
로 한 맞춤형 제안을 만들고 여행 계획 및 조직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
으로 바꿉니다. 이 모든 것이 MeetnGreetMe의 주요 목표를 달성 할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개별적인 접근 방식을 즐기며 세계 어느 곳에서

니콜라이 비호프스키
공동 설립자이자 UX / UI
UX / UI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우수
한 전문가. 그는 SelectStar, Evote,
Strevus, Toptal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
서 선도적 인 디자이너로 많은 국제 창업
회사에 참여했습니다.

든 집에서 느끼도록 돕는 것입니다.

안드레이 가이 드케 비치
공동 창업자 겸 CTO
8 년간의 경험을 갖춘 유능한 프런트 엔
드 개발자 그는 Strevus, Viber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프리랜서로 수많은 국
제 프로젝트에 임명되어 자신의 IT 회사
를 설립했습니다.

WEL 토큰 사용하기
도장 지출하기 :

도장 얻기:

• MeetnGreetMe 서비스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으십
시오.

• MeetnGreetMe 서비스를 제공하기
• 플랫폼과 상호 작용하기

• 파트너 서비스 (이전, 숙박, 견학, 이벤트, 티켓 등) 할
인을받을 수 있습니다.

• 플랫폼에서 가치 창출하기.
• 새로운 MeetnGreeters 및 손님을 초대하기

• MeetnGreetMe 플랫폼 (프로필 페이지, 도시 페이
지, 블로그)에 광고하십시오.

• 여행자에게 부가 가치를 제공 할 수있는 새로운 파트
너를 유치하십시오.

• 저자를 지원하기
• 사용자에게 가치 제공을 권장하십시오.

• MeetnGreeters 커뮤니티를 교육하기
• MeetnGreetMe에게 친구에게 조언하기

• 개인 파티에 참여하십시오.
• 투표하기.

• 소셜 네트워크 및 블로그에서 MeetnGreetMe에 대
한 정보 공유.
• 플랫폼을 관리하는 데 도와주기
• 광고를 위해 프로필에 장소를 제공하기

군중의 세부 사항
사전 판매 시작 :
Soft cap:
Hard cap:
토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환율 :

토큰 배포하기
50% - 크라우드세일
2% - 바운티 프로그램
0,5% - 현상금 관리자
7% - 컨설턴트
7,5% - 설립자
7,5% - t팀 구성 및 신입 사원 채용
25,5% - 회사 발전을위한 준비금

12 월11일 오전 9시,EST
1 000 000 USD
7 500 000 USD
ETH
1 WEL = 0,0004 ETH
1 WEL = 0,10 USD

지불 방법 : ETH
토큰 형식 : ERC-20 표준

공개 판매 중에 수집 된 모든 자금은 성장, 확장, 플랫폼 발전 및 커뮤니티 개발을위한 마케팅 활동에 중점을 둔
MeetnGreetMe의 향후 성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재판매 중 보너스 분배
합계가
20,000 개가 넘는 WELs
25%
보너스

20%
보너스

15%
보너스

48 시간 전

3-4번째일

5-6번째일

추가 정보
Crowdsale WELL 토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ico.meetngreetme.com/ko/
View Whitepaper

15%
보너스
지난 24 시간

20 000보다 적은 금액
10%
보너스
지난 24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