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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Utility ERC20 

이름 Navicoin 

심볼 NAVI 

교환 1 NAVI = 0.01 USD 

공급(량) 300 000 000 NAVI 

Hard cap 1 500 000 USD 

토큰 판매 2019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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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검증된품질

만일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베팅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전에 이미 초기 개발에 보조금을 지원한 스페인 정부의 경제 및 

경쟁력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아이디어그이상

로드

맵图

출시

특허 시스템

Navibration Experiences를 사용할 진동에 의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세계적인 특허를 받았습니다.

세계를 알아가는 방법, 재발견되다

토큰 메트릭 

주
요

직
원

앱이용가능

최상의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우리의 Navibration 앱은 

애플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파이용가능

이미 Navibration Experiences는 우리 앱에서 첫 번째 도시 샘플로 

이용 가능합니다. (알파) 

특허 시스템 토큰판매 루트생성도구
시각장애인을위한

출시

알파이용가능 월렛통합 플랫폼에서인정된 모바일전용플랫폼

Navibration은 인터넷이나 지도가 필요 없고 기기 또한 보고 있을 필요 없이,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갈수 있는 진동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Navibration Experiences는 전체 생태계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분산 루트의 첫 번째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루트들은 

지리적 위치(지구의 모든 곳들)와 오디오 가이드(각 장소의 주요한 역사적인 인물의 내레이션)와 함께하게 됩니다. 물론 당신은 우리의 

진동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함께 여행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언어와 자신만의 페이스로. 

 

우리 토큰(Navicoin)의 도입은 분산된 생태계 개발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플랫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모든 

사용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스마트 계약에 따라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루트를 매번 판매할 때 제작에 참여한 사용자들에게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투명한 방식으로 토큰이 제공됩니다. 

현재의 날

FRANCISCO MERINO 
Founder & CEO 
Former Air Traffic Control Systems 
Developer at Indra 

 

SALLY EAVES 
Emergent Technology CTO 
Official Member at Forbes          
Technology Council 
Global Strategy Advisor 

RICHARD WANG 
Partner at DraperDragon Fund 
Technical publisher in IEEE journal 
GPS Expert 

JUAN PABLO FERNÁNDEZ 
ICO Advisor 
Top ICObench expert 
Blockchain consultant 

 

앱내에서구입

모든 사용자는 FIAT 또는  

Navicoins로 Navibration 

Experiences의 루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兑换

스마트 계약을 통해 

보상시스템을 정의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것입니다. 

보상

루트 생성에 참여한 

모든 사용자들은 

보상으로 Navicoins를 

받게 됩니다. 

FIAT으로 구매한 

항목들은  

Navicoins으로 자동 

변환됩니다. 

사용 책정된 자금

개발 (60%)

운영 (15%)

마케팅 (15%)

관리및법률 (6%)

조사 (4%)

토큰의 유통

토큰판매 (50%)

Community (15%)

Future operations (15%)

Team & Advisors(10%)

ICO costs (10%)

http://www.mineco.gob.es/portal/site/mineco/idi
https://www.linkedin.com/in/sally-eaves/
https://www.linkedin.com/in/estucrypto/
https://www.linkedin.com/in/francisco-ram%C3%B3n-merino-bautista-586a5864/
https://www.linkedin.com/in/richardwang/
https://twitter.com/Navibration
https://www.navibration.com/
https://t.me/NAVIBRATION_INFO
https://www.linkedin.com/company/navibration-s-l/
https://www.facebook.com/Navibration-1526002337730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