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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oo 토큰 경제 
가치 창출 

여러분의  선의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당신은 노력과 열정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간과된 적이 있나요? Wowoo는 당신의 일과 열정에 가치를 둡니다. 
Wowoo의 토큰 경제는 우리 사회에서 종종 과소평가되는 마음의 평화를 주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아이디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프로젝트 개발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답례로 감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용자는 SNS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토큰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Wowoo는  사람들의  선의가  부로  

변하는  블록체인  커뮤니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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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Wowoo 플랫폼을 사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용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마케팅법은 기존 

광고법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P2P 마켓 플레이스를 사용하여 토큰 보유자에게 무형 자산을 포함한 독점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거래 플랫폼인 Wowoo를 경험해 보세요! 

최신 기술을 이용한 높은 성과의 마케팅 

글로벌 자금 모금 
블록체인 기술 사용 추세에 발맞춰 글로벌 기금 마련을 위한 ICO / STO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업
계의 선두적인 개척자들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토큰 상장에 대한 컨설팅을 교환 서비스와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품 / 자산 거래 (무형 자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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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oo Token 경제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개인 사용자들의 이익 

P2P 마켓 플레이스를 사용하여 토큰 보유자에게 무형 자산을 포함한 독점 콘텐츠를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거래 플랫폼인 Wowoo를 경험해 보세요! 

SNS 마케팅 기회 
당신이 여가 시간에 즐겨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글을 게시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어떤 SNS를 사용할 것인지 또는 어떤 것에 대하여 포스팅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
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독점적인 서비스 
플랫폼에서 얻은 보상 및 인센티브는 조직에서 제공하는 독점  서비스,  제품 및 상품에 대한 생태계 
내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Wowoo는 또한 프리 마켓과 같은 독점적인 서비스를 커뮤니티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사용자는 보상의 사용에 있어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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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 

우리의 상품들  

플랫폼 

Wowoo의 플랫폼은 ICO / STO 프로

젝트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용자가 

다른 SNS 채널을 통해 계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월렛 

개인용  다중  자산  모바일  월렛인 

Wowoo Wallet은 BTC, ETH 및 기타 

ERC20과 같은 주요 암효화폐와 함께 

WWB 및 WWX와 같은 NEP-5 토큰을 

손 안에서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저장

할 수 있도록 설계된 Android 및 iOS 

용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마켓  

Wowoo BC는 새로운 무료 마켓 P2P 거래 

서비스입니다. 마켓에서는 시간, 아이디어 

또는 컨설턴트와 같은 무형의 자산뿐만 아

니라 식품이나 옷과 같은 일용품의 거래 

또한 가능합니다. 부동산이나 저작권과 같

은 계약이 필요한 자산 또한 거래가 가능

합니다. 암호화폐 소유자는 제품과 상호 

작용하고 전 세계에 걸쳐 새로운 가치를 

교환하는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Wowoo 거래소는 업계 최고의 자산 안전성

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자산 표준의  

미래를 보다 잘 이해하고 형성하기 위해  

규제 기관 및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고 있습

니다. 이미 경험이 있는 사용자부터 최초  

사용자까지 직관적이고 사용자 정의가 가능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통화를 안심하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토큰 
Wowbit (WWB)는 Wowoo 프로젝트의 

토대가 되는 토큰의 역할을 합니다. 

Wowoo 프로젝트는 감사를 전합니다. 

Wowbit Classic (WCC)은 WWB의 대체 

블록 체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플랫폼에서 

토큰 및 스마트 계약을 구축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