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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stica –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탈중앙화된 방법으로 누구든지 챌린지, 콘세스트, 온라인
경쟁전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건 투명하고 상호 운용적인 구조로
오프라인 챌린지와 e 스포츠 경쟁전을 혼합하여 사용자가 참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전 판매 시작
2017년 9월 1일

주요 토큰 판매 시작
2017년 12월 7일

공식 판매 종료
2018년 2월 7일

주요 계측 단위
최대: $10M ( 10.000.000 )
공급량: 687M ( 687.575.392 )

Eristica 플랫폼
현재, 기존의 통화 체계가 가진 한계와 중간 보증인의 필요성은 챌린지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였습니다. 여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챌린지를 하나로 합치는 구조와 예측 시장
및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어-투-피어 챌린지 플랫폼인 Eristica가 빛을 발합니다.
Eristica 프로젝트는 2015년 시작부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성장했습니다. 현재 12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령층은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입니다. 현재 플랫폼은
플레이어가 도전과 챌린지에 참여하여 보상을 얻고 다른 플레이어와 교류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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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ICO 판매에 할당

Eristica 토큰 (ERT)

10% 회사 보유
10% Eristica 챌린지 자금

Eristica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암호통화가 생태계의 생명선이 되는 완벽한
암호통화-경제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시합을 이기거나 예측에 성공하면 받는 보상인 유틸리티
토큰을 (티커: ERT) 통해 이루어집니다. 토큰을 통해, 사용자는 챌린지에 참여하거나 토큰을
사용해 생태계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생태계 주체의 상호 작용을 촉진 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고, 그에 따라
플랫폼 내의 토큰의 가치를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용자 기반과, 연령층 그리고
커뮤니티는 Eristca를 암호 통화가 자연스럽게 소개되고, 받아들여지고, 사용될 수 있는 독특한
생태계로 만들어줍니다.

10% 조기 투자자
지불 방법:
BTC/ETH/LTC/BCH
Ethereum ERC20 token

경영진

바이럴 효과
커뮤니티에 의해 만들어지는 바이럴 콘텐츠는 플랫폼이 폭발적인 성장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챌린지 비디오는 수백만의 조회수를 얻으며 새로운 청중을 플랫폼으로
불러옵니다. 사용자는 앱을 틀때마다 평균 13 분 씩 머무르며 이는 현 산업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참여도와 활발한 커뮤니티는 Eristica를 젊은 연령층을 불러 모으는
선두주자로 만들었습니다.

API

Nikita Akimov, CEO
Founder of Eristica

Eristica의 창시자. 그는 열정적인 사업가이자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아시아에서 스타트업 촉진
프로그램 중 1위인 Mobile Only Accelerator
(MOX) 를 졸업했습니다. Akimov 는 스타트업
경쟁전 Winter Capital & McKinsey의
우승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탈중앙화와
Democratic Anonymous Organizations
(DAO)의 지지자입니다.

Eristica

Challenges

Viral Videos & GameAPI

Ecosystem

Multiplatform dApp

Game API & Integrations

Tokens

Utility Tokens Layer

Blockchain
Time Stamp & POE

Andrey Sheludchenko, CTO
Co-founder of Eristica

블록체인 레이어
Time-Stamp 기술과 Proof-of-Existence 기술로 Eristica는 챌린지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주류 문화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신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간 과정을
제거함으로써, Eristica는 현명하고 안전한 피어-투-피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스마트 거래를 통해 보증되는 결과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 API
저희 게임 API는 게임 스튜디오와 인디 개발자들에게 Eristica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간단하게 싱글 플레이어 게임에서도 시합이나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API는 1000억 달러 규모의 게임 산업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추가 정보

https://eristica.com/
Eristica 토큰 판매에 대한 추가
정보: eristica.com
사전 구매 및 지원: info@eristica.com

그는 블록체인 전도사로 모바일 플랫폼의
네트워크 설계와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해박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 멘토
Stan Larimer Godfather of BitShares
William Bao Bean General Partner @ SOSV
Michael Taggart Founder of Cryptonomex
Evgeny Tchebotarev Founder of 500px
Bitbollo Bitcoin Foundation Ital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