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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 은 한국과 북미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회사 [SCOPE]의 새로운
[Metaverse Union]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다년간의 업계 경험을 가진 전문가 팀이며
흥미롭고 효과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메타버스 프로젝트와 제휴를 맺습니다.
공정한 경쟁이자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ERC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적용된 [Vacuum Coin] 을 발행합니다.
실제로 온 오프라인은 물론 메타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투자자와 사용자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을 수 있는 암호화폐 시스템을 개발합니다.투자자와 사용자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을 수 있는 암호화폐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VACUUM 의 커뮤니티는 C2E [Chat to Earn] 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채팅 보상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
또한 Game Fi 와 매력적인 캐릭터 요소에서 확장된 Web3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사용자를 위한 독립적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발생한 소통의 부재 라는 새로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비전은 축구장 10개 크기의 거대한 데이터센터가 아닌 WEB 3.0 으로,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PC에서 모바일로 한 걸음 더 나아 갈 것 입니다.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PC에서 모바일로 한 걸음 더 나아 갈 것 입니다.

우리는 블록체인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이라고 믿습니다.
VACUUM 코인을 통해 암호화폐의 실제 사용 사례를 만들고,
'NFT 문서화 와 같은 산업 친화적인 기술 [B2B] 도 연구 개발합니다.

VACUUM 은 미래 인류의 올바른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블록체인 산업과 Web 3.0 기술에서 특정 기업의 독점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우주 과학 영재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VACUUM is



거대한 블랙홀이 보이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브컬처의 향연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간의 활발한 협업을 위한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나아가 더 많은 분들이 [ MU ] 를 통해 ‘메타버스’ 시대를 알았으면 합니다.
커뮤니티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수정 및 보완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함께 무한 확장의 공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유니온 [ MU ]

* 채팅, 보이스 채팅을 통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가능
* RVT 실시간 음성 번역 ] 기술 연구개발
* 플레이 시간은 입장 후 15 분마다 초기화됩니다.
* 버블 이라는 특정 영역이 지정됩니다.
* [ MU ] 활동 기록을 NFT 로 게시

1 단계. 티저 영상 발표 및 마케팅
2 단계. 첫 번째 업데이트 및 알파 버전 테스트2 단계. 첫 번째 업데이트 및 알파 버전 테스트
3 단계. 2차 업데이트 및 베타 테스트
4 단계. 메타버스 유니온 [ MU ] 공식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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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 To Earn [ C2E ]

VACUUM 커뮤니티에 [ C2E ] 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Web 3.0 기술로 토큰의 핵심 유틸리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elegram 및 Discord 에 적용 가능한 Combot 을 자체 개발하여
커뮤니티 활동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악의적인 활동을 필터링합니다.
보상은 암호화폐로 지급됩니다.

https://t.me/vacuumglobal

커뮤니티 채널

https://t.me/vacuumannouncement

소식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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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급량 : 2,997,924,580

토큰 거래 수수료 : 3% (2% 개발 , 1% 스테이킹)

시드 라운드 기간 : 9월 28일 ~ 30일
가격 : [ $ 0.0054 ]

비공개 라운드 단계 : 10월
가격 : [ $ 0.018 ]

전략적 라운드 단계 : 11월
가격 : [ $ 0.027 ]

사전 판매 단계 : 11월사전 판매 단계 : 11월
가격 : [ $ 0.054 ]

출시일 : 2022년 11월 말
가격 : [ $ 0.1 ]

토큰 생성 이벤트

Vacuum 코인 [ V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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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2 일 (상장 후)

시드 라운드 단계 / 12 개월
비공개 라운드 단계 / 9 개월
전략적 라운드 단계 / 6 개월
사전 판매 단계 / 3 개월

단계 /
베스팅

시드
라운드 단계

비공개
라운드 단계

전략적
라운드 단계

사전 판매
단계

베스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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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 라운드 판매는 9월 28일 , 29일 , 30일 3 일간 진행됩니다.
각 라운드는 24시간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2022년 9월 28일 EST AM 10:00 ~ 2022년 9월 29일 EST AM 8:00 (한국시간으로 21 :00)

Crazy Rich Rabbit NFT 소지자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소 0.1 ETH / 최대 10 ETH 구매 가능

2022년 9월 29일 EST AM 10:00 ~ 2022년 9월 30일 EST AM 8:00 (한국시간으로 21 :00)

5000억 개 이상의 2022M 토큰 보유자 50명
최소 0.1 ETH / 최대 10 ETH 구매 가능
1,000억 개 이상의 2022M 토큰 보유자 50명
최소 0.1 ETH / 최대 3 ETH 구매 가능

2022년 9월 30일 EST AM 10:00 ~ 2022년 10월 1일 EST AM 8:00 (한국시간 으로 21 :00)

50명의 투자자를 위한 VACUUM 글로벌 커뮤니티 화이트리스트
최소 0.1 ETH / 최대 3 ETH 구매 가능

시드 라운드 판매 참여 방법 및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를 통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시드 라운드 판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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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3.0 기반 지갑 연결 기술 개발 및 진행
모든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웹서버 운영 및 백엔드 개발 완료 및 진행
크로스체인 브릿지, 경매 시스템, Game Fi 클레임 등
자체 서버 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 진행 중
모바일과 웹에서 동시에 원활한 구현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위한 UI/UX 제공모바일과 웹에서 동시에 원활한 구현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위한 UI/UX 제공

블록체인 및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완료 및 진행
토크노믹스, 화이트리스트 설정, 안티러그 풀, 락업 등 토큰 관련 기능을 개발합니다.

그 외 다른 사항
Web 3.0 3D 게임 개발
런치패드 개발
마켓플레이스 개발
+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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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VACUUM 온라인 커뮤니티 형성 및 마케팅 푸시
[ 콜 채널 및 인플루언서 ]

2 단계.
METAVERSE UNION 알파 버전 출시
[ 웹 3.0 기술 및 커뮤니티  테스트 ]

3 단계.3 단계.
VC 발행 및 DEX 및 CEX 상장
[ 유니스왑 및 Top 10 CEX ]

4 단계.
Game Fi 에서 VC 사용 사례 만들기
[ CRR P2E 및 기타 프로젝트와의 협업 ]

5 단계.
METAVERSE UNION 베타 버전 출시METAVERSE UNION 베타 버전 출시
[ 사용자 접근성 및 UI/UX 테스트 ]

6 단계.
온 오프라인 VC 사용 케이스 생성
[ 브루어리와 카페 콜라보레이션 진행 ]

7 단계.
제 1 회 METAVERSE CONFERENCE 개최
[ 메타버스 유니온 공개 ][ 메타버스 유니온 공개 ]
+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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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 은 현재 공개 베타 버전이며,
따라서 이 문서의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VACUUM 라이트 페이퍼의 E.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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