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억 축구 팬들에게 권한을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으로

433token.io

폴 스콜스와 안드리 세브첸코가 다음의 3 가지 기능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할 것
이라 믿기 때문에 433 토큰 에코시스템에 직접 참가할 것입니다 .
(1) 후원
•• 팬들은 축구 레전드가 유소년 인재를 멘토링하는 것을 직접 후원할 수 있습
니다 .
•• 후원자는 슈퍼스타의 성장을 밀접히 팔로잉할 수 있습니다 .

“저는 유소년 축구 인
재 지원을 강력히 지
지합니다 . 본 프로젝
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

(2) 입찰
•• 팬들은 축구 레전드의 경매 특별 행사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
•• 최고 입찰자는 자선 만찬 , 축구 클리닉 , 레전드 vs 팬 친선 경기 등 레전드와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
(3) 투표
•• 팬들은 GLS 경기의 위치 , 선수 명단 , 경기 방식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
•• 중요 결정은 회장 , 대표 , 감독이 아닌 팬들이 하게 됩니다 .

폴 스콜스

433 トークンは全年齢のサッカーファン用です。죄송하지만 , 배팅이나
도박은 없습니다 ! 433 토큰은 남녀노소 축구 팬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433 토큰의 혜택을 받는 이는 누가 있을까요

“누구나 세계 어디서든
축구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참여할 수 있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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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이름

433 토큰

총 토큰 물량

10 億枚 ( マイニング ‧ 新規発行なし）

토큰 표준

토큰 공개량

토큰 하나의 가격
허용 화폐

최소 목표액
최대 목표액

ERC-20

GLS
블록체인 커뮤니티

•• 차기 수퍼 스타 육성에 참여
•• 축구 레전드와 직접 만남
•• 축구계 의사결정
•• 새로운 레전드 구축
•• 팬과 직접 교류
•• 자선 활동

•• 팬들의 후원을 받음
•• 최고의 선수에게 직접 배움

•• 인재 성장 과정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구축
•• 인재 평가 개선
•• 스카우트 활동 개선
•• 좋은 지도를 받은 선수를 더 많이 영입 가능
•• 의사결정 개선
•• 축구 경기 인기 증가

•• 30 억 인구에게 기술 홍보
•• 블록체인의 이해 증진 및 널리 수용

3 억 (30%)

가상화폐 투자자

BTC & ETH

GLS 로부터 추가로 8 명의 레전드급 선수가 433 에 입단하기
로 동의했다 . 공식적인 사인은 Hard Cap 에 대한 합의가 이루
어진 후에 있을 예정이다 .

US$0.09

4 백만 미국달러

27 백만 미국달러

중요 공지

433 토큰은 정부나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

본 책자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 또한 본 책자는 433 토큰을 구매하라는 투자
자문이나 모집이 아닙니다 .

귀하가 중국의 거주자 , 또는 미국의 시민 , 거주민 , 영주권자인 경우 433 토큰 판매 시 433 토큰을 구
매할 자격이 없습니다 .

연락처 이메일 : info@433token.io

•• 수십 억 인구가 사용하는 유동성 높은 가상화폐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