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큰 락업 해제 일정 (2022년 03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1. 토큰 락업 해제 물량

688877.0

2. 토큰 발행

토큰 발행: 1000000000.0

현재 유통중인 토큰 수량 (이전): 3921629.0

현재 유통중인 토큰 수량 (이후): 4610506.0

3. 락업 해제 기간

2022-03-01 ~ 2024-12-31

4. 토큰 락업 해제 목적

1) 토큰 투자 유치
2) Music& 채굴 (L2E : Listen To Earn) 생태계 구축
3) 파트너 유치
4) 생태계 및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
5) 마케팅

5. 관련 세부 사항

 

2023년 2월 15일 15:00에 Digifinex USDT 마켓에 MusicN Token(MINT)이 상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규 상장 및 2023년 로드맵 공시 에 따라 토큰 분배 계획은 다음과 같이 공개됩니다.

1. 토큰 정보
- 명칭 : 뮤직앤토큰
- 심볼 : 민트
- 계약서 : 0xf092acc2412742f4d5a457799dea57155ed42f9c
- 십진수 : 18
- 총 공급량 : 1,000,000,000 MINT
- 공식 사이트 : http://www.music-n.com

 

2. 공시 일자 및 락업 해제기간
- 공시 일자 : 22/02/23
- 잠금 해제 기간 : 22.01.03 – 24.12.31

 

3. 토큰 락업 해제 공급
- 날짜 : 22/02/23
- 공급량 : 688,877 MINT (현재 유통 가능한 토큰 수의 14.94%)
- 토큰 판매 시 미분양 물량은 향후 소각될 예정입니다.

 

4. 토큰 락업 해제 목적
1) 토큰 투자 유치
2) Music& 채굴 (L2E : Listen To Earn) 생태계 구축
3) 파트너 유치



4) 생태계 및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
5) 마케팅

 

5. 세부사항 

1) 토큰 판매
- 프라이빗 세일 : 3,451,285 MINT, 거래소 신규 상장 후 6개월부터 매월 5% 언락
- NFT 판매 : 28,780 MINT, 락업 없음
- 판매 가능 수량은 2022년 3월부터 월 100만 개 단위로 잠금 해제됩니다. (총 100개월)
2) 음악 및 채굴 (L2E : Listen To Earn)
- 신규 상장 후 채굴 시작, 10년간 120개월 지속
- 월 최대 2,500,000 MINT 채굴
3) 커뮤니티 펀드
- 신규 상장 후 0개월에서 월 1%씩 락업 해제
4) 생태계 기금
- 신규 상장 후 락업 (Un Lock-up 상태로 변경)
5) 마케팅
- 신규 상장 또는 마케팅에 사용
6) 팀, 파트너, 어드바이저
- 신규 상장 후 12개월부터 월 1%씩 락업 해제 (별도공시)
- 팀공급의 경우 유통물량 전환 시 별도 공시하여야 함

6. 배분계획 (2022.03.01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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