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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터치콘(TOC) 정보

[터치콘 프로젝트 목적]
터치콘(TouchCon)은 스마트 큐알코드(SQC) 콘텐츠를 응용하여 온오프라인에서 광고
서비스를

시행하려는

광고주와

이를

사용하려는

소비자를

블록체인을

통하여

연결시킴으로서 터치콘과 광고시장의 확장성을 추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SQC는 Smart
QR Code의 약자이며

온오프라인 광고에

게시되거나 전자화시킬 수 있는

2차원

큐알코드 콘텐츠로서 터치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리워드를 랜덤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터치콘앱’을 통해 소비자는 보다 친숙하게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광고주는

소비자의 스캔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성있는 광고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터치토큰(TOC)는 터치콘 플랫폼에 가입한 소비자의 리워드 포인트의 거래수단으로
사용되며 터치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기축 통화로 사용하게 됩니다.

[Smart QR Code. SQC ]
Smart QR Code는

2차원

큐알코드에

터치토큰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전자적으로 입력하여 랜덤으로 리워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콘텐츠입니다. 소비자는
‘터치콘앱’을 다운로드받아 SQC를 스캔하게 되며, 이때 코드에 입력된 다양한 리워드를
랜덤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터치콘의 독특한 광고보상 콘텐츠입니다.

[터치콘 광고주연맹 TAA]
터치콘은 Smart QR Code를 광고에 사용할 광고주를 섭외하고 협력시킴으로서 터치콘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광고주의 연맹을 TAA로 명명합니다. TAA의
대상은 다양한 산업과 업종에서 광고를 수행하려는 모든 기업과 개인이 대상입니다.
광고주는 다양한 자사의 광고에 SQC를 활용할 수 있으며 스캔 리워드 이후에는 소비
행태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광고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터치콘은 인도네시아는 물론, 한국 및 일본 등의 해외 기업과 업체를 대상으로 보다
진취적인 TAA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SQC 보상시스템 특허]
스마트큐알코드(SQC) 보상 시스템은 한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은 디지털 자산에 관한
최초의 랜덤 리워드 방식입니다. SQC 특허는 2차원 큐알코드를 응용한 디지털 자산의
전자적 보상 방식으로서, 현재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추가적인 특허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특허등록: 특허 제10-2035419호

[터치콘재단 & 팀]
터치콘 재단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하고 있으며 터치콘 플랫폼 기술개발 및
프로젝트 수행은 인도네시아 및 한국 파트너와 재단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단: PT.SISTEM INFORMATIKA GLOBAL INDONESIA
-Founder: IWAN. JB.Lie
-Alamat: Jl.Kapten Tendean No.07, Jakarta Indonesia
-e-mail: info@touchcon.com

[터치콘 프로젝트 공식사이트]
-재단 공식홈피: www.touchcon.org

[터치콘 등재 정보사이트]
-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touchcon/

-https://www.coingecko.com/en/coins/touchcon
-https://www.livecoinwatch.com/price/TouchCon-TOC
-https://monetora.com/coins/touchcon
-https://coinpricetoday.com/crypto/touchcon/

[터치콘 상장거래소 매매하기]
-www.Stex.com
-www.Mercatox.com
-www.Latoken.com

[터치콘App 다운로드]
-안드로이드(개발중): 터치콘 ‘TouchCon’ <광고스캔 랜덤보상>

[터치콘 커뮤니티 SNS]
-https://twitter.com/TouchconInfo
-https://t.me/touchconplatform
-https://bitcointalk.org/index.php?topic=5079889.0
-https://github.com/touchconDev/touchcon

-https://medium.com/@touchconinfo
-https://www.facebook.com/touchcoin

-https://www.instagram.com/touchconplatform/

-https://www.linkedin.com/in/touchcon

-https://www.reddit.com/user/touchcon/
-https://discordapp.com/invite/AM6Bpx5

[터치콘 영상자료 Youtube]
-https://youtu.be/eSZCaeiMnmY
-https://www.youtube.com/watch?v=fuk6ZlDuvLA

(PS) 터치콘 플랫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터치콘 프로젝트 기술개발에
참여해 주실 개발자께서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개발하고 번영해 나가는
귀한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ail: www.info.touchcon.org
Marketing & Add: ngm1224@gamil.com

TOUCHCON PROJECT 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