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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츠믹스

당신이 주관하고자 하는
커뮤니티를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1. 코인 에어드랍 / 지갑 서비스

2. 회사 전용 기사 / 영상 제작

3. 소프트웨어 개발

4. 업체 / 행사 마케팅

5. 밋업 / 컨퍼런스 주관



1. 코인 에어드랍 / 지갑 서비스

가장 투명하고 안전한
에어드랍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고객님의 자산을 함부로 매도하거나 속여 취득하지 않습니다

2. 맡겨 주신 자산에 기간을 두어, 다시 회수 할 수있게 처리 합니다

3. 모든 트랜젝션에 대한 히스토리를 결과물로 전달 합니다

4. 에어드랍의 출금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철저하게 어뷰징 사용자를 필터링 합니다



2. 코인 에어드랍 / 지갑 서비스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락업 및 회수 등 관리 할 수 있습니다

1. 보유중인 모든 코인은 완벽하게 HotWallet 에 저장 합니다

2. 파트너, 투자자에게 할당된 자산을 지갑을 통해 전달 가능 합니다

3. 코인의 회수, 할당, 통계 등을 쉽게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4. 특정 기간, 일정 물량을 원하는 시간에 해제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전용 기사 / 영상 제작

밋업, 회사 홍보 등
필요한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컨텐츠 제작

1. SNS 에 최적화된 정보로 컨텐츠 제작합니다

2. 이미지, 영상, 인터뷰, 기사 등 주기적인 제작/퍼블리싱 가능 합니다

3. BI/CI 등 아이덴티티 정립을 위한 컨셉 컨텐츠 개발을 지원 합니다

4. 각종 오프라인 행사에 필요한 라이브방송 지원합니다

5. 컨텐츠는 Bytesmix의 광고 플랫폼에 업데이트 하여, 노출를 증대 시킵니다



4. 소프트웨어 개발

웹, 게임, 모바일, 인터넷서비스 등
대규모 IT 서비스 개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ESTSoft, NAVER 등에서 대규로 접속 서비스를 만든 경험 보유

2. 웹, 모바일, PC 등 다양한 플랫폼 개발 가능

3. 각분야 10년 이상의 전문가들과 협업

4. 현재 비니지스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시



4. 소프트웨어 개발

스마트 컨트렉트, 코인 지갑 등
블럭체인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 노하우가 있습니다

1. Bitcoin, Ethereum, Stella 등 다수의 블럭체인 핸들링 경험 보유

2. 블럭체인 스마트 컨트렉트 발행

3. 소스코드 Audit 프로그램

4. 블럭체인과 연계된 Dapp 개발 경험 보유



5. 업체 / 행사 마케팅

-



6. 밋업 / 컨퍼런스 주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