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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AVA는 패션 브랜드 메타버스/이커머스 플랫폼으로 TAVA는 ALTAVA 
Market과 ALTAVA worlds of you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
다. TAVA를 통해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맞춤형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여 소비
자와 럭셔리 브랜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원활한 창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알타바는 PRADA, Burberry, Armani, Bulgari, Balmain, Thom 
Browne 등 50개가 넘는 럭셔리 브랜드와 계약을 맺고 플랫폼을 통해 문화를 
정의하는 브랜드를 메타버스로 가져옵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는 고유의 의류
와 쇼룸 등을 전시하고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NFT 마켓에서 한정판 
NFT 의류와 개별적 디자인 가능한 럭셔리 브랜드의 의류를 구매하여 메타버
스에서 개인의 아바타를 꾸미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
자는 럭셔리 브랜드의 디자이너 및 여러 분야의 제작자가 협력하고 구축한 고
유한 경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TAVA 주요 기능:  ALTAVA 시장의 특별한 가치를 보장하며 ALTAVA 시
장 조성을 위한 각 럭셔리 NFT 항목 및 기타 가상 자산의 독점성을 보호
하고 강화합니다. 또한 소유자에게 안정적이고 잘 보호된 통화를 제공하
는 TAVA 토큰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토크노믹스' TAVA 토
큰 보유자만 참여할 수 있는 독점 경매가 개최됩니다

 TAVA 토큰 보유자 혜택:  출시되는 모든 초기 럭셔리 NFT는 TAVA로 지
급받으며 TAVA 토큰 보유자만 참여할 수 있는 독점 경매 또한 진행합니
다.






프로젝트 소개

알타바 그룹

알타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ALTAVA그룹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회사로, 
브랜드의 자산을 디지털화하거나 NFT와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시
스템으로 관리해 옴니채널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발망의 수석 디자이
너 ‘올리비에 루스테잉’이 스케치를 보내주면 알타바는 그 것을 3D화 하고 
NFT로 판매하여 NFT를 다양한 메타버스 게임월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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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검토보고서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https://altava.com/assets/pdf/Altava_whitepaper.pdf
https://medium.com/@altavagroup
https://twitter.com/altavagroup
https://t.me/altavaofficial
https://www.altava.com


가상자산 검토보고서

Blocore, Unmatereality, Animoca Brands, Wemade, Skyvision 
Capital, Gate.io, Spartan Group, Kudos Ventures, Kenneth King, 
Maeve Ventures, Basics Capital, Primo, YOLO, Megaphone Capital, 
WYNG, Sebastien Borget, Chorokbaem Media, Bondly, Seedify, 
Gamespad, TruePNL, Alpha Capital, Sigma 

 관련 보도자료 : https://www.coindeskkorea.com/news/
articleView.html?idxno=78400


투자자 정보투자자 정보

서비스 특







ALTAVA Platform : 메타버스와 관련된 현실에 존재한 사물 
Virtualization 기술이 핵심적이며,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해당 
Virtualization이 된 상품 의 NFT 발행 및 이것의 PFP와의 결합, 그리고 
NFT MARKET PLACE를 중심으로 발행된 TAVA의 유통이 핵심입니다

ALTAVA worlds of You : 럭셔리 패션을 위한 게임화된 소셜 커머스 플
랫폼으로 소셜 환경을 통해 사용자는 게임 내 개인 메시지 전달 및 아바타
의 네트워킹을 통해 선별된 테마 장소에서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셜 미디오 채널에서 콘텐츠 공유가 가능합니다

ALTAVA Market : 사용자가 독점적인 프리미엄 럭셔리 패션 NFT 및 가
상 수집품을 1차 또는 2차 구매 및 거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본 시장에
서는 새로운 NFT가 처음 출시되는 비공개 경매를 정기적으로 개최합니
다. 2차 또는 재판매 시장에서 구매자는 개인 소유의 패션 NFT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400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400
https://altava.com/worlds.html


가상자산 검토보고서

토크노믹스

TAVA 토큰은 브랜드 디지털 아이덴티티(물리적 사치품의 디지털 트윈, 3D 아바타, 
ALTAVA 메타버스 및 기타 가상 세계에서의 공간 등)를 다음과 같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TAVA: Worlds of You에서 TAVA 토큰을 획득하고 ALTAVA Market에서 고급 
NFTS를 구매하고 제작 및 판매할 가상 상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TAVA 토큰 유틸리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 재화로 만들어진 물리적 재화의 생산
으로 확장되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자산 검토보고서

■ Andrew Junhoe K

 직급(직책) : Chief Executive Officer / Co-Founde
 주요경력 :


      - 넷마블이 $13.5B 규모로 인수한 아바타 패션 소셜게임 MSTAR의 개발자 


      - 누리엔소프트 창업자


      - Realtime Worlds Asia의 공동 설립자 겸 CEO


      - 모바일 미디어, 교육 및 게임 서비스 회사인 BlueArk Global의 설립자
 

■ Elizabeth von Guttma

 직급(직책) : Chief Communications Officer / Co-Founde
 주요 경력 :


      - 시스템 매거진의 공동 창립자


      - 에버 컨설팅 & 매니페스토 공동 설립자


      - 수요기관그룹 사업개발부장



■ Jin Young Cho

 직급(직책) : Chief Technology Office
 주요 경력 :


      - ACTS29의 CEO/공동 설립자


      - LIBRA SYSTEMs Inc.의 CEO/창립자


      - LIBRA의 CEO/창립자


      - 1semi 대표/창업자


      - 전 KT R&D 센터 AI 연구소 개발자




프로젝트 핵심 인력



가상자산 검토보고서

■ Sebastien Borget


      -  Digital / Metaverse World 분야 어드바이저


      -  공동 설립자 / The Sandbox COO



■ Natalia Vodianova


      -  전략 고문


      -  LVMH family member


      -  Elbi 공동 설립자



■ Tom Meggle


      -  전략 고문


      -  Louis Vuitton UK, S.Africa, Germany 상무이사



■ Debra Langley


      -  전략 고문


      -  Venture Partner, Lyra Ventures


      -  前 DKNY Jeans International 회장



■ Jin Oh


      - 전략 고문


      -  Worldwide Publishing ar Riot Games 회장


      -  前 Garena CEO



■ Wei Zhou


      -  Token Economy and Cryptocurrency 분야 어드바이저


      -  前 Binance CFO


      -  前 Grindr 부이사장



■ Rolf Hoefer


      -  Community and DAO 분야 어드바이저


      -  前 Numomo 공동 설립자

프로젝트 어드바이저




투자유의사항


가상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유념하시어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십시오.


     가상자산은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규제나 시장환경변화에 따라 
가상자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시고, 신중한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본 자료는 현재 시점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으로, 
해당 가상자산 재단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공식 홈페이지, 백서 및 주요 관
련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자료
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기초한 투자 결정과 투자결과에 관하여 당사가 이를 보
장하지는 않습니다. 


위 사항은 2022.07.06 기준으로 코인마켓캡
과 재단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이며, 당사는 유통 가능 물량이나 시기가 제한되어 
있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재단이나 제 3자가 추가 물량을 유통할 수 있고 직∙간
접적인 거래행위(자전거래, 통정거래, 유동성 공급, 마켓 메이킹 등)를 통한 가격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inmarketcap.com) 

빗썸 상장 프로세스 및 심사 기준 안내

https://www.bithumb.com/customer_support/info_listed

https://www.coinmarketcap.com
https://www.bithumb.com/customer_support/info_lis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