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KNT Foundation

TKNT(TKN Token)는 ERC-20기반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Def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2020년
9월 탈중앙화 스테이킹 서비스 런칭으로 시작하여, 랜딩, 스왑 등 다양한 Defi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유명 화이트 해커들로 이루어진 Dexfi의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

TKNT는 크로스 블록체인 No.1 Defi 게이밍 Dapp인 TKN.COM의 플랫폼 게임을 통해서만 TKNT의 채굴
(Bet-Mining)이 가능하도록 TKN.COM과 파트너쉽을 맺었으며, ICO나 Private Sale은 진행하지 않았다.

TKNT는 Bet-Mining과 Defi가 믹스되어 있는 새로운 개념의 Defi 프로젝트로, ERC-20 기반의 모든
디앱에서 게임참여 및 인앱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금융 서비스를 결합시키고자 하는
사업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TKNT DeFi Wallet

Staking Lending

Swap Payment

Store and send.

Borrow, stake and invest.

Everything with TKNT.



TKNT는 최초 발행 된 1,000,000,000 TKNT외에 추가 발행은 진행하지 않는다. 추후 거래, 
스테이킹, 금융서비스 등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 및 발전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TKNT의
자금을 분배하여 집행한다.

TKNT Economy

토큰 이름및 심볼 : TKNT(TKN TOKEN)

발행량 : 1,000,000,000 TKNT

발행방식 : ERC-20

유형 : 유틸리티 토큰, 마이닝

Decimals : 18

스마트컨트랙트 : 0xbce7bd79558dda90b261506768f265c5543a9f90

Github : https://github.com/tkntoken/TKNT

• 제휴사: 6개월 락업진행, 월 5% 락업해제
• 팀원&임원: 1년 락업진행, 월 5% 락업해제

채굴

60%

파트너

5%

마케팅 & PR

10%

팀 & 임원

10%

R&D 5%

담보 10%



TKNT Bet Mining

TKNT Bet mining은, TKNT를 취급하는 게임 웹사이트에서 유저가 게임을 진행 할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시킨 게임 플레이만으로 TKNT를 채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게임을 즐기는
동시에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et- Mining에 따라 동일한 조건 하에 투명하고
평등하게 채굴 수익이 부여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마이닝에 따른
반감기 등 유통을 제한하는 장치 적용을 통해 시장 가격의 변동성을 보장한다.

전체 채굴량

600,000,000

TKNT

채굴 방법

TKN.COM 

내에서배팅

채굴 수량

약 2USDT 기준 1TKNT 

(1차 반감기전)

반감기

100,000,000 TKNT 

채굴마다발생

TKNT 채굴
TKNT Mining

※평균 베팅 금액은 롤링 금액으로 잃는 금액이 아닙니다. 

얼마나 채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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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

4배

4배

1차 : 2 USDT → BET 1 TKNT 채굴

2차 : 8 USDT → BET 1 TKNT 채굴

3차 : 32 USDT → BET 1 TKNT 채굴

4차 :

5차 :

.

.

.



TKNT in the media

TKNT in the news

Forbes

“Hidden gem of the decade.”

Bloomberg

“New wave of the game 
industry: Bet Mining.”

Investopedia

“TKNT: All you have to do is bet.”

Newrep

“UYT-TKNT, 
'Defi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CCTV News

“TKNT, 300만 유저 보유
글로벌 거래소 BKEX 상장”

Big Data News

“티케이엔 토큰(TKNT), 
포블게이트 상장”

Secure protocol, audited and verified

Backed by industry giants

FO.COM

Block technology



Our Progress

이더리움 댑 1위
플랫폼제휴

Bet-mining 도입

파트너쉽 확대

포블게이트 상장 2주만에 5,000명이상 유저 확보

1억 채굴량 달성

- 채굴시작한달만에 1억 채굴량달성
- 바이백및소각진행

- 중국 30만 유저글로벌금융그룹 UYT 제휴
- 댑리스팅 1위플랫폼 Dapp.com CEO 어드바이저영입

40,000% 상승



Website

https://www.tknt.io/

E-mail

support@tknt.io

Telegram

https://t.me/tknt_official

Twitter

https://twitter.com/tkntfoundation

Medium

https://medium.com/@tknt

https://www.tknt.io/
mailto:support@tknt.io
https://t.me/tknt_official
https://twitter.com/tkntfoundation
https://medium.com/@tk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