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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말로 엄지손가락을 위로, 말 그대로 엄지 척!
썸스업 토큰을 소개합니다.
썸스업 토큰은 밈코인에 속하며, 밈코인이란 (MEME Coin)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서 전파되는
고유한 가치, 생각, 스타일, 행동 등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대표로 하여 만든
코인을 의미하며, 단지 재미 추구를 하는 데 큰 특징을 둡니다.
예시: DOGE, SHIBA INU 등이 다수가 있습니다.
컨셉트: 유명인사들의 사진 속 엄지 척 제스처->시그널 사진 속 엄지가 시그널과 관계없으나
단순히 유저들의 재미,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다양한 짤 생성 가능성

시장 현황
밈코인은 밀레니얼 제트 세대(MZ 세대)의 놀이문화가 재미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코인에
대한 수집욕을 자극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면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Thumbs Up TOKEN 정보

기본정보
토큰 이름: THUMPS UP
티커: TUP
블록체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BSC)
토큰 표준: BEP-20
프로젝트 종류: 유틸리티 토큰
컨트랙트 주소: 0x39c698351c6bd71ccb1b77415f2b385cee1d95de

토큰 발행량 및 유통계획
총 공급량(발행량): 1,000,000,000,000 (1 조 TUP)
초기 소각량: 400,000,000,000 (4000 억 TUP)
유통/공급 계획:
A

TUP 는 첫 상장 시 총 공급량의 40%를 소각

B

이후,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총 공급량의 10%를 소각하는 것을 목표로 함
I.

홀더가 1,000 명에 도달하면 첫 40%의 소각 후 공급량에서 추가 2%의 총 공급량
소각

II.

홀더가 10,000 명에 도달하면 잔여 공급량의 2% 소각

III. 홀더가 100,000 명에 도달하면 잔여 공급량의 2% 소각
IV. 홀더가 300,000 명에 도달하면 잔여 공급량의 2% 소각
V.
C

홀더가 500,000 명에 도달하면 잔여 공급량의 2% 소각
모든 거래 수수료 10% 중 6%는 모든 토큰보유자들에게 분배되고, 4% 유동성 풀에
추가

TOKENONICS
A

소각 기능을 적용한 토큰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유통 중인 총 공급량을 대폭 줄임

B

혁신적인 오토 유동성 풀을 이용해 토큰의 유동성을 빠르게 증가

C

모든 거래 수수료(10%) 중 6%가 자동으로 코인 보유 홀더(사용자)에게 분배

D

나머지 4%의 수수료 유동성 풀에 추가

E

잔여 총 공급량 5000 억 TUP(50%) 에서 팀 물량 10% 마케팅 10% 토큰 세일 20 %
보존 10%

면책조항
A

본 백서는 Thumbs UP Token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일반적 정보 목적으로만 유통되며 검토 및 개정의
대상이 된다. 이 백서는 지속적으로 작성이 진행 중이며 백서의 정보는 표지 내 날짜로만 업데이트된다. 그
후, Thumbs UP Token 프로젝트 사업 운영 및 재정상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변경될 수 있다.
본 백서는 지속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B

Thumbs UP Token 코인의 구매자는 Thumbs UP Token 프로젝트 플랫폼과 TUP 코인을 통해 이익을
얻더라도 그러한 이익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해석, 분류 또는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C

본 백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정의된 대로 안내되어 해석할 수 없다.

D

본 백서에 명시된 정보를 검토하거나 승인한 국내외 규제기관은 없다. 어떠한 관할기관에서도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이다.

E

본 백서는 작성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본 프로젝트와 관련 일반 참고 목적으로만 배포되었으며 언제든 검토
및 수정 될 수 있다.

F

본 프로젝트에서 발행하는 코인은 증권, 사업 신탁의 단위 또는 집단 투자계획의 단위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각 정의는 기타 관할구역의 동등한 규정에 명시된 정의를 따른다.

G

본 백서는 사업계획서, 사업설명서, 제안서 등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며, 그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증권, 사업
신탁의 단위, 집단투자계획의 단위 등 투자제안이나 모집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H

본 백서에 명시된 코인/코인 발행 방식이 규제 또는 금지된 관할권에서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등으로 전파할 수 없다.

I

가상화폐가 아닌 다른 화폐 혹은 특정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및 주식 등의 채권 및 주식에 대한 권한, 옵션,
파생상품, 투자 수익보장 또는 손실회피 목적이거나 이를 목적으로 사칭하는 차액계약 및
기타계약하의권리, 집단투자계획, 사업 신탁 등 증권의 단위 또는 파생상품배포 및 전파의 제한 본 백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배포 또는 전파하는 것은 그 어떠한 관할권의 법률 또는 규제요구사항에 의해 금지 및 제한
될 수 있다.

J

본 백서에 명시된 특정 표현들은 프로젝트의 미래, 미래사건, 전망 등에 대한 예측성 진술과 표현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 아니며 ‘ 예정’, ‘추정’, ‘믿음’, ‘기대’, ‘전망’, ‘예상’ 등의
단어와 유사한 표현들로 식별된다. 본 백서 외 발표자료, 인터뷰, 동영상 등 기타 공개자료에도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될 수 있다. 본 백서에 포함된 미래예측 진술은 본 프로젝트의 향후 결과, 실적, 업적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K

본 백서의 내용은 Thumbs Up Token 코인 TUP 투자를 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Thumbs Up Token
코인 투자의 대한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의 몫이다. Thumbs Up Token 코인은 수익을 보장한 적이
없으며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