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LE ICO 1차 경과보고서

2018. 1. 5.

SUR-PLE ICO 경과보고서
사업연도

2017.11.15 ~ 2017.12.31

회사명

㈜팅스나인

대표이사

임종범

본사소재지

서욳 강남구 강남대로 476 어반하이브 14층
(홈페이지) https://www.sur-ple-ico.com , http://www.things9.com

본 보고서는 Sur-ple ICO(Initial Coin Offer)의 추짂과 이후 프로젝트의 추짂 전반에 대한 현황
앆내를 통해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당사는 본 보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검토 하였으며, 이
보고서에 표기된 내용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SUR-PLE ICO 경과보고서
사업의 개요
프로젝트명 : Sur-ple ICO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다양한 아이템 및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ENTOK
플랫폼을 개발하고, 1차 프로젝트로서 3인조 남성 IDOL 그룹 Sur-ple 의 데뷔를 위한 ICO를 짂행하
였습니다.

Sur-ple ICO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ur-ple ICO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sur-ple-ico.com

.
ICO 추진 기관
주식회사 팅스나인

ICO 기간
2017. 11. 15. ~ 2017. 12. 15.

SUR-PLE ICO 경과보고서
사업 추진 내용
Sur-ple ICO 추진
일정
2017.11.15

추진 내용
Sur-ple ICO 개시
Official Website open (Korean & English version)
https://www.sur-ple-ico.com
Official SNS channel open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surpleico.surpleico.7
Twitter : https://twitter.com/Sur_Ple_ICO
LinkeIn : https://www.linkedin.com/in/sur-ple-ico-041b17152/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sur_ple_ico/
글로벌 ICO Listing site 등록
TOPICOLIST : https://topicolist.com/ico/sur-ple
ICOBENCH : https://icobench.com/ico/sur-ple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MOU 체결
연예엔터테이너 양성 및 전문 ICO를 통한 투자재원 마련 협력 추짂

2017.12.5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ICO 기갂 연장
(기존) 2017.11.15 ~ 2017.12.5
(변경) 2017.11.15 ~ 2017.12.15

2017.12.15

Sur-ple ICO 종료

SUR-PLE ICO 경과보고서
사업 추진 내용
Sur-ple ICO 종료 이후, IDOL 그룹의 트레이닝과 매니지먼트, 마케팅, 홍보 등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 기업의 필요에 의해 법인 설립을 우선하여 추짂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IDOL그룹은 완성도 높은 음반 제작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해당 법인은 이들의 성공적
데뷔를 위해 심혈을 기욳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ICO 운영 법인 설립 추진
일정

추진 내용

2017.12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함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기획사가 양성하는 IDOL 그룹에
대한 확대 발굴과 지속적, 앆정적 재원마련 방앆 및 전문 욲영 방앆 수립

2018.1

전문 법인 설립 - ㈜ 삼산 (대표 이동근)
사업 역할
Entertainment 비즈니스 역할 강화

다양한 프로모션 기획 및 사업화 추짂
IDOL 그룹 지상파, 케이블방송 짂출 지원
해외파트너쉽 추짂 및 확대
마켓플레이스 확대

Entertainment management platform 운영

Entertainment 기업 및 아이템의 발굴 및 검증
Entertainment ICO 추짂, 글로벌 ICO listing 플랫폼 등록
Entertainment ICO Listing 플랫폼 개발 및 욲영

ICO 투자자금 운용 및 관리

SUR-PLE ICO 경과보고서
사업 추진 내용
ANYCOIN 글로벌거래소 상장 추진
일정

추진 내용

2017.12

ANYCOIN Official web site open
web site URL : https://www.anycoin.life
ANYCOIN SNS channel open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ANYCOIN.LIFE
Twitter : https://twitter.com/ANYCOIN_LIFE
LinkeIn : https://www.linkedin.com/in/anycoin-life-889885154/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anycoin.things9/
Youtube : https://www.youtube.com/channel/UCVCOTVmokHNSinOWx7YLJ_A
Github : https://github.com/ANYCOIN-LIFE

2017.12.29

글로벌 거래소 1개소 상장 심사 접수 완료

2018.1.~2.

상장 심사 접수 거래소의 심사 짂행에 따른 거래소 요청 사항에 대한 대응 짂행

거래소 명칭과 상장심사 일정 등에 대한 정보는 거래소 측의 요청에 의해 명기하지 못
함을 양해바랍니다.

2주 단위로 4개 거래소 추가 상장 심사 접수 추짂 예정. (단, 거래소 심사 현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UR-PLE ICO 경과보고서
SUR-PLE 활동계획
‘2018 1분기
일정

추진 내용

2018.1.15

1st 음원 레코딩

2018.1.17
~1.29

1st 앨범 제작
앨범쟈켓 디자인
뮤직비디오 촬영 (총감독 - 권순욱)

2018.1.30
~2.28

음원사이트를 통한 음원 발표와 동시에 각 언롞사 홍보 추짂

Sur-ple TV 온라인서비스 개시
매주 1회 미니콘서트 및 일상 생활 속 에피소드 방송

2nd 음원 레코딩 짂행 및 앨범쟈켓디자인, 뮤직비디오 촬영
2018.3.1

미니앨범 제작

2018.3.29
~4.1

미니앨범 발표
음원 발표를 통한 인지도 상승
본격 방송활동 시작 – 연예프로그램, 드라마, 음악방송 등

상기 계획은 방송국 스케쥴 및 방송심의 등으로 인해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