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
메타버스



여러분중얼마나많은사람들이메타버스를좋아했습니까?

메타버스가무엇인지알고있다고느끼는사람이몇명입니까?

얼마나많은사람들이메타버스를경험했습니까?

얼마나많은사람들이가상현실고글을사용해보셨습니까?

당신이얼마나알고있는지봅시다!



메타버스란?



나는퍽이있던곳이아니라퍽이있을
곳으로스케이트를탄다.

~ Wayne Gretzky

잘하고싶다면트렌드가있는곳으로가십시오. 
당신이위대해지고싶다면트렌드가될곳으로

가십시오!



일일활성사용자

예상가치

일일활성사용자

예상가치

총활성플레이어수

예상가치

**모든수치는대략적인것이며특정날짜를기준으로합니다.

메타버스는수십억달러규모의산업이며향후 5년내에 1조달러규모의산업이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



$10+
십억

$50+ 
십억

$337+
십억

$371+
십억

$18+
십억

예상총투자 인수 메타버스세계를사로잡는
데중점을두고

메타버스채택의글로벌
선두주자

메타버스채택에대한
주요스포트라이트

Meta Microsoft Nvidia JP Morgan Adidas

이미큰투자를하고있는사람은다음과
같습니다.



펄스에오신것을
환영합니다



Mehdi Cherif

미디어및예술에대한열정과신흥및핀

테크, 음악및기술, 지적재산권, 사운드

브랜딩및콘텐츠관리에중점을둔

기업가.

CEO
Michal Letynski

소프트웨어개발전문가, 솔루션아키텍트

및 20 년의경험을가진블록체인전문가. 

펄스생태계개발주도

CTO

팀을만나보세요



여기에서 pulse의일부브랜드와파트너십을찾을수있습니다.

브랜드와파트너십



Pulse World는사용자가다음을통해블록체인기술의모든이점에액세스할수

있는혁신적인메타버스플랫폼입니다.

하나의큰세계에서모두! 

업계전문가, 파트너및협업자의고유한서비스와보상으로구동되는독특한

옴니채널메타버스경험이라고생각하십시오.

DeFi GameFi SocialFi Web3 NFTs

무엇입니까

Pulse?



우리의비전은모든참가자를위한경제적기회창출을

기반으로하는가상세계를통해사람들을연결하여

혁신으로미래를형성하는것입니다.

Pulse World의비전은더나은미래를만들기위해

현실세계의모든요소를시뮬레이션하여모든사람에게

경제적기회를창출하는가상세계를만드는것입니다.

펄스 월드 펄스 월드

사명시력



우리의 Pulse

2021 DEC 2022 2025

Pulse World의주요목표는 2025년까지 1,000만명이상의

사용자에게도달하는것이며, 이는스탬프권한과함께 Pulse 

World의글로벌시가총액의시작을알리는것입니다.

펄스월드
수태

3백만명의사용자 예상
1,000만명의사용자



다른방, 
다양한사용사례

트레이딩룸

거래와관련된전략을시연하고선보일수

있습니다.

뮤직라운지룸

완전히새로운차원에서좋아하는

아티스트의최신독점음악을

경험하십시오.

행사실

생생하고사실적인상호작용을경험할

수있는완벽한기회입니다.

펄스 월드

메타버스



게임룸

혁신적인실제게임경험.

회의실

성공을극대화하기위해프레젠테이션

및팀회의를개최할수있는최첨단

가상회의실.

자기개선을위한맞춤형의

다면적이고광범위한가상수업으로

자신을교육할수있는완전히새로운

학습경험입니다.

아카데미객실

펄스 월드

메타버스



펄스월드토큰

XPL은펄스메타버스의

공식통화가될것입니다.
더많은토큰보유; 더많은

혜택제공

향후몇년동안 60억개의토큰을소각하여토큰가치상승예상

120 억달러의토큰만

사용할수있습니다.
XPL은여러주요타사

거래소에상장됩니다.

02

01 03

0504

XPL 소개



독점적인
펄스플랫폼



파 트 너 관 계

오메가프로는펄스의독점파트너가될것입니다.

오메가프로회원은 XPL 토큰출시에참여할수있는첫번째기회를갖게됩니다.

Pulse and OmegaPro



펄스에오신것을

환영합니다



XPL 토큰은 12 월 1 일에주요제 3 
자거래소에상장됩니다.

초기출시
값

2023년 1월 2024년 4월

출시
증권시세표시기 예상 토큰 가격

$1.00 $3.00$1.25



오메가프로제품군의모든구성원은선점자의이점을얻습니다.

12월 1일출시가격은 $1.00입니다.

12월 1일부터 XPL은제3자거래소에서거래할수있습니다.

11월 5th, 2022 11월 9th, 2022 11월 11th, 2022 November 16th, 2022

매우제한된패키지 매우제한된패키지 매우제한된패키지

XPL 당단 $ 0.50 XPL 당단 $ 0.75 XPL 당단 $ 0.85 XPL 당 $ 1.00

최고의기회

독점적인
오메가프로
이점

15%
할인

25%
할인

50%
할인



커뮤니티이점

오메가프로커뮤니티회원은항상 XPL을오픈마켓에서할인된가격으로

구매할수있습니다.

오메가프로커뮤니티회원은잠재적인보상으로최대 60%까지적립할수

있습니다. 

오메가프로커뮤니티회원은펄스메타버스의독점섹션에무제한으로

액세스할수있습니다.

OmegaPro



오메가프로커뮤니티회원은다음 PulsePro패키지목록에서자신의필요에가장적합한패키지를

선택할수있습니다.

*각패키지에대해 $49의소프트웨어요금이적용됩니다.

어떻게작동합니까?



OmegaPro 커뮤니티회원은이매우제한된패키지혜택을누릴수있습니다.

매우제한된패키지



각팩은 .329%의일일예상보상을획득합니다!  이것은 16 개월
동안 60 %입니다. 
예를들어:

회원이 11월 5일최초출시시 $10,000 펄스팩을구매하는경우.  그
사람은 10,000개가아닌 20,000개의 XPL 토큰(50% 할인)을받게
됩니다.

해당회원은 16개월후일일보상에서추가로 12,000 XPL을받게
됩니다.  

총보상 20,000 +12,000= 32,000 XPL

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잘돼요?

$10,000 패키지에대한 320% 수익!



이전예에서 XPL이 $1로유지되면 320%의예상수익이됩니다.
이제더 크게 생각합시다!

토큰당 $3.00인경우 $10,000 패키지는이제단 16개월만에 $96,000의가치가있습니다!  $32,000 아님

우리가기대하기를희망하는것 (단지예일뿐보장되는것은없음)

날짜

2023년 1월 XPL 가격토큰 $ 1.25

2024년 4월 XPL 가격 $ 3.00 토큰

투사

가능성을상상해보십시오

960 %입니다.



구매한각패키지는 16개월동안활성

상태여야합니다.

일일보상이요청되고 BTC, USDT 또는

기타암호화폐로교환되는순간일일

보상은하루 0.329%에서하루 0.246%로

감소하여 16개월동안 120%가됩니다.
일일보상의 10%만 BTC, USDT 또는

기타암호화폐로인출할수있습니다.

토큰가치를높이기위해향후몇년

동안 60 억개의토큰을소각할것으로

예상됩니다.일일보상은펄스생태계에서사용할

수있습니다.

이것은제한된공급을더욱제한하여더

많은수요를창출합니다!

어떻게늘릴수있습니까? 
XPL 토큰의가치?



오메가프로네트워크 펄스네트워크

왼쪽다리 오른쪽다리 왼쪽다리 오른쪽다리

1,000,000 BV 1,000,000 BV20,000 BV 40,000 BV

파워레그는 BV가생성된방식에관계없이두네트워크모두에대해계산됩니다.
두네트워크의파워레그이월포인트는 940,000 ( 1,000,000 - 20,000 - 40,000 )

$4,000 벌어$2,000 벌어

너

Partner Partner Pulse Pulse

Partner Partner Partner Pulse PulsePartner Pulse Pulse

너

오메가프로네트워크보너스를받으려면오메가프로파트너패키지를

구매해야합니다.
펄스패키지를구매해야오메가프로네트워크보너스를받을수

있습니다.

기회 2배, 주간한도 2배



구매한모든 Pulse 
패키지도바이너리로
이동합니다!

전체 BV 및 RV가
수여됩니다!

BV는펄스네트워크에서
분리되며랭크볼륨은

결합됩니다.

*70/30 규칙은
네트워크보누에
적용됩니다.

* 70 %는전자지갑으로이동합니다. 
* 30%는새로운 Pulse 패키지를구매하는데사용할수있는 A-Wallet으로이동하지만 BV 또는 RV 포인트는생성되지않습니다.

예!
예! 이것은네트워크에도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