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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 여러분, 니트족이 아닌 여러분, NEETCOIN Project 입니다.
운영보고를 공지하겠습니다.

(1) 거래소 상장 1:coinhouse.eu
오랫동안,「거래소에 상장 했니?」라는 질문을 들었는데 드디어 교환 할수 있는 거래소가 생겼습니다.
아직 유명하지 않는 거래소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기념해야 할 거래소로,
coinhouse.eu 의 운영진에게도 감사의 뜻으로 전합니다.
유통량의 탓인지 조금 높은 환율 10000satoshi
전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를지 내려갈지는 모릅니다.

(2) 에어 드랍 #2
조금 기다리게 하고 있지만, 질문 하신 분에게 대답한 것처럼 거래소의 투표와 관련시킨 기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1 에 참가한 분도 투표 기획으로,NEET 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 에 참가 않하신분도,#1 동일한 구조로 재개하므로,
#1 구조와 #2 기획에서는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게재가 성공하면 니트코인 배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배포량은 인원 증가가 있어 과거 이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회#1 에서는 100,000 NEET
배포를 실시했습니다.

(3) 모바일 월렛
현재 바운티 프로그램도 겸하고, 익스플로러 insight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월렛에 사용될 예정으로 완성되면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됩니다.

(4) 거래소에 어필,협상
전술한 (2) 에어 드랍 #2 에 관계된 이야기지만, 운영진은 계속 거래소를 늘릴 수 있도록, 혹은 에어
드랍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일으킬수 있도록 거래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소와 협상에서 안 일이지만 많은 거래소가, 웰컴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준비하세요」라는 거래소가 많습니다. 우리 운영진도 기부를 모으고 있고 약간의 각오는
있었지만, 그것이 2BTC 와 4BTC, 싸도 0.5BTC 등으로 들으면 현재의 기부 자금으로는 무리가 생깁니다.
그것을 치렀다고 하여 확실하게 상장 할지 알수 없으며, 모처럼의 기부를 낭비하는 실패를 회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 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단지, 유저의 목소리에 의한 판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거래소에 상장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선 거래소에 목소리를 내어 보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 바운티 프로그램:PV
Promotional Video, 내용은 정하지 않지만 NEETCOIN 에 대한 동영상 작성 하면
바운티를 지급합니다.
Discord 의#bounty-and-guidelines 를 참고하고 싶습니다만, 퀄리티에 대해서/Depending on
quality:50~500+ NEET 입니다.
그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와 로고 데이터도 바운티 페이지에서 제공 중입니다.

(6) 의인화 미소녀 캐릭터 콘테스트의 모집 마감전
지금까지 14 작품이 응모 됐습니다. 1 월 31 일까지 접수 하고 있습니다.
1 위는 2,100 NEET 이며, 지금 환율로 수십만엔입니다.
환율은 변동하지만 상담한 상금입니다. 이 콘테스트는, 운영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7) 운영진 보유량 보고
이미 웹 페이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중도 발표 요구가 있으므로
정기 보고를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목소리의 원인은 에어 드랍#2 이 좀처럼 실시되지
않아서 나온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2)및(4)의 상황이 있으니 우선은 기다려 주십시오.

(8) 실제로 NEETCOIN 을 사용한 기획
자세한 것은 지금부터지만, 예정하고 있습니다. NEETCOIN 으로 결제를 하고 무언가를 구입, 혹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24NEET 로 샌드위치를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용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으니 기회가 있으면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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