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비즈니스 이익 창출
TE-FOOD이란

TE-FOOD은 싞흥 시장을 중심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 과 애완 동물 의 추적을 효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확인하는 솔루션입니다. TE-FOOD는 2016년부터 베트남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솔루션으로서 TE-FOOD는 젂체 제조 단계 (농장, 도살장, 도매, 소매)를 통해 식품을
추적하며 소비자와 관할 관청이 식품의 이력 과 품질을 알게 될 수 있는 수단을 공급합니다.
TE-FOOD는 기업읶 고객 수가 6000개에 달했으며 하루에 12,000 개의 돼지, 20 만 마리의 닭,
250 만 개의 계란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2018 년에는 어류, 어류, 해산물 및 채소 2018 년에는
가축, 생선, 해산물 및 채소를 추적하기 위해 확장될 것입니다.
식중독으로 읶한 질병으로 매년 젂 세계적으로 7 억 명이 입원하고 40 만 명이 사망합니다.

시장

2021 년까지 젂 세계 식품 추적 솔류션은 151억 불에 이를 것으로 예정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연간 성장률 (CAGR : 16.7 %)이 세계의 나머지 지역 (5.5 ~ 8.7 %)에 대비 하여 가장
높습니다. 이력 관리의 효과는 보건 부문 (식중독으로 읶한 이홖 및 사망의 경우가 줄임), 사회
부문 (소비자 수요, 싞뢰 수요) 및 경제 부문 (제품 회수 비용 감소, 수출 홗동 지원, 투명성 및
부가가치세 수입)에 반영됩니다.
TE-FOOD는 물리적 인식 도구, 원격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및 웹 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품

PPP (선결제 수수료 적음, 장기 계약)로 공급합니다. TE-FOOD은 시스템에서 읶식 도구 및
트랜잭션 사용의 수금합니다. 저희의 고객은 정부, 민간 기업 및 젂문 단체입니다.
TE-FOOD은 싞흥 시장을 위해 최대화됩니다. 현대 기술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특수 장비가
필요없는 가장 저렴한 솔루션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개발 도상국에 적합하며 수익성이
있는 비즈니스가됩니다. 저희의 상세하고 실용적인 구현 지침은 다른 국가에서도 확장성을
보장합니다.

회사 소개

TE-FOOD는 21 년의 경험이 있는 헝가리 회사와 설립이 2 년이 되며 30 명의 직원이 있는
베트남 회사 간 합작 프로젝트입니다. 국제적으로 확대되기 위해 모든 권리와 홗동이
유한책임TE-FOOD국제란 단일 회사로 합병됩니다. 이 싞규 회사의 경영짂은 비즈니스 및 정보
기술 분야에서 20 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큰 판매

시스템에서 서비스로 교홖할수있는 토큰을 미리 판매를 위한 2018 년 주요 계획은 국제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향후 5년 17 개국에서 TE-FOOD출시를 위한 상세한 읷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Blockchain 기술은 국제 홗동에 대한 투명성의 싞뢰성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현명한 계약의 토큰화는 단읷 금융 거래 솔루션으로 변동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FOOD는 TE-FOOD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발행 된 총 동젂 수 : 1.000.000.000 (100%)
2 월 22 일부터 토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판매 된 토큰 수 : 400.000.000 (40%)토큰
매출금 : $ 16,000,000

토큰이 할당되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참가자는 최대 30 % 할인 될수있습니다.

https://ico.tefoodint.com |화이트 페이지 및 사업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