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perWorld  

소셜 AR + 사용자 관심도 조정 게이밍,
블록체인을 통한 제작자와 마케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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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fire의 공동 설립자 (게임 인스턴트 메시징   

 플랫폼, 2006년에 Vcom/MTV에 의해 1억 2  

 백만 달러에 인수됨)

• Phizzle• Phizzle의 공동 설립자 (모바일 스포츠 마케팅  

 플랫폼, Cleveland Cavaliers, New York    

 Knicks 등의 NBA 팀 및 HBO, Comcast, Fox  

 Sports 및 CableVision 등의 미디어 회사를   

 지원함).

• Storytime Studios의 공동 설립자 (SKIT!    

 Kids, 어린이용 소셜 애니메이션 앱)

• • 이론 물리학 박사 학위 케임브리지 중퇴

Max Woon
 공동 설립자

• Rogue Initiative, 할리우드 필름, TV, VR 스튜디오의   

 공동 설립자 및 CBDO

•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본사를 둔 선도적인 벤처 캐피탈   

 펀드 EastLabs의 창립 파트너

• Andreessen Horowitz, Rockefeller의 후원을 받은   

 Toptal의 상급 비즈니스 개발자/글로벌 전도사, 

 Facebook과 Zynga의 공동 창립자

• Spen• Spencer Trask Ventures의 Venture Capital 부사장

• UBS 투자 은행 및 HSBC 증권의 투자 뱅커

• 경영 컨설팅 회사인 Aon Hewitt의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 MPH/MBA에서 금융 및 기업가 정신 학위,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과 라이스 대학교 예술 학사

Hrish Lotlikar  
         공동 설립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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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y Tran
 Head of Product

팀

• 모바일 게임 회사인 OneAll Games의 공동   

 설립자

• ARLegends의 공동 설립자이자 CTO, 증강   

 현실 엔터테인먼트 회사

• 신생 기업 및 옹호 단체와 주로 협력하는 성장  

 마케팅 대행인 Solve Growth의 공동 창립자겸  

 성장 책임자

• 동남아시아 최초의 사회적 영향 요인 기관인   

 Saigon Social의 설립자.

• USC 인큐베이터 및 GrowthX Academy의   

 고문

Jon Wong
        Front End Engineer

Kenneth To
            성장 책임자

• 가장 큰 IP 소프트웨어 회사 중 하나인 

 Palamida의 제품 관리

• 증강 현실 게임 회사인 AR Legends 공동 설립

• 온라인 명품 기업 Melrose Inc의 최고 운영   

 책임자

• UC Berkeley에서 경제학 학위 취득

• Extreme Enviornments 과정을 통해 NASA  

 와 협력하여 근무함

• Alpert Warren 의과 대학을 통한 디자인 및   

 건강 과정 공동 진행

• 로드 아일랜드 학교 - 산업 디자인 학위

Luiza Grigorova
 UI/UX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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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no
창의적인 책임자 & 전략

• 국제 남성 모델

• DJ 및 음악 제작자

• BYU 하와이에서 국제 경영 연구

• Showhome Furniture Canada의 전무 이사겸 글로벌   

 소싱 매니저

• 전 서커스 저글러

 

Reuben 
Mckechnie
인플루엔서 마케팅 전략가

• 25년의 베테랑 감독상 수상

• Nike, LVMH, Calvin Klein, Mercedes Benz,   

 Puma, Warner Bros, EMI, Virgin Records,   

 Zomba Jive, Universal, Sony Music 담당자

• Spacemonkeys의 창립자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국제 남성 모델

• DJ 및 음악 제작자

• 전 5x 카이트보딩 챔피언

• 함부르크 Sehsucht의 그래픽 디자인 인턴       

 (클라이언트: Mercedes, Lamborghini, Audi)

 

Nils Wesch
그래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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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Scoble
•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일련의 기업가 및  

 해커.

• Hired의 공동 설립자

• Talkable의 공동 설립자

Allan Grant
• 증강 현실 (AR), 가상 현실 (VR) 및 인공 지능   

 (AI)에 관해 특히 다음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와   

 강연자.

• Tobias Ratschiller는 지난 20년간 기업가, 투자자  

 및 고문으로 웹과 온라인 미디어에서        

 활동해왔습니다.

• 그는 투자자 및 ICO 고문으로 암호 화폐에      

 참여하여 프로젝트가 5 천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얻도록 돕습니다.

• • 그는 암호화폐 Coin.News 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고문

Tobias 
Ratschill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