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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EightCoin – 최근 개발된 트론 블록체인 (Tron Blockchain)을 기반으로 보

건 및 피트니스 부문을 장려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2018년 8월에 출시 되

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바쁜 일상 때문

에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ActivEightCoin은 운동하는 동안 소모되는 활동적 칼로리 (Active Calorie)와 매

일 걷는 걸음의 수를 카운트하여 암호화폐로 보상하는 방안을 통해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ActiveEightCoin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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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들은 현재 그들의 운동 기록을 Telegram 채널이나 웹사이트의

DropBox에 제출합니다.

• 활동적 칼로리는 운동 기록에서 추출되어 ActivEightCoin으로 전환됩니다.

• 활동적인 칼로리가 추적된다면 어떤 종류의 운동(달리기, 사이클, 수영 등)을

통해서도 ActivEightCoin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일일 도보량도 ActivEightCoin으로 전환됩니다.

• 전체 웹 사이트가 시작되면 멤버들은 지원되는 다양한 파일 형식(.fit, .gpx, 

.tcx)으로 자신의 운동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보상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보상은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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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피트니스 산업은 약 875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20억 달러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전세계에는 20만 개 이상의 체육관과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 미국의 피트니스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됩니다. 300억 달러 상

당의 가치가 있고 거의 40,000개의 체육관과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 영국의 피트니스 산업만 해도 7,000개 이상의 체육관이 있으며 50억 파운드

이상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 보건과 피트니스 산업은 암호화폐가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

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글로벌 피트니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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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및 피트니스 앱의 사용은 지난 4년간 350% 증가했습니다.

• 활동적 사용자의 75% 이상이 일주일에 최소 두 번 이상 기본 앱을 사용합니다.

• 스마트폰의 전세계적 보급율과 FitBit와 같은 신체 활동 추적기의 사용이 증가하

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신체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되

었습니다.

• ActivEightCoin은 신체활동에 대해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

이 운동을 늘리거나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자극할 것입니다.

건강및피트니스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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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EightCoin은 글로벌 보건 및 피트니스 분야를 위해 만들어진 통화입니다.

•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ActivEightCoin 은 온라인, 매장 및 체육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POS(Point of Sale) 시스템에 통합됩니다.

• ActivEightCoin은 Activ8.coin 사이트의 ActivEightMarket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통화입니다.

• ActivEightCoin은 웹 사이트 및 Dapp에서 팁 토큰으로 사용됩니다.

• 'Activ8ting'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ActivEightCoin을 동결하고 소유자가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tiveEightCoin 사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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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EightCoin 타임라인

CryTrEx 거래소 상장
및 CoinGecko 등재

확장된 로드맵
및 개발 개요

공개

전체 웹사이트
개설

백서 공개

추가적인 거래소
상장 계획

ActivEightCoin

Dapp 출시

2018년
8월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019년
1월

2019년
2분기

2018년
12월

2019년
1분기

ActivEightCoin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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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EightCoin 마일스톤

2018년8월 ActivEightCoin 출시, TronLoot 및 RoboCoin과 전력적 제휴

2018년9월 임시 웹사이트 개설, TronBitcoin과 전략적 파트너쉽(Reward Wheel)

2018년10월 ActivEightCoin 2000명 홀더 Active8.com 웹사이트 영구 등록

2018년11월 ActivEightCoin CryTrEx 상장, 트론 생태계 외부 거래소 첫 트론 토큰이 됨

2018년11월 ActivEightCoin CoinGecko 등록, 암호화폐 등급 사이트 등록된 첫 트론 토큰이 됨

Roadmap



ActiveEightCoin 링크

• 웹사이트 - https://activ8coin.wixsite.com/activ8
https://activ8.coin(coming soon)

• 텔레그램 - https://t.me/Activ8Coin(Main)
https://t.me/Activ8Market(Korean)

• 소셜미디어 - https://twitter.com/activ8coin 
https://fb.me/Activ8Coin

• 거래소 - https://crytrex.com

• 시장 데이터 - https://www.coingecko.com/en/coins/activeightcoin

• 트론스캔 -
https://tronscan.org/#/token/ActivEightCoin/TNAqbUmUXLkaYsBsKKhjus1
uyxnaD1m2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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