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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포츠 (All Sports) 란?
올스포츠 (All Sports)는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으로서 스마트 계약 및 토큰 시스템
을 기반으로 스포츠 정보 및 소셜 오픈 플랫폼이자 스포츠 IP 자산 거래 및 프로모션 플랫폼, 스포츠
퀴즈 플랫폼, 스포츠 애플리케이션/게임 오픈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SOC(All
Sports Coin)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분산형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전통 비즈니스의 경계를 허물
어, 올스포츠에서 제공하는 4개의 개방형 플랫폼 위에서 보다 강력한 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
니다.

특징
• 올스포츠 퍼블릭 블록체인(All Sports public blockchain)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스포츠 산
업과 스포츠 생태계의 사업 분야와 응용 분야를 서로 결합시킵니다. 올스포츠는 이 과정에서 사용
되는 자체 암호화폐인 올스포츠 코인(SOC)을 발행합니다.
• 개발자와 프로젝트 생태계 내 파트너들은 올스포츠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자체 애플리케이션과 리
소스를 개발하고 액세스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오픈 플랫폼을 통해 고객을 빠르게 유입시킬 수 있
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생태계 내 파트너들은 스포츠 IP 자산 거래 및 프로모션 플랫폼, 스포츠 퀴
즈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게임 오픈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가치 이전 및 토큰 소비 라는 두 가
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올스포츠 퍼블릭 블록체인(All Sports Public Blockchain)의 역할은 개발자들이 주요 애플리케
이션의 API를 통해 SOC 사용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리소스를 활용하도록 지
원하는 것입니다.
• 올스포츠 재단의 목표는 스포츠 산업 생태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글로벌 분권형 스포츠 블록체
인 플랫폼을 만들어, 업계의 모든 사용자와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가치 전달의 자유로운 흐
름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응용 산업이 발전하
게 하는 것입니다.
• 올스포츠 재단은 강력한 기술력과 오프라인 자원 통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모
바일 축구 매체와 커뮤니티, 세계 최고의 스포츠 베팅 공급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 블록체인 협력
에 대한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과도 공감대를 이루며 강력한 산업 지원으로 올 스포츠 퍼블릭
블록체인 구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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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펙
1) 기본정보

2) 시장정보

암호화폐명

All Sports
(올스포츠, SOC)

최초발행일

2018-07-27

소재지
합의알고리즘

싱가포르
작업 증명(PoW)

총발행량

1,500,000,000 SOC

시장유통량

1,499,865,882 SOC

시가총액
거래량(24h)

$7,638,715 ≈ 86억원
$682,485 ≈ 7억원

사업 분야

수직 체인 및 프로토콜

거래가격(USD)

$0.005093

홈페이지

https://www.allsportschai
n.com

거래가격(BTC)

0.00000127 BTC

사업 진행

▷ 2019-03-22 Coinmarketca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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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1) 퍼포먼스 데이터
암호화폐 연혁

14개월

지난 30일 변동성

33.17%

지난 7일 변동성

16.02%

역대 최고가 (USD)

$0.3006

USD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98.31%

역대 최고가 (BTC)

0.00003035 satoshi

BTC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95.85%

누적 수익률

-97.59%

상승 월 비중

-33%

일 최대 하락률

-41.89%

일 최대 성장률

+80.38%

월 최대 성장률

+161.86%
▷ 2019-03-22 CoinCheckup 기준

2) 가격 변동 추이

▷ 2019-03-22 Coinmarketcap 기준

3) 평가 점수 (FCAS)

▷ 2019-06-03 Coinmarketca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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