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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인 (R) 이란?
리베인(Revain)은 커뮤니티에 프로젝트와 거래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리뷰 플랫폼입니다. 리뷰 작성이나 호감/불호 등 모든 사용자 행동은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정보
는 그 누구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 당사자에 의해 리뷰 내용이 조작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특징
• 리베인 AI는 모든 리뷰를 확인하며, 낮은 품질의 리뷰를 걸러내고, 고품질 리뷰가 보상받
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리뷰의 유용성과 품질을 모두 분석하는 복잡 시스템입니다.
무엇보다 리베인 AI는 모든 리뷰에 대해 복사 및 붙여넣기를 방지하여 각 리뷰가 고유한
값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 리베인은 R과 RVN이라는 두 개의 토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R 토큰은 ERC20 토큰
이며, 여러 거래소에 상장돼 있습니다. 반면 RVN은 리베인의 자체 토큰이며, 리베인 플랫
폼 내부에서만 사용되고 거래소에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RVN을
R 토큰과 교환해야지만 RVN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RVN은 고품질의 리뷰를 작성한 저자
에게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RVN은 향후 리바인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불
수단으로도 기능할 것입니다.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업은 고품질 및 유용한 리뷰에 대해
이용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기업은 각 리뷰 당 0.1RVN에서 100RVN
포상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RVN은 스테이블 토큰이며 미국 달러에 페깅 돼있습니
다(1 RVN = 1 USD).
• 사용자는 사용자 지정 알고리즘에 따른 랭킹 목록을 찾아보거나 검색 표시줄에 직접 타
이핑 함으로써 프로젝트나 거래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등급은 종합 점수, 팀,
커뮤니케이션 및 진행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거래소 등급은 종합 점수, 고객지원, 인출,
등록 과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리베인은 토큰 소유자 및 다양한 사용자 그룹에 의해 작성된 실제적이고 진실성 있는 리
뷰를 제공합니다. ICO 전문가가 작성하고 ICO 등급 웹사이트에서 게재한 분석 기사와 달
리, 리베인 플랫폼에 등록된 리뷰는 실제 해당 프로젝트의 토큰을 소유한 다수의 저자에
의해 평가되고 작성됩니다. 사용자들은 긍정적인 리뷰와 부정적인 리뷰를 바탕으로 투자
측면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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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펙
1) 기본정보

2) 시장정보

암호화폐명

Revain
(리베인, R)

최초발행일

2017-11-02

소재지

러시아

총발행량
시장유통량
시가총액

1,000,000,000 R
484,450,000 R
$71,595,494 ≈ 809억원

합의알고리즘

작업 증명(PoW)

거래량(24h)

분류

수직 산업 응용

거래가격(USD)

$0.147787

https://revain.org/

거래가격(BTC)

0.00003674 BTC

홈페이지

$1,121,835 ≈ 12억원

▷ 2019-03-19 Coinmarketcap 기준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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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1) 퍼포먼스 데이터
암호화폐 연혁

16개월

지난 30일 변동성

54.18%

지난 7일 변동성

26.17%

역대 최고가 (USD)
USD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역대 최고가 (BTC)

$3.83
- 96.13%
0.00040058 satoshi

BTC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 90.84%

누적 수익률

+58.92%

상승 월 비중

- 25%

일 최대 하락률

- 20.41%

일 최대 성장률

+47.55%

월 최대 성장률

+46.41%
▷2019- 03- 19 CoinCheckup 기준

2) 가격 변동 추이

▷2019- 03- 19 Coinmarketcap 기준

3) 평가 점수 (FCAS)

▷ 2019-06-03 Coinmarketca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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