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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코인 (CHAT) 이란?
오픈챗(OpenChat)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반의 인스턴트 메시징 프로토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챗코인(ChatCoin)을 자체 토큰으로 사용합니다. BeeChat은 오픈챗이 제공하는
프로토콜 프레임 워크에서 실행되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BeeChat은 금융 인센티브
를 사용하여 분산된 오픈챗 생태계에 다른 디지털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신 및 지갑
형태로 제공합니다. 오픈챗 Reward Engine에 의해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에게 챗코인을 보상
으로 제공합니다. 오픈챗은 공통 윤리를 바탕으로 콘텐츠 및 거래의 합법성을 보장해줄 뿐
만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수익 창출 전략에 대해 불필요한 제한이
나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BeeChat은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
며, BeeChat은 오픈챗 개발을 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징
• 오픈챗은 구글의 전 직원들이 설립한 오픈소스 조직입니다. 이들은 주로 블록체인을 기반
으로 한 BIMP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일을 합니다. BIMP 프로토콜은 다양한 IM에서 전송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의 특징을 전통적인 XMPP 프로토콜에 추가한 버전입니다. 오픈챗의
주요 기능에는 인스턴트 메시징 커뮤니티, 거래소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픈챗
은 기존의 모든 IM 도구를 통해 디지털 화폐 레드 패킷과 디지털 게임 애완동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오픈챗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한 분산 프로토콜 BIMP의 집합입니다. BIMP 프
로토콜의 첫 번째 Floor- to- Ceiling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블록체인 크로스 링크 기술에 기반한 Add- On 라이트 지갑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인스
턴트 메시징 플랫폼(부분적으로 구현됨)
• 2. 분산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부분적으로 구현됨)

• 3. 투표 과정에 BIMP프로토콜과 챗코인토큰을 사용하는 거래소
(현재 여러 주요 거래소와 논의 중)
• 오픈챗 팀은 BIMP 프로토콜을 실행하고 챗코인 토큰을 유통시키기 위해 전략적 어플리케
이션 파트너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BIMP 프로토콜에 의해 만들어진 챗코인 토큰은
BIMP 기반 채팅 도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이것은 오픈챗 플랫폼에서 발행되고,
사용자에게 보상, 지불을 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며,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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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펙
1) 기본정보

2) 시장정보

암호화폐명

ChatCoin(챗코인, CHAT)

최초발행일

2018-01-20

소재지

-

합의알고리즘

PoV

시장유통량
시가총액
거래량(24h)

1,000,000,000 CHAT
690,000,640 CHAT
$2,822,043 ≈ 32억원
$334,670 ≈ 3.7억원

수직산업응용

거래가격(USD)

$0.004090

http://www.openchat.co/

거래가격(BTC)

0.00000102 BTC

분류
홈페이지

총발행량

▷ 2019-03-25 Coinmarketcap 기준

개발 활동
1) 프로젝트 기본정보 (Git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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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치(watch) 란? 프로젝트의 업데이트를 체크하고 있는 개발자 수.
스타(star) 란? 프로젝트를 즐겨찾기한 개발자 수.
포크(fork) 란? 해당 프로젝트 소스코드를 자신의 저장소에 저장한 개발자 수.

커밋(Commit) 이란? 프로젝트의 내용을 수정(업데이트)한 기록.
컨트리뷰터(Contributors) 란?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수.

2) 기간별 컨트리뷰터 커밋 수 (Github)

※ 프로젝트의 목적 및 산업에 따라 Github 기준 개발 활동량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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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1) 퍼포먼스 데이터
암호화폐 연혁

14개월

지난 30일 변동성

38.72%

지난 7일 변동성

18.70%

역대 최고가 (USD)

$0.4505

USD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 99.11%

역대 최고가 (BTC)

0.00004457 satoshi

BTC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 97.78%

누적 수익률

- 98.82%

상승 월 비중

25.00%

일 최대 하락률

- 34.31%

일 최대 성장률

+43.37%

월 최대 성장률

+58.19%
▷2019-03-25 CoinCheckup 기준

2) 가격 변동 추이

▷2019-03-25 Coinmarketcap 기준

3) 평가 점수 (FCAS)

▷ 2019-06-03 Coinmarketca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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