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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스타 (ACE) 란?
토큰스타의 주요 목적은 ACE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 ACE 토큰 판매 과정을 조직하고 수
행하는 것입니다. ACE 토큰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한 모회사인 TokenStars Group
Limited, BVI에 의해 발행됩니다. 그리고 ACE 플랫폼은 주로 협력사인 TokenStars Group Limited,
Cyprus에 의해 개발 및 운영됩니다. 토큰스타는 ACE 플랫폼을 개발을 돕고, ACE 플랫폼 주변의
커뮤니티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징
• ACE는 전 세계의 스포츠 플레이어와 스폰서를 찾아 매칭해주는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ACE는 운영 상 의사결정을 위해 DCV(Decentralized Community Voting) 메커니즘을 사용합
니다. 이는 직감에 의존하는 기존의 편파적인 스포츠 에이전트들보다 똑똑한 군중들의 투
표가 훨씬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함입니다.
• 사람, 특히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토큰화 프로젝트는 토큰스타가 처음입니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는 테니스 부문에 집중해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인데, ACE는 주니어 나이
대의 테니스 유망주들에게 자금 지원과 홍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그들을 서포트합니다.
또한 기존의 프로 선수들에게는 스폰서쉽과 프로모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ACE는 인재 소싱 프로세스에 분산 시스템을 적용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프로 선수들에게는 더 많은 광고 계약을 유치해줍니다. ACE는 글
로벌 프로모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수들에게 좋은 조건의 스폰서 계약을 제공하고, 또
한 글로벌 스카우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스카우트를 ACE 플랫폼
으로 유입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ACE 토큰은 ACE 플랫폼에서 유틸리티 기능을 수행하는 암호화 요소를 갖춘 유틸리티 토
큰입니다. ACE 토큰은 Ethereum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며 널리 사용되는 ERC20 표준을
준수합니다. ACE 플랫폼의 기능 및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거래소에서 ACE 토큰을
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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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現 토큰스타 프로젝트 최고 경영자
前 시스테마 매스미디어 전략 및 M&A 책임자
現 토큰스타 프로젝트 최고 기술 책임자
前 ITSumma 최고 경영자
現 토큰스타 프로젝트 최고 마케팅 책임자
前 Groupon Russia 최고 마케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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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펙
1) 기본정보

2) 시장정보

암호화폐명

TokenStars
(토큰스타,ACE)

최초발행일

2018-05-12

소재지

모스크바

합의알고리즘

-

14,476,036 ACE

시장유통량

11,794,375 ACE

시가총액
거래량(24h)

$159,967 ≈ 1.8억원
$40,031 ≈ 4,516만원

퍼블릭 체인 및 프로토콜

거래가격(USD)

$0.013563

https://tokenstars.com/en/ace

거래가격(BTC)

0.00000332 BTC

분류
홈페이지

총발행량

▷ 2019-03-21 Coinmarketcap 기준

개발 활동
1) 프로젝트 기본정보 (Github)

watch
8

sta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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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k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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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1) 퍼포먼스 데이터
암호화폐 연혁

10개월

지난 30일 변동성

72.38%

지난 7일 변동성

34.96%

역대 최고가 (USD)

$0.2595

USD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97.93%

역대 최고가 (BTC)

0.00003123 satoshi

BTC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95.81%

누적 수익률

-98.90%

상승 월 비중

17.00%

일 최대 하락률

-40.91%

일 최대 성장률

+65.72%

월 최대 성장률

+77.88%
▷2019-03-21 CoinCheckup 기준

2) 가격 변동 추이

▷2019-03-21 Coinmarketcap 기준

3) 거래 정보
주요 거래 통화

주요 거래소

▷2019-03-21 Coingecko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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