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모바일 건강 (mHealth) 앱 및 웨어러블 사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 사용자의 52%
이상이 핸드폰에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mHealth 앱 스토어 다운로드 수는
총 32억 건이었습니다. 건강 관련 데이터는 데이터 기반 스포츠, 건강 및 웰빙 업계에 있는 개인 및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디지털 헬스마켓 경제의 성장
미국 달러 기준 억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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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작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용자들은 데이터를
집계, 공유 및 수익 창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상호 연결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업계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mHealth 앱의 등장은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며
건강 관리가 향상되고, 스포츠 및 웰빙 시장이 보다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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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디지털 기술의 약속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Source: www.statis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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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mpo 생태계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Lympo는 사용자로부터 생성되고 제어되는 휘트니스 및 웰빙
데이터로 구동되며, LYM 유틸리티 토큰을 통해 가치 교환을 가능토록 합니다. Lympo의 목표는 데이터가
모든 업계 이해 관계자에 의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보상받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3개의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1. Lympo 휘트니스 지갑, 2.시장 및 Lympo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1. Lympo 디지털 휘트니스 지갑과 사용자 보상 체계는
Lympo 생태계의 핵심입니다. 지갑은 생태계에 대한 입구
역할을 하며, 사용자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업적에 대해
LYM 토큰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2. 이 토큰은 500명 이상의 휘트니스
전문가를 통합하고 있고, 나중에는 스포츠,
웰빙 그리고 건강 제품과 서비스 제공
업체까지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확장될
Lympo 플랫폼 상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LYM 토큰은 이 새로운 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할
혁신적인 데이터 기반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Lympo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사용될 것입니다.

Lympo 생태계는 사용자들이 리투아니아, www.lympo.lt.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와 호주 및 멜버른까지 확장되어
운영되는 500여명 이상의 휘트니스 전문가를 통해 최고의
개인 트레이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존 플랫폼에서
시작합니다.
기업가, 스포츠 및 건강 전문가와 기술 인재로 구성된 이
열정적인 팀은, 사전 판매 동안 기금 모금을 마련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한 생활 방식으로 생활하면서
토큰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PoC를 만들고자 합니다. 과학 분야의 블록체인 전문가, 공공 부문의 블록체인
컨설턴트, 보건 전문가 및 기술 전문가를 포함한 다목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고문단이 Lympo가 블록 체인
혁신을 통해 사람들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최선의 조언을 드린다는 것을 보장드립니다.

토큰 배포

총량
10% 팀 및 고문

총 토큰 수량 : 1.000.000.000 LYM

3% 사전 판매 및 토큰 판매 비용
22% 스포츠 재단을 위한 Lympo
생태계 권한 부여 토큰 및 블록체인

총 하드 캡 : 14.625 ETH = 650 백만. LYM
소프트캡 : 15%

26,5% 사전 판매

38,5% 토큰 판매

Lympo 생태계 개발

사전 판매

Lympo 토큰 판매

토큰 판매

265 백만. LYM = 5000 ETH

385 백만. LYM = 9625 ETH

20% 보너스: 90 백만. LYM. 1 ETH = 60.000 LYM

1 ETH = 40.000 LYM

잔여 : 175 백만. LYM 1 ETH = 50.000 LYM

날짜 : 2월 17일 — 2월 28일
(하드캡에 도달할때까지)

날짜 : 1월 23일 — 2월 33일
(하드캡에 도달할때까지)

더 많은 뉴스와 업데이트를 원하시면 전보 채널 https://t.me/lympo 에 가입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