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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 Network의 Bounty Program을 소개합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각각의 Bounty Program의 참여 방법이 다르고 부여되는 토큰의 재고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며 반
드시 이용약관을 읽은후 참여바랍니다.

Bounty Program task categories and requirements
토큰 판매 홍보위해 부여되는 ACA토큰은 100,000,000개가 배당될 예정이며, 아래에 기재된
Bounty Program의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 Referral Program과 White List Program은 토큰 세일을 통해 최소 캡을 넘었을 경우에, ACA토
큰이 ETH 지갑 주소에 부여됩니다.
- White List Program과 Referral Program이외의 Bounty Program은 토큰 판매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ETH 지갑 주소에 부여됩니다.
- 토큰 세일을 통해 최소 캡을 넘지 못한 경우, ACA토큰은 ETH 지갑 주소에 부여되지 않습니다.
- 토큰 판매 사이트에서 Whitelist 및 KYC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ACA토큰은 ETH 지갑 주소에 부
여되지 않습니다.
- 토큰 판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Whitelist 및 KYC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Bounty Program에서
획득한 ACA토큰은 소멸됩니다.
- BountyProgram에 참가하는 경우, BountyProgram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ACA Network의 BountyProgram 이용약관:
https://aca.network/documents/ACA_BountyProgram_T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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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ral Program
토큰 판매 사이트에 등록하고 부여되는 Referral Code(제휴 링크)를 배치하고, 그 제휴 링크를 통해
서 등록한 사용자가 ACA토큰을 구입한 경우, 구입한 ACA토큰의 금액의 3%에 해당하는 ACA토큰이
부여됩니다. 다만 자신이 작성한 제휴 링크로 부터 등록한 유저로 한정됩니다. 또한, 제휴 링크의 URL
에서 등록을 하여 ACA토큰을 구입한 사용자에게도 구입한 ACA토큰의 금액의 1%에 해당하는 ACA
토큰이 부여됩니다.
프로그램 참가 규정
- 이 프로그램에는 Bounty Program의 전체의 30%인 3,000만 ACA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3,000만
ACA가 모두 분배될 때 이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 Referral Program에서 보너스 분으로 부여 가능한 ACA토큰의 수가 부족한 경우, ACA를 구입한
쪽에는 보너스 ACA토큰은 부여하지 않고, 제휴 링크를 작성한 사용자를 우선으로하여 나머지 양을 부
여합니다.
- 제휴 링크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셜 미디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A가 생성한 제휴 링크를 통해서 B가 등록하고 B가 10,000 ACA 구매 했을때는 A에 대해서는 300
ACA가 부여되고 B에 대해서도 100 ACA가 부여됩니다. 또한 B가 생성한 제휴 링크를 통해서 C가
등록하고 C가 10,000 ACA을 구입 했을 때는 B에 대해서 300 ACA가 부여되고 C에 대해서도 100
ACA가 부여됩니다.(C가 ACA토큰을 구입해도 A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참가 방법
1. 토큰 판매 사이트에서 계정을 생성해주십시오.
2. Referral Code(제휴 링크)를 생성해주십시오.
3. 부여된 Referral Code(제휴 링크)를 배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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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List Program
ACA Network의 토큰 판매 사이트에 계정 등록 및 ETH 지갑 주소를 등록하면, 4,000 ACA가 부여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참가 규정
- 이 프로그램에는 Bounty Program 전체의 10%인 1,000만 ACA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1,000만
ACA가 모두 분배될 때 이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 반드시 개인이 소유한 ETH 지갑 주소를 등록하십시오. 거래소의 ETH 지갑 주소를 입력하면 ACA
토큰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프로그램의 모집 기간은 4월16일~5월 14일까지입니다.
프로그램 참가 방법
White List Program의 Google폼의 포맷을 입력하여 신청해주십시오.
White List Program의 신청 페이지:
https://bit.ly/2qaCfZ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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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Moderation Program
Telegram과 LINE이나 KakaoTalk등의 커뮤니티 채널의 스팸 관리와 외국어 대응 등 목적으로, 해당
지역 담당자를 지정하고 운영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Bounty Program의 전체의 4%
인 400만 ACA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의 인원이 10명에 도달한 경우 이 프로그램의 모집을 마
감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큰 판매 종료 후에 ACA토큰을 부여합니다.
프로그램 참가 규정
- 5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이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간주합니다.(499명 이하의 커뮤니
티의 경우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 각 커뮤니티 내 담당자의 인원 수는 카페마다 ACA Network 측에서 정하게 됩니다.
-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Min. 20만 ACA, Max. 40만 ACA의 범위 내에서 작업량에 따라 ACA토큰
을 부여합니다.
- 스팸 계정이나 ACA토큰에 관심이 없는 계정을 모집한 경우 부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커뮤니티 내에서 응답 내용이 불명확한 질문 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ACA Network Official
Channel)에서 응답 내용을 확인해주십시오. 잘못된 내용을 올린 경우는 ACA토큰을 부여할 수 없습
니다.
- 커뮤니티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ACA Network Project에 관한 내용의 공유를 위해, 30분 ~ 1시간
가량 통화가 필요합니다. 통화의 스케줄은 Google폼에 입력해주십시오.
- 커뮤니티 담당자는 ACA Network Project의 운영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연락이 없이 24시간 이상 연락이 없는 경우는 작업량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
오. 연락이 어려운 때는 반드시 사전에 ACA Network Project의 운영자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프로그램 참가 방법
커뮤니티 채널 담당자 분은 Google폼의 포맷을 입력하여 신청해주십시오.
Community Moderation Program의 신청 페이지:
https://bit.ly/2HcUKUU

@2018 ACAX OÜ All rights reserved.

5

Translation Program
ACA Network의 White paper번역이나, ANN / Bounty Thread의 번역, 투고, 관리를 할 경우, 번
역 수준과 Thread의 양에 따라 ACA토큰을 부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Bounty Program의 전체
의 1%인 100만 ACA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의 인원이 10명에 도달한 경우 이 프로그램의 모집
을 마감합니다.
프로그램 참가 규정
- Google 번역 등, 자동 번역 시스템으로 번역한 경우, 토큰 부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Thread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토큰 부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Translation Program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Google form의 신청서를 기입하여,
Translation Program에 참여신청을 해주십시오. 참여신청이 없는 경우, 토큰 부여 대상이 되지 않습
니다.
- 참여신청의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운영진이, 신청자들의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선별할 예정입니
다.
- Translation의 제출기간은 White paper의 경우, 참여 가능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간, ANN /
Bounty Thread의 경우, 참가 가능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간안에 제출해주십시오.
- 번역한 White paper는 로컬 커뮤니티에도 투고 가능합니다. 모데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모
데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그룹에 번역한 White paper를 공유해주십시오.
- White paper번역과 ANN / Bounty Thread 번역과 투고, 관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의 모집기간은 4월 6일부터 토큰 세일이 끝날 때 까지 입니다.
- White paper 번역의 경우, 번역 수준에 따라 최대 5만 ACA를 부여합니다. ANN / Bounty Thread
번역과 투고, 관리의 경우 Thread 커뮤니티의 양에 따라 최대 5,000 ACA를 부여합니다.
프로그램 참가 방법
Google폼의 포맷을 입력하여 신청해주십시오.
Whitepaper : https://bit.ly/2HdoZdq
ANN / Bounty Thread : https://bit.ly/2Hbb7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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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 Program
ACA Network의 공식 Telegram채널 (https://t.me/acanetwork)에 참여하고 ACA Network
Project에 관한 코멘트와 질문을 1주일에 3건 이상의 투고를 기고한 경우 500 ACA을 부여합니다.
프로그램 참가 규정
- 이 프로그램에는 Bounty Program의 전체의 6%인 600만 ACA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600만 ACA
가 모두 분배될 때 이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 ACA Network Official Channel이외의 채널에 참여해도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ACA Network의 공식 Telegram채널 (https://t.me/acanetwork)의 글이 3건 미만의 경우, 이 프
로그램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ACA Network의 공식 Telegram채널 (https://t.me/acanetwork)투고 내용이 ACA Network
Project와 일체 관계 없는 내용의 경우,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ACA Network의 공식 Telegram채널 (https://t.me/acanetwork)투고 내용이 현저한 내용 없는 경
우,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ACA Network의 공식 Telegram채널 (https://t.me/acanetwork)투고 내용이, 광고 선전 등의 영
업 목적인 내용의 경우,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스팸 계정의 경우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토큰 세일이 끝나기 전 그룹에서 탈퇴한 경우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 프로그램의 모집 기간은 4월 6일부터 토큰 세일이 끝날 때 까지 입니다.
프로그램 참가 방법
1. ACANetwork의 공식 Telegram채널 (https://t.me/acanetwork)에 참가해주십시오. 참가 후 탈
퇴하시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2. ACA Network Project에 관한 코멘트와 질문을 1주일에 2건 이상의 투고를 2주 연속으로 기고해
주십시오. 투고하신 글은 삭제하지 마십시오.
3. Google폼의 포맷을 입력하여 신청해주십시오.
Telegram Program의 신청 페이지: https://bit.ly/2Jlrlsk
4. 매주 투고에 대한 리포트를 ACA Network Bitcointalk에 투고해주십시오.
https://bitcointalk.org/index.php?topic=3312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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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Talk Program
ACA Network의 BitcoinTalk 페이지 (https://bitcointalk.org/index.php?topic=3079312) 의
Reply에 1주일에 3개이상 코멘트를 투고한 경우, 100ACA을 부여합니다.
프로그램 참가 규정
- 이 프로그램에는 Bounty Program의 전체의 1%인 100만 ACA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100만 ACA
가 모두 분배될 때 이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 투고 내용이 ACA Network Project와 일체 관계 없는 내용의 경우,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
니다.
- 바운티 프로그램의 리포트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투고 내용이, 광고 선전 등의 영업 목적인 내용의 경우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스팸 계정의 경우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 프로그램의 모집 기간은 4월6일부터 토큰 세일이 끝날 때 까지 입니다.
프로그램 참가 방법
1.ACA Network의 BitcoinTalk 페이지 https://bitcointalk.org/index.php?topic=3079312 의
Reply에 코멘트를 3개 이상 투고해주십시오.
2.Google폼의 포맷을 입력하여 신청주십시오.
BitcoinTalk Program의 신청 페이지: https://bit.ly/2q9S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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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it Program
ACA Network의 공식 Reddit https://www.reddit.com/user/acanetwork 을 팔로우, 좋아요를 누
른 후, 1주일에 3개 이상 코멘트를 투고한 경우 500 ACA를 부여합니다.
Rules
- 이 프로그램에는 Bounty Program의 전체의 2%인 200만 ACA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200만 ACA
가 모두 분배될 때 이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 100 포스트, 20 코멘트 카르마 포인트 이상이 없으면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 투고 내용이, 광고 선전 등의 영업 목적인 내용의 경우,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네거티브 카르마가 있는 경우,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팔로우가 취소되어 있거나, 리트윗이 삭제된 경우,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 프로그램의 모집 기간은 5월14일부터 토큰 세일이 끝날 때 까지 입니다.
To participate :
1. https://www.reddit.com/user/acanetwork 에 1주일에 3개 이상 코멘트를 투고해주십시오.
2. Google폼의 포맷을 입력하여 신청주십시오
ㅤRaddit Program 신청페이지 : https://bit.ly/2FZvn6V
3. 매주 투고에 대한 리포트를 ACA Network Bitcointalk에 투고해주십시오.
https://bitcointalk.org/index.php?topic=3312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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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Creation Program
YouTube、Medium、Reddit、그 외 다른 블로그 미디어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에 ACA Network 관
련 콘텐츠를 작성하여 공개할 경우, ACA토큰이 부여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블로그 콘텐츠의 경우는 콘
텐츠의 내용과 퀄리티에 따라에 부여되며, YouTube의 동영상 콘텐츠 작성의 경우는 YouTube 채널
등록자 수에 따라 부여됩니다. 작성한 콘텐츠 내에 자신의 고유 Referral Code(제휴 링크)를 꼭 넣어
주십시오.
프로그램 참가 규정
- 이 프로그램에는 Bounty Program의 전체의 30%인 3,000만 ACA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3,000만
ACA가 모두 분배될 때 이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 콘텐츠 내에 자신의 Referral Code(제휴 링크)를 넣어 주세요
- 콘텐츠 내의 ReferralCode(제휴 링크)는 콘텐츠 제작자의 ReferralCode이어야 합니다.
- 콘텐츠의 확산을 위해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토큰 판매 사이트에서 KYC를 완료해야 합니다.
- 이 프로그램의 모집 기간은 4월16일부터 토큰 세일이 끝날 때까지 입니다.
- 작성한 콘텐츠의 내용이 ACA Network 관련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
니다.
- 작성한 콘텐츠의 텍스트가 500글자 미만의 경우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작성한 콘텐츠의 내용에 선동적인 내용, 폭력적 내용, 통상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사회 윤리에 반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콘텐츠를 도용한 경우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ACA의 로고나 화이트 페이퍼의 내용을 부정확하게 설명한 경우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
다.
- ACA Network에 대한 지나친 투자 제안 등 책임의 한계를 넘어선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이 프로그램
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작성한 콘텐츠의 내용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아닌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e메일로 통보하
고, 콘텐츠 제작자는 이를 해결하기위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Google 폼의 포맷을 입력하여 신청주십시오.
- 블로그 콘텐츠에서 지급하는 ACA토큰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콘텐츠의 내용과 퀄리티에 따라
Blog : 20,000 / 10,000 / 7,000 ACA
- YouTube의 동영상 콘텐츠에 부여되는 ACA토큰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YouTube의 채널 등록자 수 기준으로,
• ~ 1,000명：10,000 ACA
• 1,000～9,999명ㅤ ：20,000 ACA
• 10,000～29,999명 ：30,000 ACA
• 29,999명 이상ㅤㅤ ：60,000 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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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가 방법
- 이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Google 폼의 포맷을 입력하여 신청주십시오.
Content Creation & Translation Program의 신청페이지:
https://bit.ly/2uOlK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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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 Program : Follow, retweet and post
ACA Network의 공식 Twitter계정(@ACANetwork_io)을 팔로우하고, 새로운 ACA Network의 트
윗을 1주일에 3번이상 리트윗하거나 ACA Network 토큰 판매 관련 해시태그 ( $ACA, $JPYT,
#ACANetwork, #ACANetworkTokensale )를 내용에 넣어주십시오)을 1주일에 3번이상 트윗하면
500 ACA토큰이 부여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참가 규정
- 이 프로그램에는 Bounty Program의 전체의 3%인 300만 ACA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300만 ACA
가 모두 분배될 때 이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토큰 세일 종료전에 팔로우가 취소되어 있거나, 리트윗이 삭제된 경우,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
습니다.
- 이 프로그램의 모집 기간은 4월16일부터 토큰 세일이 끝날 때까지 입니다.

프로그램 참가 방법
1. ACA Network의 공식 Twitter계정 https://twitter.com/ACANetwork_io 을 팔로우해주십시오.
팔로우가 취소된 경우,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2. ACA Network의 공식 Twitter계정의 Twitter 상단에 고정된 트윗을 리트윗하거나 ACA Network
토큰 판매 관련 해시태그 ( $ACA, $JPYT, #ACANetwork, #ACANetworkTokensale ) 를 트윗에
넣어주십시오) 트윗해주십시오. 토큰 판매 완료 이전에 트윗이 삭제된 경우,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3. Google폼의 포맷을 입력하여 신청주십시오.
Twitter Program의 신청 페이지: https://bit.ly/2JnwTTh
4. 매주 트윗, 리트윗에 대한 리포트를 ACA Network Bitcointalk에 투고해주십시오.
https://bitcointalk.org/index.php?topic=3312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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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Program : Like and share
ACA Network의 공식 Facebook 페이지(@acanetworkofficial)에 좋아요! 를 누르고, 새로운 ACA
Network 포스트를 1주일에 3번이상 공유하면 500 ACA토큰이 부여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참가 규정
- 이 프로그램에는 Bounty Program의 전체의 1%인 100만 ACA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100만 ACA
가 모두 분배될 때 이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 토큰 판매 종료 전에 좋아요! 가 되어있지않거나, 상단에 고정된 ACA의 내용이 공유되어 있지않는
경우,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 프로그램의 모집 기간은 4월16일부터 토큰 세일이 끝날 때까지 입니다.
- 페이스북에 등록된 친구가 500명 이하일 경우,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참가 방법
1. ACA Network의 공식 Facebook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acanetworkofficial/ 에
좋아요! 를 누르고 팔로우해주십시오. 좋아요! 팔로우가 취소된 경우,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2. ACA Network의 공식 Facebook 페이지상단에 고정된 ACA 내용을 공유해주십시오. 공유가 취
소된 경우,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3. 이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Google폼의 포맷을 입력하여 신청주십시오.
Facebook Program의 신청 페이지: https://bit.ly/2GDc4Fy
4. 매주 포스트에 대한 리포트를 ACA Network Bitcointalk에 투고해주십시오.
https://bitcointalk.org/index.php?topic=3312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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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Program : Subscribe and View
ACA Network의 공식 프로모션 동영상(https://goo.gl/5S3P9d)을 시청하고, 채널을 등록하면 30
ACA가 부여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참가 규정
- 이 프로그램에는 Bounty Program의 전체의 1%인 100만 ACA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100만 ACA
가 모두 분배될 때 이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 YouTube의 설정에서 채널 등록 정보를 비공개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ACA 토큰을 부여할 수 없
습니다
- 이 프로그램의 모집 기간은 4월10일부터 토큰 세일이 끝날 때 까지 입니다.
-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의 제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 프로그램을 완료한 후, Google 폼의 포맷을 입력하여 신청해주십시오.
프로그램 참가 방법
1. ACA Network의 공식 YouTube 채널 (https://goo.gl/5S3P9d) 을 구독해주십시오. 구독이 취소
된 경우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2. ACA Network의 공식 프로모션 비디오를 시청해주십시오. 비디오 상영 중 시청을 종료한 경우, 프
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3. 이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Google 폼의 포맷을 입력하여 신청주십시오.
YouTube Viewing Program의 신청 페이지: https://bit.ly/2q8yc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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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 Bounty Program : Report Bugs
ACA Netwotk의 토큰세일 웹사이트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버그를 보고하면 500ACA 이상 부여되
는 프로그램입니다. 버그에 대한 보고는 bounty@aca.network 이나 공식 Telegram
(@acanetwork) 로 보고해주십시오.

Target
토큰세일 웹사이트 ( https://tokensale.aca.network )
ACA Network의 스마트 컨트랙트 ( https://github.com/acanetwork/tokensale )
ACA Token ( 0x830fA4f66044FbA350c0359c0c81Da1916be5211 )
ACA Token Sale( 0xf70244b3c872AAdA7FC30fF04CC9D153A354FA00 )
ACA Network 공식 웹사이트( https://aca.network )를 제외한 모든 미디어등 (website,
application, SNS, etc) related ACA Network except Official Website
Rules
-

- 이 프로그램에는 Bounty Program의 전체의 1%인 100만 ACA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100만
ACA가 모두 분배될 때 이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 최소 500ACA에서 10,000ACA가 부여됩니다.
- 특정 버그를 처음 보고한 리포터가 대상입니다. 이후에 같은 버그를 보고해도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버그에 대해서는 ACA Network이외에는 보고하지마십시오.
- 버그 리포터에 대해서는 리포터의 프라이버스를 위해 관리자가 리포터의 KYC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가 있습니다.
- ACA Network 공식 웹사이트는 ( https://aca.network ) 버그 리포트 대상이 아닙니다.
To participate :

- 공식 Telegram (@acanetwork)이나 bounty@aca.network 로 보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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