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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 공시 프로필 온체인 블로그

Singapore
CrossAngle Pte. Ltd.

프로필 보고서 (공개)

Bounce.finance
(법인 관할권 혹은 국가) (법인 등록 번호)

(본사 주소, 우편번호 포함)

해당 프로젝트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정보는 Xangle 리서치팀이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프로젝트 팀이 검증하지 않았기에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Xangle 리서치팀은 1) 프로젝트 공식 웹 사이트, 2) SNS 채널, 3) 프로젝트가 상장된 거래소 공지, 4) 인지도 있는 미디어 뉴스 순으로 우선순위를 세우고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소식 및 공시에는 정보의 출처 또는 제출자가 표시되며 사용자가 데이터의 출처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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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

보고서를 읽는 독자는 회사가 회사 웹사이트, 언론 발표, 공개 콘퍼런스 콜 및 웹캐스트를 통하여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하여 회사, 제품,
예정된 재무 및 그 외 공지, 다가오는 투자자 및 산업 콘퍼런스 출석 여부와 그 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채널 주소

회사 웹사이트 https://bounce.finance/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 telegram
트위터 https://twitter.com/bounce_finance?s=21
회사 블로그 https://medium.com/@bouncefinance
페이스북

링크드인

깃허브

레딧

텔레그램 https://t.me/bounce_finance
위챗

카카오톡

기타 링크 bounce.community - https://www.bounce.community/

다음 소셜미디어 채널에 올라오는 정보는 공식정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은 언론 발표, 콘퍼런스 콜 및 웹캐스트뿐만 아니라 다음 계정들과 블로그 또한 검토해야 합니다. 리스트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언급 없이도 채널들이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 ! " # !

보고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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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기업 개요

ITEM 1. 기본 기업개요

공식 회사명 Bounce.finance

설립일

법인 관할권

본사 위치
공식 회사 등록 주소
웹사이트 상 회사명
회사 설명
회사 웹사이트 https://bounce.finance/
백서 링크

미션 및 비전 Bounce의 목표는 개인과 프로젝트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경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ITEM 2. 팀

2.1 경영진 및 설립자
다음은 2021-06-09을 기준으로 회사의 임원 및 창업 멤버의 정보와 직급 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없음

2.2 엔지니어링 팀 리더
다음은 2021-06-09을 기준으로 회사의 개발 및 엔지니어링 팀 리더의 정보와 직급 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없음

2.3 어드바이저
다음은 2021-06-09을 기준으로 회사 어드바이저의 정보와 역할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없음

2.4 조직 구조
다음은 2021-06-09을 기준으로 회사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부서/그룹/오피스/기타 명 정규직 근로자 수 임시직 근로자 수 부서장 (없을 시 공란)

데이터 없음
합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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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기업 정보

ITEM 1. 산업 분류
정보 없음

섹터 금융
산업 금융 서비스
하위 산업 소비자 금융

카테고리 1. 디파이

ITEM 2. 산업 설명

2.1 산업 개요
“스왑”이라는 아이디어는 Uniswap에서 비롯되었으며 참가자에게 무한한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반대 시나리오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환경에서 자산을
교환해야하는 경우 어떻게합니까? 토큰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면 어떻게됩니까? 스왑 이 경매와 비슷해야한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나는 과거에 시장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쉽게 사용할
수있는 디파이 인프라 가 없었을 때 다른 트랜치로 토큰 판매를 수행 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당시에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이제 나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2.2 최근 트렌드

2.3 목표 시장 규모

2.4 타겟 고객

2.5 경쟁사
2.5.1 기존 산업 경쟁사
다음은 2021-06-09을 기준으로 회사가 포함되는 산업의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없음

2.5.2 토큰 프로젝트 경쟁사
다음은 2021-06-09을 기준으로 본 회사의 토큰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없음

ITEM 3. 프로젝트 비즈니스 모델

3.1 비즈니스 설명
3.1.1 비즈니스 모델
3.1.2 플랫폼 혹은 어플리케이션 개요
플랫폼 개요
입력 없음
플랫폼으로의 기능
입력 없음

해결해야 할 문제점
입력 없음
3.1.3 제품/서비스 라인 설명
데이터 없음
3.1.4 경쟁 우위
입력 없음
3.1.5 지적 재산
입력 없음

3.2 파트너십

▸ DEGO finance

파트너 웹사이트 https://dego.finance/

DEGO는 디파이 대한 모듈 식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여 여러 기능과 성능을 갖춘 완전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LEGO에서 영감을받은 각 제품은 모듈로 간주 할 수 있으며, 다른 모듈과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부가 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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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설명 DEGO를 통해 사용자는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액세스 할 수있는 안정적인 코인 유동성, 플래시 대출, 탈중앙화 거래, 파생 상품, 보험,
NFT 등을위한 모듈을 활용하고 결합하여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상당한 재정적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DEGO 플랫폼은 이더리움 기반으로하지만 낮은 가스 수수료와 초고속 트랜잭션 결합한 Binance Smart Chain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날짜 2020-11-06 ~
이 파트너십은 종료 기한이 있습니까? No
수익 창출 기여 No
기대 수익 (USD) N/A

파트너십 설명 범위를 넓히고 사용자에게 가치를 더하기 위해 공간 내에서 의미있는 협업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더 이더리움 과 바이 낸스
스마트 체인 사용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듈 식 디파이 플랫폼 인 [** DEGO 금융 **] (https://dego.finance/)과의 파트너십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함께 첫 번째 NFT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의 기대 혜택
파트너의 기대 혜택

▸ ROCKI

파트너 웹사이트 https://rocki.app/

파트너 설명
ROCKI는 아티스트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로열티를 지불하는 trustless 없는 저비용 탈중앙화 음악 시장을 만들어 디지털 음악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용자 중심 음악 스트리밍 생태계입니다.

해당 날짜 2020-12-21 ~
이 파트너십은 종료 기한이 있습니까? No
수익 창출 기여 No
기대 수익 (USD) N/A

파트너십 설명

! [게시물 이미지] (https://miro.medium.com/max/4320/1*H-rY2BCJyFxnfMeQBGAnLQ.png)

Bounce Finance는 로열티 수입 권리를 위해 NFT를 활용하는 블록 체인 기반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인 ROCKI와 제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음악 공간에서 NFT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2020 년 12 월 23 일 Bounce는 아티스트와 청취자 모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ROCKI의 생태계 토큰 인 ROCKS 경매를 진행합니다.

총 토큰 공급량의 7 % 인 7,000,000 개의 ROCKS가 3 개의 라운드에 배치되며 BOT 토큰 보유자 만 첫 번째 라운드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십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Bounce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ROCKI CEO Bjorn Niclas와 함께 12 월 21 일 17:00
UTC에 AMA를 공동 개최 할 예정입니다.

_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_

프로젝트 팀의 기대 혜택
파트너의 기대 혜택

3.3 프로젝트 진행상황
역사

입력 없음

프로젝트 현황
입력 없음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랫폼 혹은 토큰 확장 계획 및 전략
입력 없음

3.4 마일스톤

제목 목표 일정 상태 설명

3.5 주요 진행상황
입력 없음

3.6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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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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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재무 정보

크로스앵글은 파트너사에게 당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 열람 권한을 위한 파트너십 문의는 direct@crossangle.io로 부탁드립니다.

mailto:direct@crossangle.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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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V. 토큰 정보

ITEM 1. 토큰 정보
토큰명 Bounce Token
토큰 심벌 BOT
토큰 이코노미

취급 방법
거버넌스: 토큰은 거버넌스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생성자가 스왑 할 수있는 토큰 또는 코인을 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현재
우리는 ETH 만 있습니다). 또한 총 공급량 및 일일 유동성 보상은 거버넌스 제안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간략한 토큰 설명
토큰 컨트랙트 주소 0x5beabaebb3146685dd74176f68a0721f91297d37
기반 플랫폼 bounce.finance

메인넷 Url

네트워크
유형: Mainnet (Token)
네트워크 유형: ETH
네트워크 하위 유형: erc20

프로젝트 종류 유틸리티 토큰

토큰은 다음 방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임직원 보수, 유저에 대한 보상, 프로젝트 지원, 또는 기타 방법
2. 직접 채굴

추가 토큰 발행 혹은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발행 조건 There will be a fixed 300 BOT (can be changed by governance in the future) minted to reward liquidity
providers every day until the liquidity mining allocation runs out.

토큰 세일 이후 본 회사의 거래 행위

토큰 세일 당시 토큰 분배 방법

220,000 BOT 토큰의 총 공급량은 네 부분으로 할당됩니다.
일일 보상 분배 : 100,000 BOT
거버넌스 금고, 판매 및 보상 : 91,500 BOT
초기 경험이 풍부한 주지사 초청 : 12000 BOT
팀 : 16500 BOT

https://medium.com/@bouncefinance/a-new-metric-a-new-vision-e7573c7fd816

토큰 발행 이후 토큰 총 수량에 비례하는 토큰 분배 비율

토큰 보유자 권리

a)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지불을 받거나 혹은 그 외의 보상을 받는다
사용자가 1 ETH 교환하고 플랫폼에 매일 100 ETH 유동성이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날 발행 된 토큰의 1 %를 보상 받게됩니다.
b)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토큰 소지자들은 소유권 혹은 약정금 혹은 권리를 가진다
입력 없음
c) 토큰 소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입력 없음
d) 토큰 혹은 토큰 세일과 관련 있는 기타 정보
입력 없음

ITEM 2. 토큰 세일

2.1 토큰 판매 상세 정보
입력 없음

개인에게 판매 된 토큰의 비중

상위 10명의 토큰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혹은 할인, 락업 기간

입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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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nitial Offering 라운드
데이터 없음

*: 해당 숫자는 토큰 세일 시작과 종료 날짜 사이에 받은 미국 달러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시장가격의 ((고가+저가)/2)으로 계산한 결과 값입니다.

ITEM 3. 토큰 발행 기록
다음은 2021-06-09을 기준으로 기록된 토큰 발행 기록 연혁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해당하는 거래의 해시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목적 날짜 수량 미국 달러 가치 총토큰(변경 후) 유통물량(변경 후)

데이터 없음

ITEM 4. 상장된 거래소

거래소 Pair 가격 거래수 비율

데이터 없음

ITEM 5. 토큰 지분구조
다음은 2021-06-09을 기준으로 월렛 주소와 플랫폼에 등록된 주소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 결과입니다..

랭킹 주소 잔고 비율

1 0x74F0888989d864dDe5d4fD3aF8E62F3663f37bCa(Unknown 1) 1,664,843 37.06%
2 0x98945BC69A554F8b129b09aC8AfDc2cc2431c48E(Unknown 2) 713,447 15.88%
3 0x3C3D8961f75dC28DFCEf42EeedbF42fC488b6903(Unknown 3) 351,612 7.83%
4 0xE93381fB4c4F14bDa253907b18faD305D799241a(Huobi) 233,290 5.19%
5 0x28C6c06298d514Db089934071355E5743bf21d60(Unknown 4) 222,752 4.96%
6 0x598Dbe6738E0AcA4eAbc22feD2Ac737dbd13Fb8F(Unknown 5) 197,115 4.39%
7 0x483456AEd1c5dc77fDa49C96faE52fCb718A170d(Unknown 6) 172,620 3.84%
8 0x6C432978708D2606287D9a042bC0F3C4a1b15c01(Unknown 7) 168,316 3.75%
9 0xF977814e90dA44bFA03b6295A0616a897441aceC(Binance) 120,000 2.67%

10 0xE7dBE6aa7Edcc38CB5007B87153d236AD879309B(Unknown 8) 58,840 1.31%
11 0x167A9333BF582556f35Bd4d16A7E80E191aa6476(Coinone) 50,481 1.12%
12 0x3d4AD2333629eE478E4f522d60A56Ae1Db5D3Cdb(Unknown 9) 50,000 1.11%
13 0xbaB4811a574e42f3a681007bb5Fd89Be3D1d4695(Unknown 10) 50,000 1.11%
14 0x18B4500ebFE39AE1e13A03915C2ab0D62A1430A2(Unknown 11) 48,077 1.07%
15 0x1671a3e4A2519A653E66E827ef6eaE690ee86729(Unknown 12) 44,266 0.99%
16 0x3B703B06a918d68037991B51d2000f139d297B73(Unknown 13) 30,788 0.69%
17 0x4c3FD03BC42219Ee2A0b98be8bd418D8E957F1DE(Unknown 14) 30,065 0.67%
18 0x30D4e73CC4580cbCf50BaAD3510d1E9Efa187716(Unknown 15) 29,972 0.67%
19 0x9cC5be83b211620cfe23e25bc65D6da6751BCf09(Unknown 16) 29,548 0.66%
20 0x6cC5F688a315f3dC28A7781717a9A798a59fDA7b(Okex) 23,112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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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6. 토큰 가격
다음은 2021-06-09 기준의 시장 데이터입니다..

시세 동향

▸ USD
현재 가격 : $2723.9

변동 (7일/24시간/1시간) : -22.8% | -23% | -0.3%

Initial Offering 가격: $-

Initial Offering 가격 대비 수익률 :

▸ ETH
현재 가격 : 0.672 ETH

변동 (7일/24시간/1시간) : -33.8% | -28.7% | -1.9%

Initial Offering 가격: - ETH

Initial Offering 가격 대비 수익률 :

▸ BTC
현재 가격 : 0.054656 BTC

변동 (7일/24시간/1시간) : -11.1% | -23.3% | -1.6%

Initial Offering 가격: - BTC

Initial Offering 가격 대비 수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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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7. 온체인 동향

누적 지갑 개수
날짜 누적 지갑 개수 신규 지갑 개수

데이터 없음

이동 개수
날짜 토큰 이동 개수

데이터 없음

이동량

날짜 토큰 이동량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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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 컴플라이언스

크로스앵글은 파트너사에게 당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 열람 권한을 위한 파트너십 문의는 direct@crossangle.io로 부탁드립니다.

mailto:direct@crossangle.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