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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정보 ! 공시 " 프로필 # 온체인 ! 블로그

Singapore
CrossAngle Pte. Ltd.

프로필 보고서 (공개)

STA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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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afi.io/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 telegram
트위터 https://twitter.com/Stafi_Protocol
회사 블로그 https://medium.com/stafi
페이스북

링크드인

깃허브

레딧

텔레그램 https://t.me/stafi_protocol
위챗

카카오톡

기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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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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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기업 개요

ITEM 1. 기본 기업개요

공식 회사명 STAFI

설립일

법인 관할권

본사 위치
공식 회사 등록 주소

웹사이트 상 회사명 STAFI

회사 설명 Stafi는 지분 자산의 유동성을 해제하는 최초의 디파이 프로토콜입니다. 사용자는 Stafi를 통해 PoS 토큰을 스테이 킹하고 그
대가로 rToken을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여전히 스테이 킹 보상을 획득하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회사 웹사이트 https://m.stafi.io/
백서 링크 https://docs.stafi.io/stafi-whitepaper
미션 및 비전 StaFi는 ABT 토큰 (자산 기반 토큰)을 사용하여 토큰 유동성과 메인넷 보안 사이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ITEM 2. 팀

2.1 경영진 및 설립자
다음은 2021-05-11을 기준으로 회사의 임원 및 창업 멤버의 정보와 직급 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Liam Young

직급 Co-Founder

이력

경력 사항
학력 사항
회사 이메일

SNS 계정 !  @liam-young-078b0ab3/

2.2 엔지니어링 팀 리더
다음은 2021-05-11을 기준으로 회사의 개발 및 엔지니어링 팀 리더의 정보와 직급 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없음

2.3 어드바이저
다음은 2021-05-11을 기준으로 회사 어드바이저의 정보와 역할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없음

2.4 조직 구조
다음은 2021-05-1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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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

산업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하위 산업 IT 및 블록체인 서비스

카테고리 1. 디파이

ITEM 2. 산업 설명

2.1 산업 개요

2.2 최근 트렌드

2.3 목표 시장 규모

2.4 타겟 고객

2.5 경쟁사
2.5.1 기존 산업 경쟁사
다음은 2021-05-11을 기준으로 회사가 포함되는 산업의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없음

2.5.2 토큰 프로젝트 경쟁사
다음은 2021-05-1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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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jective Protocol

파트너 웹사이트 https://injectiveprotocol.com/

파트너 설명

Injective Protocol은 탈 탈중앙화 파생 상품과 경계없는 디파이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최초의 레이어 2 탈 탈중앙화 거래소
프로토콜입니다. Injective Protocol은 제한없이 완전히 탈중앙화 거래를 가능하게하여 개인이 선택한 파생 시장에서 거래 할 수
있도록합니다.

해당 날짜 2020-11-17 ~
이 파트너십은 종료 기한이 있습니까? No
수익 창출 기여 No
기대 수익 (USD)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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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설명

이 파트너십은 DEX에 새로운 형태의 스테이 킹 파생 상품을 도입하고자하는 과정에서 Injective 및 Stafi뿐만 아니라 디파이 커뮤니티
전체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 할 것입니다.

**1\. 스테이 킹 파생 상품 **

Injective는 StaFi의 스테이 킹 파생 상품을 프로젝트의 DEX에 도입하여 스테이 킹 자산을 유동화 할 계획입니다. 이 추가 유동성은
거래자에게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과 상호 작용하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있는 방법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2 \. 스테이 킹 된 INJ 토큰의 유동성 잠금 해제 **

앞서 언급했듯이 Stafi는 가까운 장래에 INJ 토큰에 대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함으로써 사용자는 INJ
를 스테이 킹하면서 보상 토큰 (rToken)을 사용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DeFi 애호가들이 토큰을 디파이 할지
또는 해당 토큰을 사용하여 디파이 수익 창출에 참여할지 결정할 때 직면하는 경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삼\. Polkadot 및 Substrate 커뮤니티와의 추가 시너지 **

Injective는 최근 Polkadot에 구축 된 자산을 Injective에서 쉽게 거래 할 수 있도록 예정된 [_Polkadot과의 통합 _]
(https://bit.ly/3jc3rAe)을 발표했습니다. Injective에서 Injective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완전히 탈중앙화 교차 체인 파생 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Stafi는 Polkadot 및 Substrate 커뮤니티와 협력 할 수있는 잠재력을 더욱 확장하여 이러한 노력을 지원합니다.

Injective는 Substrate 위에 구축 된 Stafi의 기본 FIS 토큰을 사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상장하고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Stafi의
보유자와 투자자는 FIS를 활용하는 새로운 파생 시장을 만들고 거래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의 기대 혜택
파트너의 기대 혜택

▸ Equilibrium

파트너 웹사이트 https://equilibrium.io/en/

파트너 설명 Equilibrium은 합동 대출과 합성 자산 생성 및 거래를 결합한 교차 체인 머니 마켓을 도입합니다.

해당 날짜 2020-11-27 ~
이 파트너십은 종료 기한이 있습니까? No
수익 창출 기여 No
기대 수익 (USD) N/A

파트너십 설명

Equilibrium 및 디파이 프로토콜 StaFi는 네트워크와 자산이 서로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팀을 구성했습니다. Equilibrium은 StaFi의
rToken을 대출 플랫폼에 추가하고 StaFi의 스테이 킹 플랫폼은 Equilibrium의 EQ 토큰과 함께 작동합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다음 네 가지 사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taFi의 EQ 스테이 킹 **

Equilibrium의 토큰 생성 이벤트는 이달 초에 발생했으며 새로 발행 된 EQ 토큰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도가 가능 해지는 즉시
Equilibrium에 스테이 킹 할 수 있지만 곧 다른 Polkadot 기반 플랫폼에서도 작동 할 것입니다. StaFi를 사용한 스테이 킹의 특별한 점은
사용자가 잠긴 EQ와 거래소 하여 rToken을 얻고 포트폴리오의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균형에 대한 rToken 대여 **

Equilibrium의 머니 마켓이 지원할 수있는 자산이 많을수록 더 나은 머니 마켓이됩니다. rToken 보유를 활용하려는 사용자는 공동 대출을
통해 수동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균형 구제 금융 풀에 rToken을 스테이 킹 **

Equilibrium 사용자는 시스템 지급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자산을 구제 금융 풀에 스테이 킹합니다. 시장이 움직이고 대출이 담보 화되지
않으면 생태계에 필수적인 유동성을 제공하는 보석가들이 대출을 매입 할 수 있습니다. 이제 rToken을 사용하여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스테이 킹을 위해 rTokens에 대한 다른 자산 대여 **

이자가 스테이 킹 보상보다 낮 으면 사용자는 rTokens 보유에 대해 다른 암호화 자산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에 스테이 킹
할 수있는 더 많은 자산이 남게되어 패시브 보상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프로젝트 팀의 기대 혜택
파트너의 기대 혜택

▸ Marlin

파트너 웹사이트 https://www.marlin.pro/

파트너 설명

Marlin 은 디파이 및 Web 3.0을위한 고성능 프로그래밍 가능 네트워크 인프라 를 제공하는 개방형 프로토콜입니다. Marlin 은 블록
체인을 통해 보호되는 애플리케이션이 Web 2.0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성능 측면에서 구별 할 수없는 탈중앙화 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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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날짜 2021-01-26 ~
이 파트너십은 종료 기한이 있습니까? No
수익 창출 기여 No
기대 수익 (USD) N/A

파트너십 설명

! [] (https://www.marlin.pro/wp-content/uploads/2021/01/Stafi-Blog.png)

2021 년 1 월 26 일 Stafi는 Marlin 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합니다. 두 팀이 힘을 합쳐 DeFi의 확장 성 트릴 레마를 해결하고 Marlin의 기본
토큰을위한 래핑 된 rPOND 토큰을 개발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Marlin의 네트워크 토큰 POND의 스테이 킹 파생물을 만들고 Marlin의
레이어 0 확장 프로토콜을 StaFi 플랫폼에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이 협업의 주요 목표입니다.

** 포장 된 rPOND 개발 **
StaFi는 Marlin의 네트워크에 지분을 스테이 킹하려는 POND 토큰 보유자가 무한한 기간 동안 rPOND 토큰을 자유롭게 거래 할 수있는
동시에 매우 경쟁력있는 보상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확장 성 Trilemma 해결 **
Marlin의 계층 0 네트워크 확장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블록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더 큰 유효성 검사기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탈중앙화 경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확장 성, 보안 및 분산화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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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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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fi
토큰 심벌 FIS
토큰 이코노미

취급 방법

1. 스테이 킹
Stafi 합의의 유효성 검사자는 합의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 스테이 킹 FIS가 필요하며 동기 부여를 원하는 지명자도
지명하려면 스테이 킹 FIS가 필요합니다.

2. Tx 수수료
시스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트랜잭션 개시자는 컴퓨팅 리소스를 얻기 위해 FIS를 지불해야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효 트랜잭션
근절됩니다.

3. 온 체인 거버넌스
FIS 보유자는 Stafi 프로토콜 매개 변수의 수정에 참여하고 프로토콜 업그레이드에 투표하며 개발 과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정서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FIS 보유자 만 제안에 찬성 또는 반대 할 수 있으며 1 개의 FIS 계정은 1 개의
투표 용지입니다.

간략한 토큰 설명
IS는 Stafi Chain의 기본 토큰입니다. FIS는 Stafi 체인에 거래 비용을 지불, 발행 & rTokens을 구속 설시함으로써 네트워크
보안을 제공해야합니다.

토큰 컨트랙트 주소
기반 플랫폼

메인넷 Url

네트워크
유형: Mainnet (Protocol)
네트워크 이름: 
익스플로러 URL: 

프로젝트 종류 자산 담보
토큰은 다음 방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추가 토큰 발행 혹은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발행 조건
토큰 세일 이후 본 회사의 거래 행위
토큰 세일 당시 토큰 분배 방법

토큰 발행 이후 토큰 총 수량에 비례하는 토큰 분배 비율

토큰 보유자 권리

a)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지불을 받거나 혹은 그 외의 보상을 받는다
입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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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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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nance FIS/USDT $2 $5,008,130 46.50%

Huobi Global FIS/USDT $2 $2,036,376 18.90%

Binance FIS/BTC $2 $1,430,296 13.30%

Bilaxy FIS/USDT $2 $729,949 6.80%

Binance FIS/BUSD $2 $590,164 5.50%

AscendEX (Bitmax) FIS/USDT $2 $395,962 3.70%

Gate.io FIS/USDT $2 $222,869 2.10%

Huobi Global FIS/ETH $2 $138,438 1.30%

Hoo FIS/USDT $2 $92,661 0.90%

Huobi Global FIS/BTC $2 $65,077 0.60%



2021. 5. 11. 오후 4:15Stafi (FIS) | 프로필 리포트 | Xangle

9/12페이지https://xangle.io/project/report/FIS/ko

ITEM 5. 토큰 지분구조
다음은 2021-05-11을 기준으로 월렛 주소와 플랫폼에 등록된 주소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 결과입니다..

랭킹 주소 잔고 비율

1 0x3f5CE5FBFe3E9af3971dD833D26bA9b5C936f0bE(Binance) 7,529,427 62.55%
2 0xe8833153aE9171452855D391A1653766b70bdCcF(Unknown 1) 1,340,468 11.14%
3 0x41797b5e0398aF475422f6F33F2dc81d9a24aE33(Unknown 2) 500,005 4.15%
4 0xB82ea9DFce1AE280211f2991a09F77Fa06bbd391(Unknown 3) 441,000 3.66%
5 0xcDf67b8abfd40a774cB8b735B54950fB45F279F3(Unknown 4) 374,397 3.11%
6 0xE9649c4f13761Cc60261CBd796700676482C606C(Unknown 5) 350,020 2.91%
7 0x5676A3e884eD64Cb8e39e905f221872971803D2D(Unknown 6) 187,552 1.56%
8 0x6DA6C5c7EB4D840049f51BA1A79Ac8CAF3009466(Unknown 7) 170,323 1.41%
9 0x986a2fCa9eDa0e06fBf7839B89BfC006eE2a23Dd(Unknown 8) 119,980 1.00%

10 0x9eAc73024908553f575f3c1DC26Cda054db9E24E(Unknown 9) 114,930 0.95%
11 0x0D0707963952f2fBA59dD06f2b425ace40b492Fe(Gate.io) 87,774 0.73%
12 0x94330227d95c0592701b2BED5bCcdF3b8B71422a(Unknown 10) 55,276 0.46%
13 0x39eeA0258a5c3E3c5092b2F910371d124592a7fB(Unknown 11) 23,543 0.20%
14 0xB61959B37AADFF714Af150580559858483459b8E(Unknown 12) 22,674 0.19%
15 0x1a70e159E5617cdC78C276C969AC68139D28DB68(Unknown 13) 22,033 0.18%
16 0x8E370b7419f8d7BCd341a2E0C1c5a666d8aB5b4d(Unknown 14) 21,778 0.18%
17 0xC278188A6e890eDbc120b5D460724d024E325f37(Unknown 15) 19,000 0.16%
18 0xff26CCF9058B9Bd8fAcFB6a8876864Fec193285d(Unknown 16) 13,180 0.11%
19 0x7435f2867c889d864148CB400de9587aBa8791bc(Unknown 17) 12,762 0.11%
20 0x5f90e3b398C42A4D9DDb1937D8358c79fd04de8c(Unknown 18) 11,35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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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6. 토큰 가격
다음은 2021-05-11 기준의 시장 데이터입니다..

시세 동향

▸ USD
현재 가격 : $2.373

변동 (7일/24시간/1시간) : -21.3% | -15.2% | 1.6%

Initial Offering 가격: $-

Initial Offering 가격 대비 수익률 :

▸ ETH
현재 가격 : 0.000602 ETH

변동 (7일/24시간/1시간) : -32.7% | -11.7% | 0.5%

Initial Offering 가격: - ETH

Initial Offering 가격 대비 수익률 :

▸ BTC
현재 가격 : 0.000043 BTC

변동 (7일/24시간/1시간) : -20.4% | -10.4%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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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