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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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dastorage.com
트위터 https://twitter.com/Lambdaim
회사 블로그 https://medium.com/lambdaofficial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Lambdaim
링크드인 https://www.linkedin.com/company/lambdaim/
깃허브 https://github.com/LambdaIM
레딧

텔레그램 https://t.me/HelloLam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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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정보 공개 등급

A
Xangle 공시정보 공개 등급 정책

총 63개 문항 중

A+ : 57개 이상
A : 50 ~ 56
B : 42 ~ 49
C : 41개 이하

보고 날짜 2019-09-24
발행 대상 jwpark@crossangle.io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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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기업 개요 

 
ITEM 1. 기본 기업개요 

회사 공식 명칭 Lambda
설립일 13 Apr 2018
법인 관할권 EFC FOUNDATION LTD.
본사 주소 Singapore
공식 회사 등록 주소 100 TRAS STREET #16-01 100 AM SINGAPORE (079027)
법인 등록 번호 201812522D
웹사이트 상 회사명 Lambda

회사 설명

Lambda는 빠르고 안전하며 확장 가능한 블록 체인 인프라 프로젝트로, 무제한
확장 성으로 분산 애플리케이션 (DAPP) 데이터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하고 멀티
체인 데이터 공동 스토리지, 크로스 체인 데이터 관리,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및
기타

회사 규모 6
회사 웹사이트 https://lambdastorage.com
백서 링크 http://www.lambda.im/doc/Lambda-WhitePaper-en.pdf

 
ITEM 2. 팀 

 
등기 임원 
다음은 2019-09-24을 기준으로 회사의 임원 및 창업 멤버의 정보와 직급 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름 직급 창립자 설명

Xiaoyang He CEO Yes

BEA Systems와 Oracle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중국의 유명한 인프라 소프트웨어 전문가이자

JVM 커뮤니티의 일원입니다. 2008 년에는 Blue
Ocean Communications OneAPM을 구축하고
2014 년에 SaaS 모드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Haiqiang Gao COO Yes

컴퓨터 과학 석사, 천진 대학 및 내몽골 대학의
컴퓨터 부서를 연속으로 졸업했습니다. 그의 주요

연구에는 P2P 네트워크 설계 및 최적화가
포함됩니다. 그는 네트워크 최적화 회사 ACSNO의
기술 부사장으로 재직했으며 2015 년 OneAPM의

보안 자회사 인 OneASP를 설립하고 CEO로
재직했습니다.

Lucy Wang CMO Yes

HP, Oracle 및 SAP를 포함한 VC 기반 스타트 업
벤처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 서비스 조직과의 16 년 이상의 진보적
인 경력 개발 경력을 보유한 비즈니스 전문가 영업

및 BD, 마케팅, 제휴, 영업 운영 및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영역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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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직급 창립자 설명

Monan Li CTO Yes

Coreseek 및 Log Insight의 중국 최고의
프로그래머이자 설립자 검색 엔진,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 시스템 및 로그 시스템의 전문가 인 Li

Monan이 만든 CoreSeek 중국어 단어
세그먼테이션 시스템은 중국 인터넷 BBS

커뮤니티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유명한
인터넷 회사가 기술 컨설팅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체제 커널에서 브라우저,
데이터베이스에 이르기까지 전체 기술 스택에
익숙하며 전문 검색에서 풍부한 이론적 및 실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OLAP 데이터베이스,
컴파일러 이론, 가상 머신 디자인, 파일 시스템 및

데이터 압축.

Bingqing He Co-founder Yes

정보 기술 및 서비스 산업에서 일한 경력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공동 설립자. Java, Rust,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스칼라에 능숙합니다.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의 컴퓨터 과학에 중점을 둔 학사
학위를 가진 강력한 비즈니스 개발 전문가.

Haijun Zhao Co-founder Yes

이전에 Qunar와 Kongzhong에서 근무한
OneAPM의 기술 부사장은 2013 년 OneAPM에
입사하여 제품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R & D

팀을 구성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 리더 
 
다음은 2019-09-24을 기준으로 회사의 개발 및 엔지니어링 팀 리더의 정보와 직급 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름 직급 팀 이름 설명

Monan Li CTO 지밍 왕 수석 엔지니어

 
어드바이저 
 
다음은 2019-09-24을 기준으로 회사 어드바이저의 정보와 역할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름 기업 어드바이저 역할
데이터 없음

 
조직 구조 
 
다음은 2019-09-24을 기준으로 회사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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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및 창립자 6 0

합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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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기업 정보 

 
ITEM 1. 비즈니스 개요  

부문 / 산업 정보 기술 / 
IT 서비스

분류 연산 및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

LambdaChain 컨센서스 네트워크는 Lambda 네트워크의 운영 기반이며 1024 개의
유효성 검사기 (스토리지 마이너에서 승격)로 구성됩니다. 합의 참여 노드는 VRF
(Verifiable Random Function) 알고리즘을 통해 선택되며 개선 된 BFT (Byzantine
Fault Tolerance) 알고리즘을 통해 합의에 도달합니다. 컨센서스 네트워크의 주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LambdaChain 컨센서스 네트워크는 신뢰할 수있는
메커니즘으로서 중앙 집중식 스토리지의 브랜드 인증을 대체하기 위해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을 보장하며 블록 체인을 통해 데이터 보안 및 무결성 검증의 관련
기술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 마켓 플레이스 (스토리지 거래 시장)는 스토리지
광부가 스토리지 공간을 판매하고 사용자가 스토리지 공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컨센서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합니다. 데이터 스토리지의 가치는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ITEM 2. 산업 설명 

 
2.1 산업 개요 
성숙한 블록 체인 산업 응용 프로그램과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실제 응용 시나리오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원장은 실제로 매우
작은 저장 공간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실제 비즈니스를 체인 원장에 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원장으로 가면
필연적으로 효율성과 성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BlockChain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며 암호 합의를 통해 신뢰할 수 있지만 저장 기능도 있습니다. 기존 블록 체인은
여전히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존 BlockChain이 어떤 사업도 수행 할 수없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데이터의 적어도 일부는 체인이 아닌 데이터에 저장 될 수 있으며 체인과 같이 신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액세스 할 수 있으며
완벽하게 입증 될 수 있으며 조작되지 않습니다. 또한 체인과 같은 성능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비용이 많이 들며 이는 소위 블록
체인 스토리지의 기능입니다.

 
2.2 목표 시장 규모 
중국의 스토리지 마이닝 머신 시장을 면밀히 관찰 한 결과,이 분야에는 이미 약 150 만 개의 분산 스토리지 마이닝 머신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광산 기계의 평균 가격이 15,000 RMB 인 경우 GMV의 200 억 RMB 이상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비트 코인 채굴
기의 판매량은 현재 한 달에 약 200,000 대에 불과합니다. 전체 암호 화폐 시장에서 비트 코인 마이닝 머신 이후 데이터 스토리지
마이닝 머신의 양이 2 위를 차지했으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3 최근 트렌드 

 
2.4 경쟁사 

 
2.4.1 기존 산업 경쟁사 
다음은 2019-09-24을 기준으로 회사가 포함되는 산업의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름 설립 국가 중점 지역
AWS Amazon United States

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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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토큰 프로젝트 경쟁사  
다음은 2019-09-24을 기준으로 본 회사의 토큰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름 토큰 심벌 블록체인 네트워크
데이터 없음

 
ITEM 3. 프로젝트 비즈니스 모델 

 
3.1 비즈니스 설명  

타겟 고객
금융 산업 보험 산업

플랫폼 혹은 애플리케이션 설명
https://explorer.lambdastorage.com/#/

비즈니스 / 제품 / 서비스 개요

⋅ 블록 체인 탐색기

 
3.2 프로젝트 개발 

비전 및 미션
Lambda는 동적 데이터 액세스를 지원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데이터 가치를 데이터 소유자에게 반환"이라는
위대한 비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역사

마일스톤

제목 목표 일정 상태 설명

 
3.3 파트너십 
다음은 2019-09-24을 기준으로 본 회사의 파트너와 파트너십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  IOST

파트너 상세정보
파트너 웹사이트 https://iost.io
파트너십 기간
수익 창출 기여 No

파트너십 세부내용

미래의 지속 가능한 블록 체인 생태계에 수평 확장 성과 높은 트랜잭션 처리량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혁신적이고 안전한 블록 체인 패러다임 IOST. Lambda와 IOST의 파트너십은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트랜잭션 기능과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와 스토리지 측 간의 신뢰 문제를 해결합니다.
분산 노드의 검증 및 합의를 통해

▸  Perlin

파트너 상세정보
파트너 웹사이트 https://www.perl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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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기간
수익 창출 기여 No

파트너십 세부내용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없는 분산 형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인 Perlin은 일상적인 스마트 기기에서
활용도가 낮은 컴퓨팅 성능을 활용하여 세계적으로 슈퍼 컴퓨팅을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액세스
할 수 있도록합니다. Perlin과 Lambda는 함께 향상된 블록 체인 인프라를위한 분산 스토리지 및 분산
컴퓨팅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주요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 파트너십은 공유 분산
응용 프로그램 (DAPP) 사용자를위한 컴퓨팅 및 스토리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  BitMax.io

파트너 상세정보
파트너 웹사이트 https://bitmax.io
파트너십 기간
수익 창출 기여 No

파트너십 세부내용

BitMax.io는 전 세계 기관 및 소매 고객에게 광범위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합니다. 트랜스 수수료 및
역 마이닝을 적용한 것은 업계 최초의 거래소입니다. Lambda와의 협력으로 BitMax.io의 신뢰성이
강화됩니다. BitMax.io와 같은 글로벌 거래 플랫폼에서 1 차 상장을받은 Lambda의 데뷔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있는 스토리지의 미래에서 그 역할을 강조 할 것입니다.

▸  DATA DA

파트너 상세정보
파트너 웹사이트 http://www.data.eco
파트너십 기간
수익 창출 기여 No

파트너십 세부내용 DATA와 Lambda는 인터넷 및 금융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 창의적이고 안전하며 구현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 할 수있는 데이터 신뢰 제휴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 할 것입니다

 
3.4 지적 재산 (특허, 저작권, 경영 비밀 및 상표) 
입력 없음

 
3.5 법적 소송 현황 
입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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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재무 정보 

 
ITEM 1. 자본 정보 
다음은 2019-09-24을 기준으로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정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

주주명 직책 혹은 회사와의 관계 지분 비율 보유 주식수
데이터 없음

 
ITEM 2. 투자 정보 

 
2.1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거래 이름 공지 날짜 투자자 수 미국 달러 모금액 대표 투자자
데이터 없음

 
2.2 토큰 세일 
 
토큰 세일 펀딩 
목표 하드캡 대비 달성 금액 (%) (%): 50000000
모든 ICO 라운드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의 토큰 보유 비중 (%) (%): 40
판매 된 토큰 수, 상위 10명의 토큰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혹은 할인, 락업 기간:
토큰

라운드 이름 시작 날짜 완료 날짜 펀딩액 (미국 달러 기준)* 기관 투자자
ICO 2018-09-18 2018-10-18 1,667,000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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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특수 관계자  
 
다음은 2019-09-24에 해당하는 본 회사의 특수 관계자에 대한 특정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회사명 설립 국가 시작 날짜 완료 날짜 특수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데이터 없음

 
ITEM 3. 재무 공시  
다음은 2019-09-24을 기준으로 공시를 위해 회사 측에서 제출한 약식 재무 정보입니다.:

 
3.1 약식 손익계산서  
(USD)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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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Cost of Goods Sold (COGS)
Gross Profit
Operating Expenses (SG&A)
Other Revenue & Expenses

Operating Income

 
3.2 약식 대차대조표  
(USD)
Fiat
Cash Equivalent
Total Fiat & Cash
DigitalAssets

Book Value of All Assets

 
3.3 주요 재무 지표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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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V. 토큰 

 
ITEM 1. 토큰 정보 
토큰 심벌: LAMB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Etheruem
합의 방법:
프로젝트 종류: 유틸리티 토큰

프로젝트 현황:
총 토큰 공급량 : 1,000,000,000

토큰 설명 (상세):
Lambda (LAMB) 플랫폼은 분산 형 응용 프로그램에 무한대로 확장 가능한 데이터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하는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고속 블록 체인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Lambda Network는 연구자를 자금과 직접 연결하는
시장을 구축하여 연구 크라우드 펀딩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합니다.

토큰 분배 비율:

 
ITEM 2. 토큰 발행 기록 
다음은 2019-09-24을 기준으로 기록된 토큰 발행 기록 연혁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해당하는 거래의 해시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목적 날짜 금액 미국 달러 가치 총토큰(변경 후) 유통물량(변경 후)
데이터 없음

Mining

40%

Sales

30%

Team

10%

Foundatio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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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3. 토큰 지분구조 
다음은 2019-09-24을 기준으로 월렛 주소와 플랫폼에 등록된 주소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 결과입니다..

랭킹 주소 잔고 %

1 0xa555042f07bFD19E251CC21c84C35725A47d4C66
(Unknown 1) 2,000,000,000 33.33%

2 0xF8d03EA2ae3ec511516736560225eCa17042f657
(Unknown 2) 1583333335.0000002 26.39%

3 0xebb3020aE07C0805881f3B42c10C2D45b7970fF3
(Unknown 3) 1,000,000,000 16.67%

4 0xE93381fB4c4F14bDa253907b18faD305D799241a
(Huobi) 296615277.68622434 4.94%

5 0xb2AC97941a1c610f73E68b3969CdC886a2EA5491
(Unknown 4) 265700072.91000003 4.43%

6 0x2274E64274889Afc9A2EE8c838468178F3Ef7705
(Unknown 5) 227712578.72239017 3.80%

7 0x333Edd812eF15d77efF695E817246AF7f76aB2AD
(Unknown 6) 59999986.761300005 1.00%

8 0xFa010940a5F850Aca1aEa24d2484D57fd9773875
(Unknown 7) 57191936.0050147 0.95%

9 0xaBbEF9dF99E91F779e988Cb9DAeD17FfA07d67dE
(Unknown 8) 54999950.28300001 0.92%

10 0xAC678Aa7A04b396BE008D17Dd586cbDD305B336C
(Unknown 9) 49999997.269499995 0.83%

11 0x4B1a99467a284Cc690e3237bC69105956816f762
(Bitmax) 44237173.2999819 0.74%

12 0x5C985E89DDe482eFE97ea9f1950aD149Eb73829B
(Huobi) 40811048.73402321 0.68%

13 0xE6902b5b4C20793051821767F0b23148b3dA8587
(Unknown 10) 39999994.9224 0.67%

14 0x803CF9EDBCcC9aA6eA20c88C6a3458ECbE00f1EC
(Unknown 11) 36627158.5916 0.61%

15 0x4D791B88a0E085dd715eb848c306FAe1A250656a
(Unknown 12) 30968298.000000004 0.52%

16 0x1062a747393198f70F71ec65A582423Dba7E5Ab3
(Huobi) 17258188.701623403 0.29%

17 0x46705dfff24256421A05D056c29E81Bdc09723B8 (Huobi) 16761143.2201546 0.28%
18 0xFA4B5Be3f2f84f56703C42eB22142744E95a2c58 (Huobi) 16483667.946489979 0.27%

19 0xadB2B42F6bD96F5c65920b9ac88619DcE4166f94
(Huobi) 14388759.069893885 0.24%

Unknown 1

33.3%

Unknown 2

26.4%

Unknown 3

16.7%

Huobi

4.9%

Unknown 4

4.4%

Others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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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 주소 잔고 %
20 0xfdb16996831753d5331fF813c29a93c76834A0AD (Huobi) 14103412.562743139 0.24%

 
ITEM 4. 토큰 가격과 시가총액 
다음은 2019-09-24 기준의 시장 데이터입니다..

시가총액 순위  60

시세 동향

▸  USD
현재 가격 : $0.141892
변동 (7일/24시간/1시간) : -3.2% | -1.6% | 0.6%
시가 총액 : 88,914,772.56
ICO 가격 : $0.010000
ICO 가격 대비 수익률 : 14.19 X

▸  ETH
현재 가격 : 0.000701 ETH
변동 (7일/24시간/1시간) : -5.9% | 2% | 0.5%
시가 총액 : 439,178.52
ICO 가격 : 0.000044 ETH
ICO 가격 대비 수익률 : 16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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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5. 온체인 동향 
다음은 2019-09-24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간의 온체인 데이터를 추출한 데이터 세트입니다..
네트워크의 수명이 12개월보다 짧은 경우 열값이 생략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누적 지갑 개수
날짜 누적 지갑 개수 신규 지갑 개수

2019-09 33,899 653
2019-08 33,246 11,390
2019-07 21,856 7,478
2019-06 14,378 3,667
2019-05 10,711 1,019
2019-04 9,692 2,955
2019-03 6,737 572
2019-02 6,165 556
2019-01 5,609 1,051
2018-12 4,558 4,557
2018-11 1
2018-10 1

이동 개수
날짜 토큰 이동 개수

2019-09 10,422
2019-08 162,109
2019-07 99,643
2019-06 38,114
2019-05 6,531
2019-04 7,304
2019-03 1,651
2019-02 1,332
2019-01 2,697
2018-12 5,001

이동량

날짜 토큰 이동량

2019-09 242,520,370
2019-08 1,220,541,225
2019-07 1,216,998,626
2019-06 1,332,827,425
2019-05 241,529,907
2019-04 767,471,372
2019-03 1,848,782,480
2019-02 409,337,642
2019-01 699,622,659
2018-12 6,551,54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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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 신규 상장 

 
ITEM 1. 기술 검토 

기술 감사 결과 혹은 그에 상응하는 문서

파일 날짜 문서 제목 감사자 / 제출자
데이터 없음

기술 역량 관리

Q: 본 회사는 거래소와 협력하기 위한 기술적 역량이 있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데몬/지갑/메인넷 지원 등) 만약 보장할 수 있을
경우, 아래의 입력창을 활용하여 거래소가 본 프로젝트를 상장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자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A: Yes

 
ITEM 2. 법무 검토 

법적 각서와 견해

날짜 대상 사법권 국가 발송자 / 작성자 파일

데이터 없음

준법 관리

Q: 본 프로젝트가 사업을 진행하는 국가와 본 기업이 등록된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법률 준수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입력란에 그에 상응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A: Yes

Q: 본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활동들로 인해 특정 국가의 공익을 침해할 여지가 없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도박/마약 등) 침해
여지가 없음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입력란에 그에 상응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A: Yes

Q: 본 토큰/코인 프로젝트가 현재 존재하는 국제 자본 시장 규제에 의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규제
준수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입력란에 그에 상응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A: Y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