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FI 토큰 경제 모델 업데이트
파트 1/3: 스테이킹 & 리워드 풀
디플레이션 KEYFI 소각 x 지속 가능한 보상 풀 x
씨드 유동성 풀 성장

이는 KEYFI 토큰 경제 모델에 대한 업데이트된 세부
정보를 다루는 3부 중 첫 번째 도입부입니다. 이
모델은 현재 진화 중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KeyFi는 여전히 베타 프로젝트 상태입니다.
올해 중에 토큰과 플랫폼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KEYFI 토큰 경제 모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작성 예정입니다.
현재 버전의 경우 다음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파트 1: KEYFI 스테이킹 및 리워드 풀

파트 2: KEYFI kToken
파트 3: 크로스 체인 아키텍처
원본 KeyFi Litepaer 및 Token Economic
Whitepaper는 당사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KEYFI 토큰에 대한 간략 리뷰
기본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레퍼런스 뼈대를
제공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소개합니다.

● 10m ERC-20 KEYFI 토큰 2020년 12월 주조
● 80% Allocated for Community
커뮤니티에 80% 할당
● 팀에 20% 할당(개발 10% / 재무 10%)
● 2022년 약 4분기까지 새 토큰을 주조
불가(토큰 계약 규칙에 의해 잠김)
● 탈중앙화 로드맵에 따르면 KEYFI 토큰은
거버넌스 및 스마트 컨트랙
메커니즘(KeyFiDAO)을 통해 커뮤니티로
구동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전 KEYFI 토큰 거버넌스 투표
● 바이낸스(Binance) 스마트 체인에 주조된 1m
BEP-20 KEYFI 토큰(2021년 2월 통과)

● 마케팅을 위해 할당된 100k 커뮤니티 KEYFI
토큰(2021년 4월 통과)
토큰에 대해 전반적으로 언급드릴 몇 가지 사항은
토큰의 잠재적 활용률 및 통합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폴카닷(Polkadot) 기반 네트워크와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에서 토큰을 시작하는 로드맵에
있다는 것입니다.

KEYFI 스테이킹 및 리워드 풀
현재 사용자가 KEYFI 리워드를 스테이킹 하고
획득할 수 있는 2개의 활성 보상 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KeyFi v1 이더리움 풀로, SelfKey의 KEY
토큰과 유니스왑의 UNI-V2 KEYFI:USDC 유동성
공급자 토큰을 스테이킹에 사용됩니다.
V1 풀에는 풀에 액세스하려면 모든 스테이커가
SelfKey로 구동되는 탈중앙 신원 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엄격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 특정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keyfi.com/credentials
두 번째는 KeyFi v2 바이낸스(Binance) 스마트 체인
풀로, 현재 KEYFI를 스테이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PancakeSwap CAKE-LP KEYFI:BUSD 유동성 공급자
토큰과 직접 BUSD 및 WBNB 스테이킹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레이어 1과 Polygon(Matic)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곧 출시될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BSC에
라이브되어 있는 모델을 포함하여 이러한 v2 풀에서
KEYFI를 소각하고 자립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순화를 위해 이더리움 L1 컨트랙을 예로 들어
이러한 프로세스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KEYFI
●
●

50% KEYFI 소각됨
50% KEYFI가 새 DEX LP 풀의 씨드 펀드로
전송됨

KEYFI Direct Staking

KEYFI LP 토큰

● 50% 비KEYFI 토큰을 KEYFI에 판매하면
모든 KEYFI가 소각됨
● 50% 비KEYFI 판매 후 새로운 DEX LP 풀을
위한 씨드 펀드로 전송

KEYFI:ETH LP Staking

네트워크 네이티브 토큰(ETH/BNB/MATIC 등)
● 가스 펀드로 50% 보내기(컨트랙 배포 /
KeyFiDAO 트랜잭션/테스트 통합 등…)
● 50% KeyFi 재무 / Dev 풀로 전송

WETH Staking

기존 풀이 있는 비KEYFI 토큰
● 50% KEYFI를 매입하여 리워드 풀로 전송
● 50% KeyFi 재무 / Dev 풀로 전송

USDC Staking

풀이 없는 비KEYFI 토큰
● 50% 새 DEX LP 풀의 씨드 펀드로 전송
● 50% KeyFi 재무 / Dev 풀로 전송

WBTC Staking

요약하자면 이는 현재 스테이킹 모델에 대한 모든
예치 수수료의 현재 할당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큰 경제 모델을 관찰하고 최적화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EYFI 토큰 유틸리티
현재 모델에는 KEYFI 토큰을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거버넌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KEYFI 토큰
보유(https://vote.keyfi.com)

2. KEYFI를 사용하여 추가 리워드를 획득하고
곧 출시될 KeyFi Pro 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KEYFI 유틸리티는 저희가 kToken 컨셉을
다룰 때 이 시리즈의 파트 2에서 발표될 것입니다.

KeyFi Pro
KeyFi Pro는 처음에 두 가지 유형의 사용자만
허용하는 비공개 베타로 출시됩니다.
● 유효한 SelfKey로 구동되는 탈중앙화 신원
자격 증명
● KEYFI 토큰 스테이커

KeyFi Pro 앱에서 잠금이 해제되는 기능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의 "퍼스트 룩" 베타 버전을
포함합니다.
● DeFi 전략 설계자 및 관리자
● 토큰 탐색 연구 대시보드
● 고급 암호화폐 및 DeFi 알림 Email / SMS /
텔레그램
● 체계적 트랜잭션 노트 / 거래 일지
● Nexo와 같은 CeFi 플랫폼에 액세스하여
암호화폐 예치금에 대한 이자 획득

또한 Pro 앱에 통합된 모든 KeyFi 코어 앱 기능과
플랫폼 간 동기화, 다크 모드 등의 일부 추가 한정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KeyFi Pro의 베타 런칭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소셜 미디어에서 팔로우하고 KeyFi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발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KEYFI의 현재 토큰 경제 모델에 대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더리움 L1 및 L2 배포를 진행함에 따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모델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모델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것입니다.
저희의 놀랍고 지원을 아까지 않는 커뮤니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커뮤니티에서 텔레그램과
디스코드에 의견과 피드백을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