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AnchorSwap은 현재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실행 중인 탈 중심화 거래소 

및 자동 유동성 획득 수익률 팜이며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 개의 다른 

블록체인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AnchorFinance 세트의 많은 제품들 

중에서 첫 번째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우리의 모토는 '모두를 위한 암호화'이며 

우리의 비전은 DEX, Wallet, NFT 및 대출 플랫폼과 같은 암호화 금융 제품의 

완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이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ANCHOR는 

AnchorFinance 생태계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소각 메커니즘이 내장된 

디플레이션 토큰입니다. 앞으로 ANCHOR 소유자들은 AnchorFinance 제품 

세트의 다른 신제품 사용 수수료에 대한 환불, 비정기적 NFT 에어드랍, 특별 

이벤트 초청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ANCHOR 소유자들은 

AnchorSwap이 제공하는 잠긴 풀과 팜에서 뛰어난 수익률을 누리는 동시에 

모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토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여 복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자동 유동성 

ANCHOR 토큰을 교환할 때마다 2.5%의 교환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세금의 
2%는 ANCHOR 유동성 풀에 자동으로 추가되며 이는  ANCHOR 토큰 가격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 유동성은 스마트 계약에 의해 잠겨져 있으며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자동화된 소각 

위에서 언급했듯이 ANCHOR 토큰은 교환할 때마다 2.5%의 교환세를 
발생합니다. 2% 양도세는 자동 유동성에 할당됩니다. 나머지 0.5%는 즉시 
자동으로 소각됩니다. 

수확 잠금 
 
수확 잠금은 파밍 보상을 위해 설계된 잠금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파밍 
차익거래 로봇이 지속적으로 보상을 수집하고 덤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확 빈도를 제한하는 방어 기능입니다. 
 

마이그레이션 코드 없음 
 
마이그레이션 코드는 개발자가 스마트 계약에서 LP 토큰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제거했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은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LP 토큰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 잠금 
 
출시 시 ANCHOR 토큰에 시간 잠금이 이미 추가되었습니다. 러그 당김에 대한 
높은 보호 기능을 제공하므로 이는 아주  중요한 보안 기능입니다. 

커뮤니티 구동: 
 
ANCHOR 토큰과 이를 둘러싼 전체 생태계는 커뮤니티에서 주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능, 새 풀, 새 팜 및 최신 업데이트에 대한 많은 결정이 
커뮤니티에서 상기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다음 기능에 대해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로드맵 
 

여러분들은 아래에서 AnchorFinance 생태계의 다양한 기능 및 제품에 대한 
예상 제공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 마감일이며 개발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지연 될 수도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 분기/ 2021 | 교환, AMM 및 마케팅 

● 메인 페이지 개편 
●  AMM 탈 중심화 거래소 
● 매주 추가 ANCHOR 토큰 소각 
● Techrate의 감사 
● 최초의 집중식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 
● 공유 시즌 시작 
● 집중식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 경기. 

 

1 분기 / 2022 | NFT 플랫폼 

● NFT 플랫폼 
● NFT 런치패드 
● 제한된 NFT 

 

2 분기 / 2022 | Anchor 지갑& 투표 
 

● Anchor 지갑 
● 버그 바운티 보너스 프로그램 

 

3 분기/ 2022 | 크로스체인, 지갑 & 복권 업데이트 
 

● NFT로 크로스체인 실행 
● 시장 확장 
● 거래 기능 및 업데이트 
● 복권 업데이트 – NFT 복권 

 

 
4 분기/ 2022 |파트너십 & 새로운 기능 
  

● AnchorNFT의 파트너십 
● AnchorWallet의 파트너십 
● 세분화된 NFT 
● NFT 대출 

 



 Anchor토큰(ANCHOR) 

 

Anchor 토큰 로고 

기본정보 

● 토큰 이름: AnchorToken 
● 토큰 심볼: ANCHOR 
● 계약 주소: 0x4aac18de824ec1b553dbf342829834e4ff3f7a9f 
● 체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BEP20) 
● 최대 공급량: 250,000,000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교환세 

● 소각율: 0.5%의 교환세가 즉시 소각됩니다. 
● 자동 유동성 비율: 2%의 교환세가 LP 풀에 추가되고 잠깁니다. 
● 총 교환세율: 모든 교환하는 ANCHOR의 2.5% 

 

예금 수수료 

모든 예치금에는 0-4%의 예금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토큰의 가치를 
유지하고 AnchorsSwap 생태계를 개발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는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발행율 

● 28 ANCHOR/블록 (시간에 따라 감소) 
● 800,000 ANCHOR/일 
● 발행율의 9.0%는 프로젝트의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팀으로 
분배합니다. 



자동 유동성 

AnchorSwap 의 모든 거래에는 2.5%의 교환세가 발생합니다. 

● 0.5%는 즉시 소각 
● 2%는 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ANCHOR 유동성 풀에 추가됩니다. 
● 이는 이후의 더 높은 소각율과 더 적은 유동성 잠금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소각 
 
AnchorSwap의 모든 ANCHOR 교환에는 2.5%의 교환세가 부과됩니다. 0.5%는 
즉시 소각됩니다. 

소각 주소: 0x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aD 

수확 잠금 
 
수확 잠금은 파밍 보상을 위해 설계된 잠금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파밍 
차익거래 로봇이 지속적으로 보상을 수집하고 덤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확 빈도를 제한하는 방어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ANCHOR-BNB 팜의 수확 잠금은 2시간입니다. 즉, ANCHOR-BNB 
팜에 지분을 소유한 농부들은 2시간에 한번씩만 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chor이 아닌 팜의 수확 제한 시간은 8시간입니다. 
수확 잠금 시간은 각 농장 폴더의 예치금 수수료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확 잠금은 파밍 보상에서만 제한됩니다. 팜에 투자된 토큰은 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고래 방지 

전체 공급량의 0.4%(유동비율) 이상의 교환은 거부됩니다. 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할 것입니다. 

• 팜으로의/에서의 토큰 입출금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앱에서 최대 교환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anchorswap.app 



AIO (Anchor 초기 주문) 

가까운 미래에 사용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Anchor 초기 주문은 ANCHOR-BNB LP 토큰을 사용하여 새 토큰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세 가지 기본 절차가 있습니다. 

● 프로젝트는 BNB를 얻습니다. 
● AnchorSwap은 일정량의 ANCHOR 토큰을 소각합니다. 
● 여러분들은 새로운 토큰을 받습니다. 

 
참여하려면 여러분들은 ANCHOR-BNB LP 토큰이 필요합니다. 

AIO 기간 동안 모금된 총 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ANCHOR 토큰은 
영구적으로 소각될 것입니다. 이는 $1,000,000 USD에 할당되는 모금이 
완성되면 즉시 $500,000의 ANCHOR 토큰이 소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권: 

● 복권 1 장의 비용: 20 ANCHOR 
● 단일 사용자의 복권 구매 제한: 총체적인 제한은 없지만 UI 를 통해 

구매할 경우 최대로 한 번에 50 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매장 복권에 대한 지불을 완성하면 사용자에게 각 숫자가 1-14 

사이인 임의의 4 자리 숫자 조합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1-9-3-2" 

이기는 방법 

복권 최고 특상(전체 복권 풀의 50%), 사용자는 티켓에 있는 4 개의 번호를 
4 개의 당첨 번호와 정확히 같은 순서로 맞춰야 당첨될 수 있습니다. 4 개의 
숫자를 모두 맞추지 못하여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개 혹은 그 이상의 
숫자들을 순서에 맞게 맞출 경우에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당첨율 

● 4 개의 숫자를 모두 정확한 순서로 맞춘 경우 = 팟의 50%를 
획득합니다(또는 1 명 이상의 우승자가 있을 경우 팟의 상금을 
나눕니다). 

●  정확한 순서로 3 개의 숫자를 맞춘 경우 = 팟의 20%를 획득하거나 
나눕니다. 

●  정확한 순서로 2 개의 숫자를 맞춘 경우 = 팟의 10%를 획득하거나 
나눕니다. 

●  팟에 남은 20%는 소각됩니다. 



 
참고 – 만약 본 활동에서 아무런 참가자도 담첨 번호의 3 개의 숫자를 
맞추지 못한 경우 당첨자에게 할당되어야 할 20%는 소각됩니다. 

예를 들어 최종 4 개의 당첨번호가 "1-9-3-2"인 경우 

● "5-4-9-1" = 일치 0 
● "1-9-3-2" = 4개 모두 일치 
● "1-9-8-2" = 일치 3 
● "4-5-3-2" = 일치 2 
● "1-2-1-2" = 일치 2 

 

마이그레이션 코드 없음 
 
마이그레이션 코드는 이미 MasterChef 계약에서 제거되었습니다. 
 

 

플래시 대출 공격 방지 

우리는 보호되지 않은 스마트 계약의 사본으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플래시 대출 공격을 방지합니다. 우리는 계약에서 이미  발행 

기능을 제거하였으므로 아무도 허용된 수치의 수백, 수천 배 더 많은 토큰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계약에 오직 1개의 토큰 만 남아 있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간 잠금 
 

시간 잠금은 출시 시에  MasterChef 계약에 추가 되었습니다. 

● 지연: 24시간 
 
 

긴급 철회 

만약 AnchorSwap의 프론트엔드에 일시적인 정전이나 DDOS 공격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MasterChef 계약과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스테이킹된 토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팜 또는 풀 ID로 긴급 철회 기능을 호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 

● TechRate 
https://docs.anchorswap.finance/audit 

 

계약 

● AnchorToken: 0x4aac18De824eC1b553dbf342829834E4FF3F7a9F 
● AnchorReferral: 0x42da818171a8b58A98771F4b99Ea0175f9f7BFc7 
● MasterChef: 0x23f7F3119d1b5b6c94a232680e2925703C4ebbF5 

 

소셜 미디어 

● Twitter: @AnchorSwap 
● Telegram: @anchorswap 
● Facebook: facebook.com/anchorswap 
● Medium: anchorswap.medium.com 
● Github: github.com/anchorswap 

 

추천 프로그램 

모든 친구들 거래의  1%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에어드롭 

우리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ANCHOR 토큰을 

획득할 수 있도록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말 

본 문서를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AnchorSwap 에 대한 아이디어와 AnchorSwap 이 얼마나 훌륭한 

제품인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암호화'라는 우리의 모토와 같이 사용자 친화적이 되고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깨서 금융 암호화 자유에 대한 

독특한 대문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여정에서 환상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커뮤니티의 합류를 시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에 너무 기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