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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서문

본 라이트페이퍼에서는 Hifi 프로토콜의 완전한 탈중앙화와 자율성, Hifi DAO 설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Hifi 토큰경제의 핵심 개념을 소개한다.



Hifi 프로토콜은 이용자들이 그들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 즉각적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Hifi는 NFT 커뮤니티를 가장 주요한 고객으로 하여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NFT는 가장 많은 유저들을 블록체인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RWA(실물자산)은 가장 
많은 가치를 온체인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으로 포지셔닝 하고 있다. NFT 커뮤니티가 성장과 
유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가치, 사용량 및 신규 유저들이 Hifi 프로토콜로 향하게 
된다.


100:1

MFT는 100 MFT 대 1 HIFI의 비율로 거버
넌스 투표가 미정인 HIFI로 교환된다.

1억 2,625만

HIFI의 총 공급량은 1억 2,625만 토큰이다.

1억

MFT 토큰 소유자들이 1억 개의 HIFI 토큰
을 상환할 것이다.

2,500만

2,500만 HIFI 토큰은 HIFI 프로토콜의 지속
적인 개발, 마케팅 및 유지보수를 위해 HIFI 
Labs에 할당되며, 2년 동안 보유된다.

125만

125만 HIFI 토큰은 거버넌스 투표에 참여하
는 MFT 보유자들에게 에어드랍된다.

Hifi 토큰경제는 HIFI 토큰 보유자들에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거버넌
스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예정이다.

Hifi DAO는 HIFI 토큰 투표를 통해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별개의 
법적 주체가 될 것이다.

Hifi Labs는 프로토콜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Hifi DAO로의 원활한 전환
과 성장의 자극을 보장할 것입니다.

Hifi DAO 거버넌스는 HIFI 개선 프로포절(HIPs)을 사용하여 액션 및 
계약을 온체인으로 배포합니다.

100:1
MFT to H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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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fi 프로토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Hifi DAO는 Hifi Labs와 공식적으로 별개의 법인이 될 것입니다. HIFI 토큰 보유자들은 
HIFI DAO의 회원이 되며, 의사결정은 HIFI 토큰으로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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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FI 토큰으로의 전환과 Hifi DAO의 설립은 완전한 탈중앙화로 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HIFI 토큰 보유자는 Hifi 프로토콜을 제어하고 프로토콜의 광범위한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리소
스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MFT는 1 HIFI 당 100 MFT의 비율로 교환되며, 10B MFT를 공급하
던 것에서 126.25M HIFI로 변경됩니다.

1억 2625만 HIFI 중
 1억 HIFI는 MFT 보유자들에게 상
 2,500만 HIFI는 Hifi DAO의 감독 하에 지속적인 개발과 지원을 위해 2년간 Hifi Labs

에 귀
 125만 HIFI는 최초 거버넌스 투표에서 투표한 MFT 보유자들에게 에어드랍됩니다.



토큰 스왑을 시작하기 위해, MFT는 Snapshot을 통한 투표를 통해 MFT의 HIFI로의 전환을 
책임지는 스마트 계약을 채택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Hifi 토큰 스왑

Hifi DAO로의 전환

126.25M 

Total HIFI

MFT Holders 

100M (79.2%) 

Hifi Labs 

25M (19.8%)

Airdropped 

1.25 M (1%)

최종 사용자가 담보 대출에 사용할 플랫폼

Hifi Protocol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Hifi DAO로의 원활한 전환
과 성장의 자극을 보장

Hifi Labs

Hifi Protocol

Hifi DAO

Hifi DAO
새로운 법인, 토큰 보유자가 회원이 되고 프로토
콜에 대한 의사결정은 각 프로포절에 대한 투표
로 이루어짐

Hifi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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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fi Labs는 Hifi DAO와 2년 계약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관계의 명확성은 Hifi의 스마트 계약에 이미 코딩되어 있는 것, HIFI 토큰 
보유자가 Hifi 프로토콜과 HIFI 토큰을 제어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합니다.



성장 기금은 Hifi Labs에 2년에 걸쳐 선형적으로 투자될 것입니다. 이러한 리소스는 Hifi DAO로의 원활한 운영 전환을 관리하고 Hifi 프로
토콜의 성장과 채택을 촉진하는 두 가지 특정 목표에서 Hifi Labs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미래의 리소스 요구는 Hifi DAO 거버넌스를 사용하여 할당됩니다. 이러한 요구에는 새로운 감사, 개발, 인센티브, 유동
성 및 스테이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Hifi DAO는 프로토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인센티브 프로그램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Hifi DAO는 또한 Hifi 생태계와 통합된 애플리케이션에 보상을 할당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자금 배분을 위한 결정은 Hifi DAO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성장 기금

Hifi 인센티브

Q1 Q2 Q3 Q4 Q5 Q6 Q7 Q8

2 year, linear
Growth Fund Vesting Schedule

50%

25%

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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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fi 토큰경제는 거버넌스 포럼에서 시작되며 HIFI 토큰 투표를 사용하여 온체인 HIFI 개선 프로
포절(HIPs)을 통해 수용된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HIFI 토큰 보유자들은 프로포절을 온체인에 배포하기 전에 검토하고 토론하
고 투표할 수 있게 된다. HIFI 토큰 보유자들은 프로포절에 대한 투표를 선택하거나 HIFI DAO의 
다른 회원에게 투표를 위임할 수 있다.

Hifi DAO 거버넌스

Hifi 정책 및 매개변수

Start

Start

     1) HIP 생성

커뮤니티가 HIP을 생성

    2) HIP 피드백

커뮤니티는 거버넌스 포럼에서 HIP
를 평가하고, 관련 피드백을 수집하
며, 정제

    3) 시그널 수집

커뮤니티는 프로포절을 실행하라는 
시그널을 보냄

    5) 프로포절에 대한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실행을 평가하고 프로포
절을 승인 또는 거부


    4) 실행

프로포절이 실행되고 거버넌스에 제
출됨

Finish

Hifi 정책 및 매개변수는 Hifi DAO 거버넌스를 통해 설정되며, Hifi 프로토콜과 Hifi 토큰의 방향을 결정한다.



토큰경제 정책 - 토큰경제 정책은 Hifi 토큰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토큰 보유자는 토큰을 주조 또는 소각하고, 성장을 장려하며, 향후 개발

에 자금을 대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시장 매개변수 - 시장 매개변수는 Hifi 프로토콜에 대한 규칙을 설정한다. 여기에는 지원되는 담보 유형, 대출액 대비 담보가치 인정 비율, 채
권 기간 및 부채 한도가 포함된다.

Hifi 토큰경제는 Hifi 프로토콜과 우리 커뮤니티를 위한 엄청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IFI 토큰 보유자들은 거버넌스를 통해 프로토콜

의 모든 측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스코드에 오셔서 거버넌스 양식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세요!

창창한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