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 Governance
ANSWER Governance 는 탈중앙화된 음식 실물 자산 투자 플랫폼이다.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투자 위험관리가 중요해졌다. 투자 자산의 가치가 동시에 상승하거나
하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진다.

Advantages of ANSWER
전통 금융권에서는 펀드투자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놓쳐서는 안될 부분으로 원자재
투자를 꼽는다. 실물자산인 원자재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이다. 실물자산이라는 대체투자는 투자자의 자산 포토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춰주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실물자산 중 음식부분은
글로벌적으로 핵심 투자 부문이다.
실물자산 투자 대표로 꼽히는 것은 농산물 그룹이다. 곡물류인 밀, 콩, 옥수수 등과
기호식품인 커피, 설탕, 코코아 등이 있다. 곡물과 기호식품 외에 소 등의 축산물, 참치
등의 수산물에 투자하여 수익을 실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실물자산 투자상품은 대부분 사모펀드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개인이
투자를 하기위한 접근이 어려웠다. 앤써거버넌스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음식실물자산
포토폴리오를 만들고 개인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플랫폼을 형성한다.
커뮤니티가 효과적으로 작동된다면 Answer 커뮤니티가 분산형 푸드 실물 금융 기본
요소 중 하나를 채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NSWER Governance (AGOV) Token
ANSWER 거버넌스는 AGOV라는 고유 토큰 (ERC20)으로 출시된다. 커뮤니티를
주도하고 그 힘을 행사함으로써 소유권 및 거버넌스를 가능하게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AGOV 보유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음식 실물 상품 구성 추가
AGOV 보유자는 시장 매력을 지닌 새로운 음식 실물 상품 전략을 소싱, 개발 및
지원한다. 포토폴리오 구성, 비율 등을 지원한다.
음식분야 커머스 사업 운영 기획
기회가 되는 경우 AGOV 보유자는 음식 시장 사업을 전개하는 파트너의 상품 기획에
참여할 수 있다. http://hintchain.io/
커뮤니티 재무 관리커뮤니티 재무 관리
강력한 참가자를 유치하기 위해 AGOV보유자는 유동성 공급자, 마케터, 커뮤니티 및
기타 전문가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고안한다.
기여도 등 수익 비율 업데이트기여도 등 수익 비율 업데이트
AGOV 보유자는 기여도에 따라 수익을 창출한다.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커뮤니티는 가치 발생 메커니즘을 배포 할 때 올바른 수익률 또는 수수료의 균형을 찾을
책임이 있다.
방법 등에 대한 고안
AGOV 는 거버넌스, 스테이킹 또는 대여 등에 사용될 수 있다. AGOV 보유자는 최대
수익, 적절한 영향력을 달성하거나 커뮤니티가 결정한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산을
할당하는 방법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 https://agov.finance/

AGOV Community
Twitter: https://twitter.com/agov_finance
Telegram: https://t.me/ANSWER_GOVERNANCE

AGOV Token Information
Total issue quantity: 1,000,000,000 AGOV
Smart Contract Address: 0xc1ad269f10bf36d6972ee30827051b59d0d2456b
Ticker: AGOV
Decimals: 18
AGOV Finance: https://agov.finance/
Github: https://github.com/answerswap/agov
기본 보상: 10 AGOV per block, 200,000,000 AGOV mined as liquidity supply reward
초기 마이닝 페어: AGOV-ETH (multiple 10), ANSW-ETH (multiple 3), ETH-USDC
(multiple 1)
13 주간 hyperinflation
Hyperinflation 기간에 마이닝 된 AGOV의 10%는 즉시 분배된다.
Hyperinflation 기간에 마이닝 된 AGOV의 90%는 Hyperinflation 기간동안 락 진행되며,
이후 약 1년에 걸쳐 분배된다.
Partner 400,000,000 (52 weeks vesting)
Community Treasury 180,000,000 (156 weeks vesting after hyperinflation)
DEV Fund 20,000,000 (Locked during hyperinflation)
Evangelist Program 100,000,000
VC 100,000,000 (52 weeks vesting after hyperinflation)
Liquidity mining의 추가 10% 물량은 DEV FUND이다. 따라서 780,000,000개의 AGOV는
먼저 마이닝 진행 된다. 먼저 마이닝 된 물량은 Liquidity mining과 관계 없다.
Hyper inflation이라는 추가 보상 기간의 기준은 주간 단위가 아니라 블럭단위이다. 아래
WEEK은 기간을 예측하기 위한 참고용 수치이다.
ANSW와 AGOV는 DEX에 리스팅되어 있으며 CEX 에 리스팅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