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회사명: 캐리 프로토콜(Carry Protocol) 

I 주소: 16 COLLYER QUAY #17-00 INCOME AT RAFFLES SINGAPORE(049318) 

I 홈페이지: https://carryprotocol.io/ 

I 이메일: contact@carryprotocol.io 

1. 내용: 캐리 토큰(CRE) 언락 물량 조정 

2. 상세 내용:  

캐리 토큰(CRE)의 언락 물량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 아래 ----- 

[2019년 7월 변경 사항] 

➢ 기존 :  7월 15일 약 9억개 CRE 언락 

➢ 변경 :  7월 15일 약 1.4억개 CRE 언락 

 이후 매일 약 1,500만개 CRE 언락  

 

[변경 상세 내용] 

⚫ 프라이빗 투자자의 분배조건을 6개월 베스팅에서 12개월 베스팅으로 조정, 일 안분 형태

로 분배 

- 프라이빗 투자자의 베스팅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되면서 월 프라이빗 투자 

물량은 반으로 조정 되며 일 안분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한번에 대량의 물량이 풀리는 현

상을 방지. 

⚫ 캐리 운영 및 마케팅 용도 물량, 팀/어드바이저 물량도 일 안분 형태로 분배 

⚫ 프리세일 물량은 일별 안분이 아닌,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월(30일) 1회 언락(총 3회)  

⚫ 7월 15일에는 프리세일 투자자 2번째 언락 물량 전체와 프라이빗 투자자 물량의 30분의 

1, 캐리 운영/마케팅 용도 물량의 30분의 1, 팀/어드바이저 물량의 30분의 1이 언락 됨.  



➢ 기존 

• 초기 공급: 3.1억 CRE 

• 1개월차 언락: 9억 CRE (지난 6월 15일 배분 완료) 

• 2개월차 언락: 9억 CRE (오는 7월 15일 배분 예정) 

• 3개월차 언락: 9억 CRE 

• 4개월차 언락: 6.1억 CRE 

• 5개월차 언락: 6.1억 CRE 

• 6개월차 언락: 6.6억 CRE 

• 6개월 차 언락 이후 누적 물량: 49억 CRE 

➢ 변경 내용 

• 2개월차 30일 총 언락: 9억 CRE → 5.9억 CRE (35% 감소) 

• 3개월차 30일 총 언락: 9억 CRE → 5.9억 CRE (35% 감소) 

• 4개월차 30일 총 언락: 6.1억 CRE → 3.7억 CRE (40% 감소) 

• 5개월차 30일 총 언락: 6.1억 CRE → 3.8억 CRE (38% 감소) 

• 6개월차 30일 총 언락: 6.6억 CRE → 3.9억 CRE (42% 감소) 

• 6개월차 언락 이후 누적 물량: 35억 CRE (약 29% 감소) 

 

 



[기대 효과] 

⚫ 프라이빗 투자자의 언락 베스팅 기간의 변경(6개월 → 12개월)에 인하여 6개월차 총 물량

은 49억 CRE에서 35억 CRE로 감소 

⚫ 안분기간 변경(월 안분 → 일 안분)으로 인하여 다수의 물량이 특정 시점에 매도되는 현

상을 최소화 

 

상세한 언락 일정은 아래 토큰 언락 스케줄을 통해 확인 부탁드리며, 해당 내용은 캐리 프로

토콜 공식 미디엄 채널에도 고지될 예정이 오니 거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언락 일정 변경에 대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우호적으로 협의해 주신 프라이빗 투자

자, 어드바이저, 파트너사 및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캐

리팀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커뮤니티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더 신뢰할 수 있고 성장하는 

캐리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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