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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STORJ) 란?
스토리지(Storj)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개인 대 개인 암호화 클라우드 스토리지
네트워크로서, 사용자가 타사 저장소 공급자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공유 할 수
있게 합니다.

특징
• 스토리지는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분산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잉여의 하드디스크 용
량을 보유한 이용자(farmer)가 이를 필요로하는 사람들(renter)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코인을 보상받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스토리지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기존의 중앙 통제 장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클
라우드 서비스 방식을 블록체인 기술로 대체함으로써,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제
어를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통적인 데이터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
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 :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한 갈래로서, 인터넷 상의 저

장공간에 개인의 데이터를 넣어두고, 개인의 계정이 인식된 단말기들을 통해서 접근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
다.

• 분산 해시 테이블 카뎀리아(Kademlia): 분산 해시 테이블(distributed hash tables, DHT)은
이름대로 해시 테이블을 분산하여 관리하는 기술을 뜻하며, P2P 네트워크의 부하를 억제
하고, 네트워크 상의 콘텐츠를 빠르고 정확히 검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토리지
는 카데밀라를 사용해서 분산 네트워크 및 효율적 메시지 라우팅 등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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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펙
1) 기본정보

2) 시장정보

암호화폐명

Storj (스토리지, STORJ)

최초발행일

2017-07-02

소재지

미국 애틀랜타

합의알고리즘

작업증명(PoW)

총발행량

424,999,998 STORJ

시장유통량

135,787,539 STORJ

시가총액
거래량(24h)

$34,544,125 ≈ 408억원
$4,818,612 ≈ 56억원

분류

수직산업응용

거래가격(USD)

$0.254399

홈페이지

https://storj.io

거래가격(BTC)

0.00003209 BTC
▷ 2019-06-04 Coinmarketcap 기준

개발 활동
1) 프로젝트 기본정보 (Github)

watch
68

star
655

워치(watch) 란? 프로젝트의 업데이트를 체크하고 있는 개발자 수.
스타(star) 란? 프로젝트를 즐겨찾기한 개발자 수.
포크(fork) 란? 해당 프로젝트 소스코드를 자신의 저장소에 저장한 개발자 수.

커밋(Commit) 이란? 프로젝트의 내용을 수정(업데이트)한 기록.
컨트리뷰터(Contributors) 란?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수.

2) 기간별 컨트리뷰터 커밋 수 (Github)

※ 프로젝트의 목적 및 산업에 따라 Github 기준 개발 활동량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fork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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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1) 퍼포먼스 데이터
암호화폐 연혁

23개월

지난 30일 변동성

+25.32%

지난 7일 변동성

+12.32%

역대 최고가 (USD)
USD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역대 최고가 (BTC)

$3.04
-91.63%
0.00058775 satoshi

BTC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94.54%

누적 수익률

-48.48%

상승 월 비중

25.00%

일 최대 하락률

-21.55%

일 최대 성장률

+81.55%

월 최대 성장률

+58.68%
▷ 2018-06-04 CoinCheckup 기준

2) 가격 변동 추이

▷ 2018-06-04 Coinmarketcap 기준

3) 평가 점수 (FCAS)

▷ 2019-06-03 Coinmarketca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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