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머리말 
 

 

REDDE 는 사용자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디지털 매체나 블록체인같은 환경에서, 

현금 또는 크립토스로 돈을 원활하게 순환하며 맞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계획은 다음과 같은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발달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 

- 암호화폐/현금을 환전하고 교환하는 플랫폼 ; 

- 규제 당국에 의해 승인된 전자화폐의 발행과 관리를 위한 플랫폼 ; 

- 온라인과 오프라인 변환소 네트워크 ; 

- 사용자에게 필요한 화폐들의 보관, 순환과 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의 

어플리케이션 ;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어플리케이션. 

 

그러므로 REDDE 는 개인 사용자 파트너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효용을 주며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는 유일하고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착실한 경제모형과 소외나 전제 

조건이 없는 간단한 사용법으로 세계적이고 무척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REDDE 의 DNA 에는 암호화폐의 문화와 정신이 들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실물경제에 그 화폐를 완벽하게 통합시켜 화폐의 순환과 정보들의 보호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완전한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REDDE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모든 화폐와 사용 가능한 모든 지불 수단을 포함하여 

(현금, 암호화폐 및 신용카드) 첫번째 완전한 전자 지갑입니다. 

 

REDDE 는 P2P 방식으로 개인들간에 자유롭게 송금하고, 가상화폐를 구매해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금을 인출해 쓸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어플이며 사용자 

여러분들께서 REDDE 를 사용하시면 편의점이나 온라인 등 모든 지불 방식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늘 다음과 같은 이중목표를 위하여 :  

- 암호화폐에 현금과 같은 일차 실용성을 부여하는 것 ; 

- 현금을 디지털과 호환시켜, 블록체인과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하며 

사물인터넷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접근하고 단순함으로써 REDDE 는 암호화폐의 보편화와 블록체인의 발전을 위해 

확실한 기여를 합니다. 

 

 

 

 

 

 

 

 

 

 

 

 

 

 

 

 

 

 



  

 

REDDE 에 대한 궁금한 10 가지 질문 
저희 백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는 정말 혁명적인가 ? 

REDDE 는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교환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전자 네트워크에 순환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 형태를 제공하는 첫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고 보편적이며 접근 가능한 REDDE 는 모든 사람들의 통용화폐에 

관한 특정 요구에 맞춰 첫 Full Wallet 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이 REDDE 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

목표 고객들은 대부분 매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블록체이너일 겁니다. REDDE 는 

멀티태스킹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은행 시스템에서 제외된 이들과 은행 업무 

서비스가 부족한 이들까지 도와줄 겁니다. 

전자 화폐를 어떻게, 그리고 왜 구매할 것인가 ? 

저희 ‘변환소 네트워크’를 통해 <2%의 수수료를 내고 교환하거나 FULL WALLET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무료로 변환할 수 있을 겁니다. 

인근 또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 온라인 송장 비용을 지불, 송금, 이체 등등 다 

무료로 가능할 겁니다. 

변환 코인’을 어떻게,  그리고 왜 구매할 것인가 ? 

REDDE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직접 전자 화폐로 교환해서 구매 가능할 겁니다. 

암호화폐를 무료로 구매하거나 1%의 수수료를 내서 암호화폐를 전자 화폐로 교환할 

수 있을 겁니다.  

 

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2019 년부터 어디서나 신용 카드를 통해 저희 Full Wallet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유통 네트워크’는 2019 년 1 월부터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과 이탈리아를 포함하는 첫 지역에서 도입될 것이며 여러분 덕분에 

2020 년부터 유럽을 넘어 확대될 겁니다. 

  



  

 

팀을 신뢰할 수 있는가? 

저희 팀은 야심차고 유능하며 창의적인 설립자들과 모든 필요한 분야에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입증된 비즈니스모델과 

인프라를 위해 함께 작업합니다. 

팀의 경험을 토대로 배포 및 승인 네트워크 (e-shopping 웹 사이트) 개발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팀인가 ?  

프랑스를 기점으로 하며 REDDE 는 유명하고 인정받은 파트너의 지원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유럽 연합 집행 기관으로 인해 ‘전자 화폐 발행기관’ 으로써 승인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금용 기관처럼 금융규제관의 권리 아래 놓일 겁니다. 이러한 위상은 

REDDE 가 접근 불가능한 ‘변환 코인’과 비물질화될 현금의 가치를 완전한 보호를 

요구합니다. 

 

의 장점은 무엇인가 ? 

REDDE 는 든든한 기술, 바탕과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접근 가능하며 사용법이 

보편적이고 아주 간단합니다.  

REDDE 는 모든 사용자들의 특정 요구를 맞출 수 있는 첫 완전한 월렛입니다. 

 

에 투자하면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  

REDDE 토큰을 구매하시면 암호화폐의 변동성에 대한 든든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구축하는 겟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토큰 가치의 점진적인 증가 

메카니즘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또한, 혁신적인 옵션 서비스의 홍보/무료 접근을 

제공 받게 될 겁니다. 

REDDE 는 다른 ICO 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 

REDDE 는 비할 데 없는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ICO 의 세계는 랜덤 

암호화폐로 지불 가능한 모듈 및 불확실한 비즈니스 모델, 또는 변동성과 

캐시인/캐시아웃 문제를 부분적으로만 해결해주는 다양한 카드를 경험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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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전 
 

 

 

 

저희는 블록체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넓힐 수 있게 사회의 규칙과 작동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를 주는 커다란 진보란 것을 확신합니다 ! 

 

무엇보다도 암호화폐는 금이 주는 구속에서 벗어나 우리의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중개인이 필요없이 야심찬 여러 가지의 통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이며 새로운 

시야를 열어줍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새로운 화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화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서 암호화폐는 점점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들의 편입을 추진하려면 실사회와 접속할 수 있게 많은 가교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신디지털 경제에 관한 저희의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우리 돈의 새로운 여러 가지 

순환 구조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접근을 창조했습니다. 

 

암호화폐와 현금의 공통점이 많으며 같은 실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 보편성, 익명, 대체 가능성, 

단순함, 안전성 그리고 즉시적인 지불 (즉시 지불 instant payment). 

 

디지털에 대한 일반적인 심취때문에 현금을 구식으로 여기게 되고 은행 시스템이 현금을 소멸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실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은 절대로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경제가 잘돌아가기 위해, 현금은 대부분 시민들에게 필수 요소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저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일뿐입니다. 

 

REDDE 는 내일의 세계의 암호화폐와 오래된 현금의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커다란 모험이기 때문에 많은 도전에 응해야만 합니다 : 

- 우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알기 쉽고 낮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부정행위와 불법 화폐 사용을 막아주기에 엄격하고 

윤리적인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 중세부터 거의 변하지 않은 아주 오래 된 화폐들을 세계화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와 

호환이 가능하게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 가든 모든 디지털 

매체를 통해 돈을 가져갈 수 있고 돈이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순환할 수 있게 

화폐들을 비물질화시키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최우선을 

두는 경제 모델과 인프라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REDDE 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 

- 암호화폐에 현금과 같은 일차 실용성을 부여하는 것 ; 

- 현금을 디지털과 호환시켜, 블록체인과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하며 사물인터넷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REDDE 는 새롭지만 당연한 결합이며 실물경제와 블록체인 작동 가능성의 효과적이고 든든한 

길을 열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암호화폐의 관리와 순환을 위한 플랫폼을 이미 조정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사용자들에게 최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블록체인의 정신과 

언제나 일치하며 모든 사용자들이 자신의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로 변환하고 낮은 비용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REDDE 가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인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REDDE 를 현실화하고 저희가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블록체인의 모든 멤버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점진적인 과정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을 하나씩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모두 사용하려 합니다 : 누구나, 어디서나, REDDE 

포함되는 서비스들을 즐겨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발견 : 암호화폐를 획득하기가 어렵다 
 

 

 

 

모든 사용자들과 투자자들은 같은 의견일 겁니다 :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변환시키고, 또는 

값을 절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비싸고 복잡하며 어느 정도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플랫폼들의 « transaction-fees » (거래 수수료) 와 « processing times » (프로세싱 타임) 

페이지로 들어가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2.1.복잡한 캐시인 (Cash In) 

암호화폐를 구매해서 쓰는 것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쉬운 일입니다 ! 

 

방법은 대부분 « Coinbase »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화폐를 구매한 다음에 다른 플랫폼으로 

화폐를 다시 옮기는 것이나 « Kraken »과 같은 교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들이 여러 서비스업자를 요하며 수수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비가 있는데다가 신용카드로 결제가 안되는 플랫폼인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처리하는데에 1~5 일까지 걸립니다. 

 

더구나 이 플랫폼에서 화폐를 구매하려면 신용 카드가 필요하여 계좌도 있어야 하고 계좌가 

없거나 현금만 있는 많은 잠재적인 사용자들을 배제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결제하는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준다면 암호화폐들이 대중화되고 가상 화폐의 유통을 더욱 촉진할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 플랫폼의 사용자들 피드백에 의하면 은행들이 가상 화폐 거래를 자주 동결시키며 

암호화폐를 별로 환영하지 않는 태도가 보입니다. 

 

2.2. 어려운 출금 

암호화폐를 구매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우며 FIAT (현금)으로 변환하는 것도 마찬가로 힘듭니다. 

수많은 중개인 수수료때문에 비싸고 통화의 순환 속도도 비정상적으로 높고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송금 기간이 오래 걸려서 (2~6 일)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화폐 관리예산과 이용을 미리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암호화폐를 FIAT 으로 변환하는 플랫폼들도 역시 은행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즉시 지불은 실물경제에서 암호회폐의 자유로운 사용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한 접근과 보편성의 제한은 사용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합니다 : 암호화페의 정신과 

기본 가치에 어긋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발전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즐겨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블록체인 세계로 못 들어오게 하는 제한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3. 일상생활에서의 현금, 개인 자유의 보장 
 
 
 
 
 

3.1. 현금의 무한함 / 영원함 

« 간접 교환 »의 촉매이며 현금은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가 현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필수적인 지불 

수단입니다. 

 

3.2. 복잡한 기능 

현금은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금의 여러 기능들이 현금의 

약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익명으로 실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금을 생성하고, 순환시키고 관하는데에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불법 화폐 사용에 적합하여 

금융기관들이 현금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현금은 보편적인 화폐라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모든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이체도 가능하고 마이크로페이먼트와 호환도 가능하며 안정적이고 즉시 지불이 

가능한 덕에 덜 부유한 사람들까지 전제 조건없이 돈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3.3. 필요한 발전 

우리 시대는 전자 상업, 교환과 이체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한 방향만을 향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 암호화폐들처럼 비물질화로 향해야만 합니다. 

내일의 현금은 기본 기능을 유지하며 디지털적으로 되어 갈 겁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을 

통해 순환하여 홀더들을 보호하고 불법 거래 사용를 막아주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실시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4. 크립토스와 전자화폐의 결합 

 

 

 

4.1. 크립토스와 전자화페의 일치 

암호화폐가 지속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전자화폐의 작동 원리가 고려할 만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둘 다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한 비물질화된 실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폐입니다. 암호화폐와 전자화폐는 사용자들의 자립과 기밀정보를 유지해줄 겁니다. 

  

4.2. 암호화폐 사용 범위의 확장   

화폐의 상호운용이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기만 하면 ‘전자 현금’은 가상화폐들의 잠재력, 

타당성 및 이용을 공고히 하며 모든 ‘전자 화폐들’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4.3. 크립토스와 전자 화폐의 상호 정보 교환 가능성 

서로 비슷하고 보완적인 기능과 암호화폐 및 화폐인 두 가지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블록체인 세계와 실세계가 언젠가 서로 만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모든 사용자들의 수요에 맞는 효율적이고 간단하며 적응성이 있는 여러 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5. REDDE 란 무엇인가 ? 

 

 

 

5.1. 현금의 비물질화 

개인간 직거래에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근원이므로 현금을 ‘전자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 뿐입니다. 바로, 사용자가 전자 대체물에 직접 원하는 가치를 부여하고 그 

대체물로 현금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혹은 한번에 150 유로까지 

변환해도 됩니다.) 

 

5.2. ‘전자 현금’의 특성  

가상 화폐 단위는 5 에서 150 유로까지의 반올림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적도 가능하며 

0.01 유로부터 불입이 됩니다. 

전자 화폐는 법적 효력의 기한이 30 년이므로 30 년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효력의 기한이 끝나면 마음대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5.3. REDDE 의 기술 인프라 

현금의 비물질화 인프라들은 아래와 같은 플랫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전자 현금’의 발행과 순환을 위한 플랫폼 ; 

- 가상 화폐 / ‘변환 코인’을 위한 플랫폼 ; 

- 현존하는 wallet (전자 지갑) 관리를 위한 플랫폼 ; 

-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R&D 플랫폼 ; 

- 화폐 순환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플랫폼 (자금세탁방지 모듈). 



  

 

이 플랫폼들의 구조는 다양한 검토와 기능 및 성능 규격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격서들은 

검토와 확인이 되었으므로 3 개월에서 8 개월의 업무 계획을 따라 생산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4. REDDE 의 변환소 네트워크 

‘전자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치 서포트와 호환이 자유로운 특정한 

어플리케이션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교환한 현금을 찾으러 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현금을 받고 전자 현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믿음직스럽고 공인된 

편의점에서 변환소 네트워크를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편의점의 책임자들이 금융기관을 조절하는 

강국에게서 특정한 ‘지불 중개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편의점의 책임자들 주요 배전 시스템이나 (Bimédia 와 같은) 전자 현금 등록기 운영자와 

체결할 협약에 따라서 REDDE 의 네트워크는 특히 편의점에 도입될 겁니다.  

원하는 지역에서  누구나 ‘전자 현금’을 쓸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포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비율은 각각의 변환소에 주민 1000 명당 

지급기 1 대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REDDE 의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비물질화된 현금을 지급하는 특성을 갖는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전자 현금’과 

가상화폐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어디서나 REDDE 의 서비스들을 즐겨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5.5. 암호화폐로 전자 화폐의 변환 / 이용된 기술 

5.5.1. 불안정한 암호화폐의 해결 

가상 화폐가 시시각각으로 급변할 수도 있는 것은 블록체인의 발전을 가로 막습니다. 심지어 

그런 가능한 급변때문에 가상 화폐들이 실물경제와 더욱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자 화폐의 생태계와 실물경제의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환과 변환들은 

복잡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암호화폐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됩니다. 

 

운영자나 소매상인은 전자 화폐가 갑자기 급변할 수 있는 위험을 단행하지 않으며 저희는 

‘완충적’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조처는 갑작스러운 급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DDE 가 위와 같은 두 생태계 간의 다리를 이어주는 

‘변환소’같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변환소’를 설정하는 것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 캐시아웃(가상 화폐로 코인의 변환)의 1% 수수료를 제외하고 암호화폐 변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변환하는 사용자들의 이익을 최대화합니다. 예를 들면 : 

Alexis 씨는 비트코인을 리트코인으로 변환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서 

팔 때가 되었지만 리트코인을 구입할 때가 안되었습니다. REDDE 는 Alexis 씨가 자신의 

비트코인을 ‘변환 코인’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Alexis 씨는 리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질 때까지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5.5.2. Tangle 기술을 따라 변환을 위한 코인  (‘변환 코인’) 

REDDE 를 통해서 1 유로로 ‘변환 코인’을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REDDE 의 생태계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코인이며 Tangle 의 기술을 따라할 겁니다. 

 

DAG (Directed Acyclic Graph – 방향성 비사이클 그래프)를 기준으로 된 ‘distributed ledgers’ 

(분산 원장)의 새로운 구조입니다. 

Tangle 기술대로 실행된 거래는 3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 

- bundle (번들)를 만드는 것과 inputs signatures (인풋 서명) 

- Tip Selection (MCMC 방법 – Marcov Chain Monte Carlo – 을 통해 전의 거래중에 두 

가지를 선택함) 

- Proof of Work (PoW 작업 증명) 

 

이 시스템은 더 이상 마이닝같은 방법이 필요없으므로 수수료 없는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1 유로센트의 10 분의 1 정도의 소액까지 교환하거나 변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5.5.3. REDDE 의 환전 코인을 어디서 찾는가 ?   

REDDE 변환소는 중개인 없는 개인간의 (peer to peer) 암호화폐를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교환/변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암호화폐를 낮은 비용으로의 구입에 대한 저희 고객 경로에 따라 REDDE 사용자들이 

화폐의 흐름을 증가시킬 겁니다.  

 

따라서 전자 화폐와 현금을 소유하는 REDDE 사용자들은 저희 변환소를 통해 직접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트코인과 리플을 실질 가치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사용자들도 중개인 없이 전자 화폐를 마음대로 구입하고 쓸 수 있습니다. 

 

5.6. REDDE 의 사용 목적 

REDDE 는 사용자들이 온라인이나 일상생활에서 암호화폐로 물건을 구입하고 저희 변환소 

네트워크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REDDE 어플리케이션과 변환소를 이용해 자신의 코인들을 직접 가상 화폐로 변환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화폐를 변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REDDE 의 암호화폐/현금 

상호운용성 덕분에 가능합니다. 

 

‘온라인 금납’은 REDDE 의 지불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인터넷 쇼핑몰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 화폐 상점 승인’을 얻는다면 주된 지불수단 플랫폼들 (Monext 

Payline 와 같은 PSP)과 온라인 쇼핑몰들에 REDDE 의 모듈을 더 빠르게 통합하게 할 겁니다.  

 

 

 

 

 

 

 

 

 

 

 

 

 

 



  

 

6. REDDE 서비스 
 

 

 

 

계좌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 똑같이 완전한 wallet (전자 지갑)을 제공하는 것은 

REDDE 의 목표입니다. 이 wallet 은 화폐 관리 및 암호화폐, 현금과 전자 화폐로 가능한 모든 

이체와 거래를 하는데에 필요한 기능들을 다 지니게 될 것입니다. 

 

6.1. REDDE wallet (전자 지갑) 

REDDE wallet 은 개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특정 통화들을 저장 가능하며 제공된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자의 접근과 인터페이스는 암호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잠금을 해제하고 나면 간단하고 

쉽게 포함된 서비스들을 즐겨 이용할 수 있습니다. 

 

 

 

6.2. 전자 현금의 저장 

저희는 거추장스럽고 수많은 신용 카드가 쌓여가는 것에 반대를 하는 의미에서 혁신적인 

월렛을 통해 카드의 완전한 비물질화를 권장합니다. 

REDDE 는 사용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가상 화폐를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개인 

지갑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안에서 저장된 가상 화폐가 언제나 융통할 수 있으며 안전한 

ID 시스템을 통해서 보호됩니다. 

 

6.3. 암호화폐의 저장 

REDDE 는 여러 가지 암호화폐를 저장 가능하고 매우 안전한 멀티월렛을 제공합니다. 이 

지갑의 접근과 관리는 모두 사용자들에게 맡겨져 있을 겁니다.  

‘공공 열쇠’ (public key)로 지불을 하거나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열쇠’ 

(private key)는 항상 다른 사용자들의 눈에 숨겨져 있으며 올바르게 보호될겁니다. 

 



  

 

6.4. 사용자의 자산과 REDDE 전자 지갑의 보호 

REDDE 는 포괄적인 안전 접근을  채택합니다. 돈이나 개인 정보 도난을 막아주는 여러 가지 

정밀한 방법을 통합하고 설계합니다. 

 

고객들의 암호화폐까지 최대한 안정시키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저희가 취하는 안전 조치를 몇 가지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리스트는 단지 

목록의 일부이며 저희 안전 보호 시스템은 공개적으로 밝혀진 조치들보다 고도로 발달된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사용자들이 예금하는 모든 금액은 인터넷 연결이 안되는 오프라인 콜드 월렛 (offline 

cold wallet)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됩니다. 

- REDDE 플랫폼으로 관리되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인터넷 연결 안되는 오프라인 콜드 

월렛에 저장될 겁니다. 

- REDDE 플랫폼으로 관리되는 몇 가지의 암호화폐를 선발해서 semi-cold extern wallet 

(콜드월렛도 핫월렛도 아닌) 에 저장될 겁니다.  

- 모든 월렛이 암호화됩니다. 

- REDDE 월렛에 로그인을 위한 엄밀한 본인 인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이나 일상생활에서 이어지는 모든 지불과 작용이 비밀번호를 통해 보호됩니다. 

- 개인정보 보관을 위한 고립과 보안 수준이 매우 높은 시스템. 

-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를 대비한 옵션으로 저장 시스템이 사용자가 모아온 돈의 

회수가 가능할 겁니다.  

 

6.5. 개인들간에 송금 (peer to peer) 

REDDE 는 이체 기능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또 다른 사용자에게 가상 화폐, 암호화폐와 현금을 

모두 수수료 없이 직접 이체하거나 입금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REDDE 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언제나 무료로 전자 화폐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6.6. 수수료 없는 비트코인-이더리움/REDDE 거래소 

REDDE 는 암호화폐의 접근을 조장하고 화폐의 흐름을 촉진하도록 개인간의 직접적인 

교환만을 위한 증권 거래소도 제공될 겁니다. 

모든 사용자가 중개인과 수수료 없이 자신의 ‘REDDE 변환 코인’들을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트코인과 리플로 실제 가치에 맞게 교환할 수 있을 겁니다. 

REDDE 의 목표가 변환만을 위한 전문플랫폼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오로지 – 암호화폐 

자본화의 70%를 점유하는 -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트코인과 리플만을 REDDE 

변환 코인과 교환될 겁니다. 

 



  

 

6.7. 신용 카드 컨테이너와 온라인 전자 현금 ‘지급기’ 

REDDE wallet 은 사용자가 개인의 정보들과 신용 카드를 저장 가능한 컨테이너를 포함합니다. 

비물질환된 신용 카드를 통해서 peer to peer 방법으로 화폐를 이체하고 무접촉 결제와 

온라인 결제도 가능할 것이며 온라인 수수료 없이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비물질화된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는 것처럼 전자 현금을 인출할 수 있을 겁니다.  

 

6.8. 온라인 지불 

REDDE 는 모든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를 하거나 송장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해줍니다 : 

- REDDE 결제 인터페이스가 설치되어 있는 웹사이트에서 가상 화폐와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 카드로 계산 가능한 모든 웹사이트에서 표준 결제가 가능합니다. 

 

6.9. 편의점에서의 지불 

REDDE 월렛은 NFC 기술이 구비된 단말기가 있는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든지 신용 

카드로 결제를 하든지 무접촉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6.10. 캐시아웃 

최대의 효과를 위해 법과 일치하며 REDDE 사용자는 언제나 저희 네트워크의 변환소에 가서 

자신의 전자 현금을 평범한 현금으로 다시 물질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자신의 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시킬 수도 있습니다. 

 

6.11. ‘안심의 옵션’ 

동전이나 지폐가 주머니에서 떨어지면 이 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자 현금이 월렛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저희는 옵션으로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에도 돈을 회수 가능하게 해주는 

저장 및 백업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7. 전자 상거래의 진화 및 온라인에서의 현금 부재  

 

 

 

7.1.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보편화 

정보 통신의 신기술들을 통합하면 우리 생활 양식을 아주 혁신시킬 만큼 깊은 경제 사회 

환경변화가 보이게 됩니다. 문화적이거나 사업적인 우리 모든 관계와 상호 작용은 인터넷, 

전자 네트워크와 전자 인프라의 사용에 명백한 영향을 받습니다.  

인터넷이 아주 빨리 체계화하여 몇 년 뒤에 모든 사회의 주된 원동력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온라인 거래와 교환은 시장에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확대에 

브레이크를 거는 여러 제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번째 제한은 오래된 현금이 온라인 

네트워크에 순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한 현금 지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7.2. 계좌를 해지한 사용자를 위한 자유로운 온라인 거래의 접근 

이러한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하며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기술 발전을 즐겨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현금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현금말고 가능한 지불 수단이 따로 없습니다. 은행 업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은행 업무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물건을 구매하고 특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돈을 송금하거나 

송장 비용을 지불하여 이 새로운 생태계들의 기능을 즐겨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유럽에서는 은행 업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혹은 은행 업무 서비스가 부족한) 인구의 

대략적인 비율이 10%에서 25% 사이입니다. 각 나라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비율이지만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계좌가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디지털화되어 가는 경제가 세계화되고 있으며 이 신 생태계에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 공동체가 

있습니다. REDDE 는 그들에게 쉽고 안전하며 누구에게나 개방되는 경제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7.3. 익명과 개인정보의 보호  

오늘날에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와 익명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지불 수단이 없습니다. 하지만 

REDDE 는, 현금의 기능들을 디지털화시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단 하나뿐인 수단입니다.  

 

7.4. 나노 / 마이크로 지불의 출현 

2020 년에는 5 유로 이하의 거래 비율이 10 개 중 8 개꼴입니다 (cf. Forester research). 

Streaming 이 점점 더 일반적으로 이용되어 인터넷은 주된 정보, 지식, 문화와 예능 매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e-content (전자 정보)의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가장 낮은 금액 (cent.) 을 수행하는 나노와 마이크로 지불에 적합하는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에 적당하고 적합한 전자 지불 수단은 많지가 않습니다.  

 

7.5. 모든 지불 수단의 상호 보완 효과와 보편성 

일상생활에서 신용 카드와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지불 문제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지불 수단은 서로에게 경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적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환경이 지니고 있는 경제속에서  REDDE 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 

보완성으로 암호화폐를 보강해줍니다. 그리고 개인 계좌간의 실행된 전자 지불과 개인간의 

현금 지불이 둘 다 가능합니다.   

 

 

 

 

 

 

 

 

 

 

 

 

 

 

 

 

 

 

 

 

 

 

 

 



  

 

8. REDDE 의 사용 예시 
 

 

 

Alexis 씨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한 청년입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될 만한 제품에 자신의 첫 월급들을 

돈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널 뛰는 화폐를 구입하기 위해서 왜 8%의 

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 REDDE 를 사용하면 무료로 자신의 현금을 암호화폐로 교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 

Donovan 씨는 13 살입니다.  전 세계 친구들과 같이 Dofus 롤플레잉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 하지만 어린 나이에 은행 계좌를 개설 할 수 없고 kamas 를 구입하려면 부모님의 신용 카드를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 REDDE 를 사용하면 동네 신문 가게에 가서 용돈의 

5 유로를 암호화폐로 변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Nathalie 씨는 신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녀의 생각에는 블록체인이 미래입니다 !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플랫폼도 너무 많고 월렛이란 것도 복잡해서 헤매게 

됩니다 ! 결국에는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REDDE 를 사용하면 커피 한잔을 주문할 때 이용하는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더리움을 금방 구입할 수 있습니다. 

Camilla 씨는 살라망카에서 살고 있는 역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생활비는 아주 적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종교재판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도서관의 웹사이트에서 4 유로에 

참고 자료를 구매하고 싶지만 은행 계좌에서 조금 초과 인출하여 계산할 때 신용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 REDDE 를 사용하면 그녀가 브뤼셀에 계시는 아버지께 암호화폐를 조금 보내달라고 

부탁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Geek64 님은 암호화폐를 통해 이익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아둔 암호화폐로 가게에서 찾아낸 

20 인치 모니터를 사고 싶습니다.  REDDE 를 사용하면 그는 0.04 비트코인을 가상 화폐로 금방 변환하고 

모니터를 amazon.com 에서 구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Michel 씨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고 오래된 텔레비전이 망가졌습니다. 벌써 

적자가 났고 은행원이 이해심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아둔 현금이 조금 있고 Cdiscount.com 에서 

세일을 많이 하는 중입니다 ! REDDE 를 사용하면 지폐 몇 개를 암호화폐로 변환해서 다음 날 저녁에 컵 

준결승을 티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André 씨와 Jeanine 씨는 74 세와 72 세입니다. 웹 서핑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손자와 손녀들 덕분에 

온라인 구매를 숙달했습니다. 가족 가계도를 만들려고 검색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많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하고 위험할까봐 그들은 신용 카드를 절대로 이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REDDE 를 사용하면 은행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온라인 계좌에서 전자 화폐를 

인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REDDE 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상 화폐나 암호화폐를 자주 

사용하는 만큼 REDDE 가 사용될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9. REDDE 의 강점 
 

 

 

 

암호화폐와 현금의 결합은 사용자에게 두 가지의 생태계에 최대한의 적응력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생태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현금과 암호화폐의 공통 기능들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밖에 없는 수단입니다. 

 

9.1.   암호화폐와 현금간의 원활함 

REDDE 의 첫번째 목표는 암호화폐와 현금을 중개인 없이 자연스럽게 상호 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9.2. 값싼 암호화폐의 쉽고 빠른 접근 

REDDE 월렛은 중개인 수수료 없이 암호화폐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 현금을 비물질화시키는 저희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조건도 차별도 없이 자유롭게 직접 REDDE ‘변환 코인’을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비싸지 않은 방법입니다. 

 

접근성과 단순함으로 REDDE 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들을 민주화시키는 수단입니다.  

 

REDDE 의 변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편의점 책임자들에게 보수를 드리도록 현금을 

비물질화시킬 때만  2 % 도 안되는 수수료가 공제될 겁니다. 저희 변환 코인을 구입할 때는 

다른 수수료같은 것을 낼 필요가 없을 겁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화폐를 한 플랫폼이나 다른 

월렛으로 이체하려고 할 때도 다른 비용이 들지 않을 겁니다.  

 

REDDE 는 신용 카드가 있는 사용자들이 직접 전자화폐를 인출하고 싶은 경우에 네트워크의 

변환 수수료를 낼 필요없이 ‘비물질화된 지폐 지급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9.3. 암호화폐와 현금의 자유로운 사용 

현금은 가장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불 수단이며 법적으로 허락된 모든 결제 종류에 

적합합니다.  

 

가상 화폐로 변환되면 1 센트부터의 모든 결제 및 이체 종류 현금을 인터넷이나 일상생활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제 조건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전자 현금’은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제외된 지역 

공동체들과 사회의 주변부에서 사는 사람들까지 온라인 거래, 송장 비용 지불 및 화폐 이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가상 화폐로 암호화폐를 구입하면 금융 기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은행 문제, 

숨겨진 수수료나 비용 문제,  또는 개인의 자유 침해 문제까지 다 없어집니다. 

 

REDDE 를 사용하면 암호화폐가 주머니에 들어가는 현금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이러한 완벽한 적응력덕분에 가상 세계와 실세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으며 언제나 

본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4. REDDE 의 간단한 사용법 

NFC 무접촉 기술과 직관적이고 암호로 보호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덕분에 계좌에서의 돈 

기입, 캐시인 / 캐시아웃 등 지불의 모든 조작은 쉽고 안전합니다. 

 

9.5. 매우 안전한 화폐 

‘전자 현금’은 일반 현금의 모든 기능을 따라하며 디지털 환경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금이 전산화된 시스템 내에서 순환하면 더욱 쉽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 현금’은 사용자가 원하는 설정을 알아서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 자녀 보호).    

 

9.6. 블록체인의 정신과 개인 정보의 보호 

REDDE 는 사용자 개인 정보,  가치관 및 자유의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합니다.  

 

REDDE 는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현금의 기능들을 제공하는것으로 

혁신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와 익명에 관한 설정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REDDE 는 사용자들이 은행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자유를 마음대로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REDDE 는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No. 2016/679 – 일반 개인 정보 보호법) 

를  실행할 겁니다. 유럽연합의 28 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규제이며 곧 다른 나라에서도 유효할 

겁니다. 

 

9.7. REDDE 의 온라인 판매업자를 위한 시스템의 장점 

REDDE 의 변환 시스템은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첫번째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업체들에 -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자들에게 -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장점이 될 수밖에 없는 REDDE 의 기능이 많습니다. REDDE 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 

- 지금까지 온라인 거래에 접근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고객층을 불러들이기 ; 

- 마이크로와 나노 지불 수단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잡기 ; 

- 결제 거부 문제같은 것을 없애고, 지불을 취소할 수 없게 만들기 ; 

- 국내 통화로 결제를 받기. 

이러한 네트워크의 개발에는 과거 REDDE 팀이 경험 한 것과 비슷한 네트워크 개발을 통해 

얻은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10. 현존하는 암호화폐를 캐시아웃하는 방법을 

벤치마킹 (benchmark) 
 

 

시장에서 암호화폐와 ‘전자 현금’을 결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캐시 아웃의 조작은 « 코인베이스 »와 같은 화폐 구입 플랫폼이나 « 크라켄 »과 

같은 변환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며 제한적입니다. 

 

ICO 세계는 암호화폐의 캐시인과 캐시아웃을 단순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생겼습니다. 신용 카드를 사용하든 지불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든 어느 플랫폼도 암호화폐의 

급변동성 때문에 경제적 지속성이 있고 세계적인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

:

: 



  

 

Wallet Revolut 은 REDDE 와 가장 비슷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이점이 

보입니다 : 

- REDDE 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월렛입니다 ; 

- REDDE 는 암호화폐와 암호화폐의 변환 및 캐시아웃을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Revolut 은 일반 화폐만을 위합니다 (EUR, USD, GBP, 등…) 

 

 

 

 

 

 

 

 

 

 

 

 

 

 

 

 

 

 

 

 

 

 



  

 

11. REDDE 의 비즈니스 모델 

 

 

 

 

 

11.1. 토큰의 사용법 

REDDE 토큰은 (RDW) REDDE 세계의 지불 가치 / 지불 통화 / 지불 화폐입니다. REDDE 는 

개발한 서비스들과 저희 ‘변환 코인’을 전자 화폐로 교환 및 조작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1%의 수수료는  암호화폐에 관한 서비스들의 주된 소득 원천입니다. 

 

Nota : 화폐의 흐름을 촉진하고 REDDE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환 코인’이 언제나 

충분하도록 저희 전자 화폐와 ‘변환 코인’의 교환이 무료입니다. 

 

11.2. 수익과 거래 비용 

소득 원천은 3 가지입니다 : 

- REDDE ‘변환 코인’을 저희 가상화폐로 변환할 때만 1%의 수수료; 

- 저희 가상화폐로 된 구입의 수수료 -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이며 

신용 카드 수수료 수익 구조와 같습니다 ; 

- ‘안심의 옵션’과 같은 부가 서비스로 받는 소득. 

 

 

 

 

 



  

 

11.3. 비용의 구성 

 

 

 

저희 예정된 소득의 76%가 전자 상거래에 관한 수수료에서 생기며, 저희 사업 계획은 아래와 

같은 보수적인 추정을 따라 유럽 전자 상거래와 FEVAD (Federation of e-commerce and 

distance selling)의 연례 보고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저희 첫 진출 지역의 평균 거래 금액 : 56€ 

- 1 년간 거래의 수 : 24 (즉, 한달에 2 개)  

- 전자 판매자에게 청구될 평균 수수료 : 2% 

- 월간 예정된 REDDE 원가 구조 : 220k € 

 

저희 사업 계획은 시작부터 16 개월까지의 취득비용을 견적합니다 : 하루에 거래 4 900 개가 

이루어질 것이며 사용자 74 000 명이 REDDE 를 이용할 겁니다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개발된 REDDE 어플리케이션을 첫 시장에 도입시킨 다음 - RUN 원가 구조는 증감을 거의 하지 

않으므로 – 마케팅 비용을 빼고는 저희 모든 서비스의 도입 비용이 (유통 네트워크 + 지역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의 제휴) 인구 60 만명인 국가 1 인당의 300k €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11.4. 로드맵 

 

 

 

 

 

현금 비물질화 플랫폼의 베타버전 

 

ICO 의 시작                                     

암호화폐의 기능들과 REDDE 프로젝트의 출시 

REDDE 어플리케이션 알파버전의 출시 

변환 플랫폼에서의 REDDE 토큰 참조 

기본 기능을 가진 REDDE 어플리케이션. 전자 화폐 

송신과 관리를 위한 어플들과의 REDDE 월렛 완성 

및 연결. 기본 유통 네트워크의 설치 (프랑스 – 

벨기에 – 룩셈부르크).  

‘암호화폐 기업’ 유럽 승인 받기.  

옵션으로 추가 가능한 기능 설치. 

유통 네트워크의 조밀화. 

PSP 지불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파트너십. 기본 

‘수용 네트워크’설치. 유통 네트워크의 확대 

(스페인 – 포르투갈 – 이탈리아) 

 

전자 상거래의 주된 유럽 웹사이트 가맹.  

유럽 전체로 유통 네트워크의 확대. 

과 비물질화를 위한 새로운 기능 제공. 

유럽을 넘어 유통 네트워크 및 수용 네트워크의 

확대 (ICO 를 통해 모을 기금에 따라). 



  

 

11.5. 완벽한 momentum 

여러 가지 호재덕분에 현재 상황은 REDDE 에 아주 호적한 시기입니다. 주된 호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암호화폐와 현금의 비슷한 실용성. 

- 암호화폐의 확대. 

- 실물경제에의 암호화폐 결정적인 도입을 향한 진전과 암호화폐의 더 쉬운 통합을 위한 

도구. 

- 현금의 무시할 수 없는 영속성 및 디지털과의 필수적인 적응성. 

- 전자 상거래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함의 필요성. 

- 나노 – 1 센트미만의 – 지불에 적합한 수단을 필요한 디지털 콘텐츠 (음악, 동영상, 책, 

튜터링, 신문 등…)의 비약적인 발전. 

 

11.6. 성장축 

REDDE 는 양방향 성장 전략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저희 변환소 네트워크의 국제화로 인한 지리적인 확장. 저희 첫번째 시장이 유럽이며 

두번째 단계로 아시아,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시장에도 REDDE 를 진출할 

예정입니다. 저희 ICO (initial coin offering)에 가장 많이 투자할 국가들에 우선권을 줄 

겁니다. 

- 사용자에게 제공되어 있는 ‘light banking’에 관한 부가 서비스 및 기능들의 증대. 

REDDE 가 첫번째 완전한 전자 지갑 (e-wallet)이 되는 것은 저희 목표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필요성에 따라 통합시킬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물질화, 고객 로열티 및 구독 프로그램, 상품권, 쿠폰 배포, 저금통, 공탁, 

선불, 제 3 취득자, 지급 보증, 예금, 관리 지원, 등…). 마지막으로, REDDE 는 또 다른 

암호화폐들을 사용자간의 ‘교환 증권 거래소’를 통합할 겁니다. 

 

 

 

 

 

 

 



  

 

12. KYC 

 

 

 

12.1. 복잡한 법체계  

  12.1.1. 전자 화폐에 관한 유럽 법률 

유럽 사법 재판소는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여깁니다. 다시 말해, 이런 화폐의 송신, 관리와 

교환은 중앙당국과 대표단으로 유럽 연합의 각 국가 감독당국으로 인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업에 맡겨져 있습니다 (유럽 이사회와 유럽 연합 의회의 지침 2014/59/UE, 지침 

2015/2366/UE, 지침 2009/110/EC 등…). 

 

REDDE 는 여러 법칙과 유럽 공동체 지침에 의해 좌우되는 암호화폐를 위한 특정한 구조 (Cf. 

15)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는 벨기에서 설치된 구조이며 Federal Public Service’s Finance 의 

Numac 2018030643 법칙을 따릅니다. 

 

12.1.1.1. 돈세탁과 불법 거래와의 투쟁 

암호화폐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감독 당국은 불법행위 방지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므로 감사 

가능한 규격서를 따르며 최신 기술과  자금순환의 모니터링 및 필터링에 관한 실천과정을 

통해 REDDE 는 ‘돈세탁 방지를 위한 모듈’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혁신활동은 지속적으로 감시될 것이며 불법행위 단속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12.1.1.2. REDDE 의 가상화폐 제어 모듈 

REDDE 는 전 온라인 지불 시스템 을 통해서 전자 화폐 순환과 관련된 경험을 쌓은 설립자들의 

진취성에 기반하여 운영될 것 입니다. 

유통 중인 다양한 화폐의 송신과 순환 및 통제를 위한 REDDE 플랫폼들은 확장 가능을 

의도하여 만들어진 겁니다. 플랫폼들이 확장하면 할 수록 새로운 혁신과 사용자의 피드백이 

REDDE 콘셉트에 추가될 겁니다.  

 

화폐의 송신, 관리, 저장과 감시에 관한 모든 인프라, 수속 및 작용은 현행 법류의 규정에 따라 

설계되고 설정됩니다. 현행 유럽 연합의 지침에 의한 특정 ‘암호화폐 기업 승인’을 받습니다.  



  

 

시스템에서 순환하는 화폐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모니터하고 영업 기간 외에도 30 년 동안 

저장합니다. 

 

12.1.2. 통제가 없는 암호화폐 : 필요한 계획 

현재 암호화폐를 조절하거나 좌우하는 법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경험과 정규적인 요구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므로 언제나 블록체인의 정신과 

일치하며  KYC 경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방지 대책을 취하도록 합니다. 

 

12.1.3. REDDE 의 KYC 규칙 

REDDE 는 현행 법규와 유럽 연합의 지침과 사용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는데에 

충분히 견고하고 법적으로 합당한 KYC 를 구상하였습니다. 법규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이러한 화폐에 접근하기 위해서  KYC(know-you-customer, 고객파악제도)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REDDE 월렛의 사용과 –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된 순환 및 교환 

기능과 –  사용자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길 바라며 사용자의 기호별로 월렛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일반적인 정보 (성함, 아이디, 생일 및 출생지, 주재국, 이메일 주소 및 사용 

가능한 전화번호)와 유효성 확인 코드의 입력을 요청하는 활성화 과정을 통해 월렛을 

사용하고 저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KYC 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며 추가로 예정될 작업에 따라 또 다른 개인 정보로 보완이 될 겁니다.  

 

12.2. REDDE 사용자의 이익 보호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자산 보호는 저희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12.2.1. 사용자의 이득 보호 

사용자들이 편의점에 도입될 ‘변환소/지급기’를 통해 자신의 현금을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음으로 암호화폐의 송신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므로 REDDE 가 수탁자가 될 것이며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겁니다.  

 

현금을 암호화폐로 교환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들을 유럽 연합 규제기관이 규제하고 

승인하는 특정 계좌에 모읍니다.  REDDE 는 이 계좌에 절대 접근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 

금액들을 이용하기에 따라 다른 수익자의 예금계좌에 송금만 할 수 있습니다 (지불 및 교환).  

더구나 여러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자신이 교환한 금액을 언제나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변환 코인’의 교환 작용과 개인간의 (peer to peer) 이체는 법칙에 의해 좌우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전체 가상 화폐 및 REDDE ‘변환 코인’ 기금이 안전한 교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12.2.2. 개인 정보 보호 

REDDE 는 사용자의 최대한 자산 보호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합니다. 

블록체인의 정신을 충실히 지키며 사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므로 REDDE 는 확인하는 과정 

외에 어느 누구도 월렛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절대로 부정사용되지 않고 안전성 요건을 위해서만 기록됩니다.  

 

 

 

 

 

 

 

 

 

 

 

 

 

 

 

 

 

 

 

 

 

 

 

 



  

 

13. ICO (Initial Coin Offering)  

 

 

 

13.1. 계획 / 토큰 

ICO 때 팔리지 않은 토큰들이 소각될겁니다 (burned).

 

설립자 : 설립자들이 투입한 자본은 2 년 후부터 한달에 

1/12 (십이분의 일) 방식으로 풀게 될 겁니다. 

팀 : 팀의 투입자본은 1 년후에 50%를 풀게 될 것이며 

2 년후에 나머지 50%도 풀게 될 겁니다. 

고문 : 그리고 고문들이 투입한 자본은 한달에 1/12 의 

비율로 점차적으로 풀게 될 겁니다. 

REDDEWORLD SAS 위원회. 자본이 안전하게 보관될 

겁니다. 자금을 이용하는데에 위원회 다수의 위원들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13.2. 토큰의 부가 가치와 소각 (burn) 

저희 토큰은 REDDE 의 변환 수수료를 지불하는데에 사용됩니다. 수수료는 유로로 계산된 

다음에 토큰의 가치에 따라 변환됩니다. 처음 구매하는 사람에게 부가 가치를 제공하도록 

REDDE 는 모든 작용마다 투명한 메카니즘을 통해 실재하고 순환하는 토큰의 일부가 그 

누구도 접근, 마이닝 할 수 없는 지갑으로 보내집니다 (burn – 소각). 

이 과정의 목표는 유통 중인 토큰의 총량을 점진적으로 줄임으로 가치가 자동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ICO 때는 토큰을 구매하는 사용자가 낮은 비용으로 – 또는, 무료로 – 다음과 같은 단계대로 

‘안심의 옵션’을 제공 받게 될 겁니다 : 

+ 5 000 RDW : 3/12 개월 제공 

+ 7 500 RDW : 4/12 개월 제공 

+ 10 000 RDW : 6/12 개월 제공 

+ 15 000 RDW : 9/12 개월 제공 

+ 25 000 RDW : 옵션을 무료로 제공됨 

 

게다가 ICO 가 끝날 때까지 높은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추가 보너스도 제공될 

겁니다 : 

+ 60 000 RDW : 1%의 추가 보너스 

+ 100 000 RDW : 2%의 추가 보너스 

+ 250 000 RDW : 6%의 추가 보너스 



  

 

13.3. 준비금 

저희 토큰의 유동성 및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REDDE 가 토큰의 일부를 보관할 겁니다. 

이러한 보관은 뜻밖의 상황에 대처하는데에 사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Bounty Program 의 

일환으로 REDDE 사용자들에게 이 보관의 일부가 재분배될 겁니다. 

 

13.4. 토큰의 배포 

 

 

 

13.5. 자본의 사용 

물론 ICO 를 통해서 모을 기금의 이용은 해당 진행 단계 및 작업들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REDDE 어플리케이션의 배포가 4 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됩니다.  

 
 

 

 

 



  

 

 

 

 

 

 

 

 

 

 



  

 

14. REDDE 의 팀 
 

 

 

Jan A. Zizka (Co-founder / CEO) 

SKEMA Business School 과 Oxford Brookes University 를 졸업하였으며 Jan 씨는 그의 경력을 

안틸레스 그룹의 전략개발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임 컨설턴트로 GFI Business 

Transformation (전 Thales Business Services) 사무소에 입사했습니다.  

Jan 씨는 두 가지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첫번째는 재정경제부의 Public Finances 

Directorate General (DGFIP)에서 국가 금융의 ‘다년도 전략 지도’에 관한 문제와 관련된 역할을 

맡아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BNP Paribas 에서 Lyf Pay 가 된 RMW 전자 지갑 (월렛) 

프로젝트의 사업 계획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금이 신 경제에 적응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온라인 지불과 현금 비물질화(하는) 

시스템을 조정하는 EEME 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에 열정적이며 2015 년에 처음으로 

암호화폐와 암호화폐의 사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Florent Bernard (Co-founder) 

암호화폐 얼리어답터(early-adopter)이며, Florent 씨는 블록체인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 거래에 관심이 많으므로 9 년 동안 Product Engineer 으로서 에서 

근무했습니다. 은행분야의 직업 및 통화의 유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SKEMA Business School 과 Mc Gill University 의 졸업자이며 Florent 씨가 의 소유자입니다 (3 

가지의 레벨). Jan Zizka 씨와 같이 SKEMA 를 다녔으며 두 사람이 REDDE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신 경제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Charles Cantacuzene (CTO – Chief technology officer) 

IT 학을 전공하였으며 Charles 씨는 파리 Dauphine 대학 및 UP13 의 MIAGE master 과 DUT 를 

졸업했습니다. BDD Architecture 분야에서 20 년 동안 일하였으며 CA Lyon, Stéria, CFF 과 Le 

Crédit Lyonnais 와 같은 대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근무했습니다. Wexpay 온라인 지불 

수단의  IT 시스템 설계자 및 director 으로 일했습니다. 현재 SUPINFO IT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사일도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REDDE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현금 비물질화 시스템의 

조정과 전자 화폐를 생산을 수행하고 감독했습니다.   

 

 



  

 

Pascal Marie (수석 건축가) 

IT 학위 취득하였으며 Pascal 씨는 여러 프랑스 은행에서 도구 설치 컨설턴트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Ardian 에서 IT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훌룡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Pascal 씨가 다양한 창업 기업 및 환경친화개발부를 위해서 

여러 IT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열정적이고 블록체인의 환경 감식가이며 몇몇 ICO 에 

참여하여 블록체인과 관력된 기술과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지원을 했습니다. 그는 저희 

토큰의 생산과 crowdsale 를 맡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 코인과 가상화폐와의 적응성을 

설계하는 건축가입니다.  

 

Ilias Hmani (블록체인 개발자) 

Léonard de Vinci 공과대학에서 블록체인학을 전공하였으며 Ilias 씨는 블록체인 개발자로서의 

경험을 Euler Hermes 에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력의 첫걸음은 이더리움을 통해 송장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Mazars 의 모든 준회원을 위한 분산 

‘투표 플랫폼’을 설치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어플에 접근할 수 있어 준회원이 회의가 

진행할 때마다 어디에서나 투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덕분에 준회원들의 

출장, 숙소 및 조직과 관련된 비용을 없앨 수 있습니다.  

 

Glen High (Webmaster & Community Management) 

MPSI/MP 고등사범학교 준비학년을 이수하였으며, Glen 씨는 Léonard de Vinci 공과대학에서 

샌드위치 과정(이론과 실습 프로그램)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금융공학자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적극적이며 금융, 수학과 IT 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는 암호화폐의 시장과 관련된 자동화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는 다른 지사의 매니저로 일도 했으므로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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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REDDE 의 구조 
 

 

 

 

급변하고 규제가 심한 환경에서 발전되며 국제화될 REDDE 프로젝트는 법규를 지키며 득을 볼 

수 있는 고성능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15.1. REDDEWORLD SAS / EEME SA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 가지 법인 사업체를  등록했습니다 : 

- REDDEWORLD SAS, Cap. 38 000€, 파리(프랑스)의 RCS 에서 839 045 028 번호로 

등륵되었습니다.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의 순환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연구, 

개발과 발행을 위한 기관입니다.  

- EEME SA (Etablissement Européen de Monnaie Electronique SA), Cap. 501 000€, – 

암호화폐 유럽 기업), 브뤼셀 (벨기에) RCS 에서 0637.770.050. 번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벨기에 국립 은행의 승인을 받는중이며 전자 화폐의 발행, 순환 및 규제를 

위한 기관입니다.  

 

15.2. 회계 감사  

저희 첫번째 목표는 안전과 편리함이므로 사용자의 기대를 만족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REDDE 에서 각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플랫폼과 프로세스의 관리 및 감사는 여러 명의 엄정한 

위부 회계전문가들이 맡게 될 겁니다.   

유한 책임 회사 (simplified limited company)로서 REDDEWORLD SAS 의 재무제표는 

회계감사관에게 감사받을 겁니다.  

 

EEME SA 는 승인된 기관으로서 모든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벨기에 국립은행에 정기검사와 

지속적인 검사를  받게 될 겁니다.  

가상 화폐의 법률 환경이 자주 변화하고 오래 되지 않았지만 관리 감독되며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설치까지 REDDE 가 개발할 모든 서비스에 

전문 법률 회사를 참여하게 할 겁니다. 

 

 



  

 

16.법적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