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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ecutive Summary 

 

캐리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상점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캐리 프로토콜은 온라인 커머스와 모바일 커머스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대부분의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특히 오프라인 커머스 시장은 2.7 경원이라는 

매력적인 시장 크기를 자랑하지만, 상당히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개선해야 할 점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는 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너무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오프라인 시장의 특성에 기인한다. 

낙후된 오프라인 커머스에는 세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 첫째, 상점마다 고객 정보를 따로 관리하거나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상점들은 그들의 고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결제 데이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거대 기업들은 이를 마음대로 이용하며 수익화하고 

있다. 셋째, 오프라인 커머스 광고는 기술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어 불투명하고 광고 효과에 대한 추적도 

어렵다. 

캐리 프로토콜은 오프라인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미션을 제시한다. 1) 

상점이 고객을 이해하고, 그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2) 소비자가 자신의 결제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이를 수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신뢰할 수 있고, 높은 광고 효율의 

새로운 광고 수단을 제공한다. 

캐리 팀은 위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들은 대한민국 및 일본에서 

로열티 프로그램 ‘도도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는 스포카의 창업팀이다. 이들은 약 7년간 스포카를 

운영하면서 10,000여 개의 상점과 1,500만 명의 소비자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연간 약 2조 원 

규모의 결제 데이터를 트랙킹하고 있을 정도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캐리 팀의 성과들은 

오프라인의 거친 환경에서 바닥부터 일궈낸 것으로, 캐리 프로토콜의 성공을 이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또한, 스포카는 캐리 프로토콜의 주요 파트너로서, 기존에 확보한 상점들과 소비자들은 캐리 

프로토콜의 일원으로서 시장 안착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캐리 프로토콜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캐리 프로토콜은 스포카의 기존 자산을 기반으로 빠르게 현실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캐리 프로토콜은 스포카 이외 다양한 파트너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스포카를 

포함한 누구든 초기에 파트너로 참여하여 캐리 프로토콜의 발전에 기여한다면, 동일한 규칙으로 공정하게 

보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캐리 프로토콜의 파트너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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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론 (Introduction) 

2.1.��오프라인�커머스�시장�

온라인 및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최근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전체 커머스 시장은 여전히 약 2.7경원 

규모의 오프라인 커머스 시장이 지배하고 있다 . 또한,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AT Kearney 의 1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매 지출의 90%가 오프라인 상점들에서 쓰인다고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오프라인 상점에서 대부분의 돈을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이를 반증하듯이 주요 온라인 대기업들은 오프라인 사업들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아마존은 

홀푸드(Whole Foods)를 140 억달러에 인수하면서 온라인을 오프라인과 연결하는 것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드러낸 바 있다. 이는 비단 미국에서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같은 아시아 

기업들도 수십억 달러를 들여 쇼핑센터 및 대형 슈퍼마켓 인수를 진행하며 오프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파편화된�거래�데이터�

온라인상에서는 광고 집행 및 광고 효과 측정의 근원이 되는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파악이 쉬운 반면, 

오프라인상에서는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파악이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데이터는 업체별로 분산되어 있고, 이를 통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은 오프라인상에서 카드결제가 이뤄진 경우 발생한 결제 데이터를 신용카드사(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등), 상점(X, Y), POS 소프트웨어 업체(1, 2)가 어떻게 각각 

나눠서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즉, 신용카드사는 소비자의 신원 정보, 거래 장소 및 금액은 

알고 있으나 소비자가 무엇을 샀는지는 모르는 반면, 상점과 POS 소프트웨어 업체는 소비자가 무엇을 

샀는지, 거래 장소 및 금액은 알고 있으나 소비자의 신원 정보는 모른다. 

다시 말해, 각 업체는 자신의 영역에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만 갖고 있으며, 아무도 완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데이터를 합치지 않는 이상 오프라인 거래들에 대한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셋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경쟁사들간의 이해관계 문제나 반독점규제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제 등으로 인해 업체별 데이터의 통합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해, 현재 

구조에서는 앞으로도 완전히 통합된 오프라인 거래 데이터셋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1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443522/global-retail-sales/ 
2 AT Kearney, “On Solid Ground: Brick-and-Mortar Is the Foundation of Omnichannel Reta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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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오프라인�매장�내�카드결제�시�결제�데이터에�대한�업체별�분산�

 

 

 

불투명하고�비효율적인�마케팅 

마케팅은 고객을 많이 확보한 매체를 통해 진행되며, 이 매체들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마케팅비를 요구한다. 하지만 높은 마케팅비를 지불함에도 광고주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가 노출되었고 광고 효과가 얼마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으며, 단지 매체가 제공하는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대량으로 확보한 효율적인 매체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 

광고주는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수의 매체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한편, 위 언급된 매체 마케팅 이외에 오프라인 상점들이 시도할 수 있는 최선의 마케팅은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들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과 달리 정확한 

효과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 상점은 매월 수십만 원 내지 수백만 원을 소비하여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고객이 이를 통해 유입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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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Facebook을�통한�광고�플로우�및�비용구조�

 

데이터에�대한�통제권이�없는�소비자들 

소비자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 2017 년 Equifax 

해킹 사건에서 수백만 개의 계정이 해킹당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음에도, 소비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로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정확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또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해당 데이터를 생성한 소비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그 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물론 매우 긴 약관(애플사의 iTunes 약관의 경우 거의 7,000 단어 이상의 길이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소비자들이 여전히 해당 데이터의 수익화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쿠폰�및�포인트�관리의�불편함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하는 오프라인 상점의 쿠폰이 너무 많다. 아직도 많은 상점들은 종이 쿠폰을 

사용하는데, 누구나 한 번쯤 쿠폰을 책상에 두었다가 관리가 안 되어서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종이 쿠폰이 아닌 전자 쿠폰도 각 상점별 앱을 통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관리를 위해 

상점별 앱을 모두 다운받아야 해 매우 번거롭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쿠폰/포인트 통합 앱이 전부터 

서비스되고 있긴 하지만 이 역시도 소비자들에게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이처럼 오프라인 커머스 시장에는 많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캐리 팀은 블록체인 

기술과 그에 기반한 혁신적인 생태계를 오프라인에 도입함으로써, 상술한 오프라인 커머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참여자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https://carryprotoc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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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캐리�팀의�미션 

캐리 팀은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오프라인 커머스 시장을 혁신하고자 

한다. 캐리 팀은 한국에서 7년간 오프라인 시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약 10,000개의 상점과 1,500 

만 명의 소비자를 확보한 경험을 토대로 오프라인의 비효율에 대한 해결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상점이 고객을 이해하고, 그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2. 소비자가 자신의 결제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이를 수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신뢰할 수 있고, 높은 광고 효율의 새로운 광고 수단을 제공한다. 

 

캐리 팀은 위 3가지를 팀의 미션으로 정의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캐리 프로토콜’을 

고안하였다. 캐리 팀은 빠른 시간 내 캐리 프로토콜을 구축하고 그동안 확보한 상점 및 소비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파트너 회사와 함께 공생하는 캐리 생태계를 만듦으로써 캐리 프로토콜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 널리 사용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자리 잡게 할 것이다.   

https://carryprotoc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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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리�프로토콜 (Carry Protocol) 

3.1.�캐리�프로토콜� 

캐리 프로토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블록체인을�기반으로�상점과�소비자를�연결해주는�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상점과 소비자는 캐리 프로토콜의 가장 중요한 참여자로, 이들은 캐리 프로토콜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다면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 광고주 역시 캐리 프로토콜의 참여자 중 하나이며, 

많은 경우 상점이 곧 광고주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캐리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는 캐리 블록체인 위에 존재하는 1)�캐리�결제�데이터�저장소,�2)�

캐리�스마트�컨트랙트가 있고, 이들과 외부를 연결시키는 3)�캐리�지갑용�API,�4)�캐리�단말기용�API도 캐리 

프로토콜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1) 캐리 결제 데이터 저장소는 소비자들이 생성하고 업로드한 결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블록체인 내 

가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고, 2) 캐리 스마트 컨트랙트는 캐리 프로토콜 상의 토큰인 CRE와 BT의 

발급과 활용을 돕는다. 또한, 3) 캐리 지갑용 API는 각종 지갑 앱이 캐리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API로서 소비자의 가상화폐 관리 및 결제 기능과 결제 데이터의 컨트롤 기능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4) 

캐리 단말기용 API는 상점 내 단말기가 캐리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API로서, 가상화폐 결제 

기능과 소비자 지갑으로 결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그림��3.�캐리�프로토콜�구성요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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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유저�시나리오�(User�Scenario) 

캐리 프로토콜에 대한 상세한 토큰 메커니즘을 설명하기에 앞서, 상점들과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사용 

시나리오 세 가지를 통해 좀 더 쉽게 캐리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표�1.�시나리오�내�주요�용어�정의�

  CRE� 캐리�토큰�(캐리�프로토콜의�핵심�토큰)�

  브라이언�샌드위치� 캐리�프로토콜을�사용하는�일반�음식점�

  BST� 브라이언�샌드위치가�발행한�토큰�(캐리�프로토콜에서�생성한�BT의�일종)�

  버드�커피� 캐리�프로토콜을�사용하는�일반�카페�

  버드�커피�토큰� 버드�커피에서�발행한�토큰�(캐리�프로토콜에서�생성한�BT의�일종)�

  듀드랍�뷰티� 화장품�대기업�(아래�시나리오에서는�광고주의�역할)�

 

시나리오�#1�:�법정�화폐�(Fiat�money)�사용�및�보상�

� 소비자의�관점� 상점의�관점�

� 회사원인�캐롤은�점심시간이�되어�브라이언�샌드위치를�

방문하게�되었다.�그곳에서�와규�샌드위치와�감자튀김을�

먹은�후�계산을�하려고�계산대로�갔다.�

�

그녀는�비트코인이나�이더리움�등의�가상화폐�대신,�

신용카드로�결제하려고�한다.�

브라이언은�캐리�시스템을�이용하여�샌드위치�가게를�운영하는�

사람이다.�

� � 브라이언은�10,000원을�결제하면서�캐롤에게�이렇게�

물어봤다.�

�

“포인트를�적립해�드릴까요?�결제�금액의�20%를�저희의�

토큰(BST)으로�발행해�드립니다.”�

� 캐롤은�적립하겠다고�말하였고�계산대�앞�태블릿에서는�

다음과�같은�메시지와�함께�전화번호�입력창이�떠�있었다.��

�

“2천�원�상당의�BST토큰을�받으세요!”�

�

캐롤은�태블릿에�자신의�전화번호를�입력하여�적립하였다.�

주머니에서�스마트폰을�꺼내�지갑�앱을�켤�필요도�없이�

적립이�되다니,�너무�편리했다.�

�

� � 브라이언은�POS�기기상의�“BST�2,000원�전송�완료”�이라는�

메시지를�확인했다.�

�

브라이언은�포인트를�제공하였지만,�그로�인해�캐롤이�다시�

방문할�가능성이�높아져�기분이�좋아졌다.�사실�포인트에는�

1개월의�유효기간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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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롤은�밖으로�나가면서�브라이언�샌드위치에서�구매한�

결제�데이터가�지갑�앱에�도착한�걸�확인했다.��

�

결제�데이터에는�상점의�대략적인�위치,�업종�등�상점을�

특정할�수�없는�간단한�정보와�샌드위치�종류,�가격�등�구매�

정보가�포함되어�있는데,�캐롤은�여기에�추가로�자신의�

간단한�정보*�-�ex)�30대�여성�직장인�-�를�추가하여�캐리�

블록체인에�업로드를�하고�이를�통한�광고�수신에�

동의하였다.��

�

�

얼마�지나지�않아�캐롤은�결제�데이터�업로드에�대한�

보상으로�5�CRE를�받았다.�

�

�

시나리오�#2�:�쿠폰을�통한�광고와�가상화폐�결제�

� 소비자의�관점� 상점의�관점�

� 캐롤은�일전에�지갑�앱에서�근처의�커피나�디저트�

가게로부터�자신에게�유익한�광고를�받는�것에�동의하였다.�

캐롤의�회사�근처에는�버드�커피라는�카페가�새로�생겼다.�버드�

커피는�신규�고객을�유치할�수�있다면�광고비를�집행할�생각을�

가지고�있다.�

�

버드�커피는�전단지를�통해�큰�효과를�보지�못하자,�캐리�

프로토콜에�가입하여�소비자들에게�광고하기로�결심한다.�

�

버드�커피는�광고를�대신해�줄�Ad-Company와�최근�계약을�해�

두었는데,�이를�통해서�커피�쿠폰을�받길�원하는�사람들에게�

CRE(캐리�토큰)와�버드�커피�토큰을�전송하였다.�

� 캐롤의�지갑�앱에�이렇게�알림이�떴다.�

�

“버드�커피�오픈�기념�아메리카노�1잔�무료!�“�

�

캐롤은�무료�쿠폰을�사용하기로�마음먹고,�지갑�앱에서�

제공하는�구글�지도�링크를�클릭하여�버드�커피를�찾아가서�

프레첼과�무료�커피를�주문했다.�

�

� � 버드커피�주인은�“저희는�가상화폐로도�결제할�수�있습니다.�

특히�CRE로�결제하시면�추가�할인도�제공합니다.”라고�말했다.�

� 캐롤은�좋은�옵션이라고�생각하고�최근�CRE를�많이�

모아놨기에�CRE로�결제하기로�했다.�그리곤�계산대�앞�

태블릿에�뜬�QR코드를�지갑�앱으로�스캔하였다.�

�

� � CRE는�결제되어�버드커피의�지갑으로�보내졌다.�향후�버드�

커피는�이�CRE를�사용하여�캐리�시스템을�통한�타깃�마케팅을�

진행할�것이다.�

� 조금�전과�비슷하게,�캐롤은�보상으로�버드�커피�토큰뿐�

아니라,�결제�데이터�업로드에�대한�보상으로서��CRE도�

추가로�받게�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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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3�:�타깃�마케팅�

� 소비자의�관점� 상점의�관점�

� 앞서�본�바와�같이,�캐롤은�“광고�수신”을�동의함으로써�

유익한�쿠폰을�받았다.�

듀드랍�뷰티는�주로�20대�여성이�타깃인�글로벌�화장품�

회사인데,�최근�30대�직장인�여성을�위한�메이크업�라인을�

출시하였다.�

�

듀드랍�뷰티는�페이스북�등과�같은�채널에�많은�광고비를�

지출하기보다는,�소비자에게�직접�광고를�집행하여�아낀�

광고비를�소비자와�나누고�싶어�한다.�

�

듀드랍�뷰티는�캐리�시스템에서�광고를�진행하기�위해�5억�원�

상당의�CRE를�구매하였다.�

�

구매�패턴을�분석하여,�서울에서�근무하는�중상위�소득자에게�

광고를�진행할�수�있었다.�

� 캐롤은�일을�마치고�퇴근하려는데,�듀드랍�뷰티로부터�

메시지가�도착했다.�

�

“저희�팝업스토어에�방문해�보세요!”�

듀드랍�뷰티는�정확한�타깃을�찾을�수�있었고,�키워드�광고나�

스폰서�게시물�형태의�광고에�지불하는�비용을�아껴�

소비자들에게�나눠줄�수�있어서�굉장히�좋은�마케팅�수단이라고�

생각했다.�

� 여기서�중요한�건,�캐롤은�광고�메시지와�동시에�5,000원�

상당의�CRE도�같이�받았다는�것이다.�

�

캐롤은�오늘�저녁에는�가지�않을�생각이지만,�주말에�다른�

사람들과�함께�방문해볼까�하는�생각을�가지게�되었다.�

�

�

�

� �

https://carryprotocol.io/


 

 

carryprotocol.io  13 

 

3.3.�비즈니스�플로우�

 

3.3.1.�결제�(Payment) 

시나리오#1 의 캐롤과 같이, 캐리 프로토콜의 서비스는 소비자가 상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결제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캐리 프로토콜은 가상화폐�결제뿐�아니라�신용카드,�현금�등을�포함한�

법정통화�결제도�지원하므로, 바로 현실에서 누구든지 캐리 프로토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결제�수단� 내용�

  1)�가상화폐� 단말기를�통해�캐리�프로토콜의�CRE�또는�BT뿐만�아니라,�BTC�및�ETH�등�다양한�

가상화폐에�대한�결제를�지원할�계획이다.��

  대부분의�상점은�법정화폐�대신�가상화폐를�수취하는�것을�꺼릴�것이기�때문에,�현실에�

캐리�프로토콜을�적용시키기�위해서는�상점에�가상화폐를�즉시�법정통화로�정산해�줄�

부가�사업자인�‘정산�사업자’가�필요하다.�누구든지�정산�사업자로�참여할�수�있고�상점은�

어떠한�정산�사업자와�거래할지�선택할�수�있다.�물론�암호화폐를�직접�수취하기�원하는�

상점의�경우에는�정산�사업자를�거치지�않고�직접�암호화폐로�수취하는�것도�가능하다.�

  2)�법정통화�

(현금,�신용카드)�

당분간�현실에서�소비자는�대부분�법정통화로�결제하게�될�것이다.�이�경우�기존�결제�

프로세스를�그대로�사용하게�되므로,�상점은�결제�프로세스와�관련하여�추가�조치를�할�

필요가�없다.�

 

상점이 캐리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태블릿 등과 같이 소비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단말기(Interactive device)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상점에는 관리를 위하여 POS(Point-of-Sales)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 POS 가 직접 캐리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단말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태블릿과 같은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할 것이다. 단말기는 POS 등으로부터 받은 결제 데이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소비자가 이를 블록체인에 올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3.3.2.�브랜드�토큰�(Branded�Token,�BT)�-�로열티�포인트 

상점은 흔히 소비자의 구매 대가로 로열티 포인트 또는 쿠폰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재구매를 유도한다. 

캐리 프로토콜은 캐리 블록체인 상 토큰인 상점별 브랜드 토큰을 통해 이와 같은 상점의 영업 방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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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나리오 #1의 캐롤이 받은 2천 원 상당의 BST는 로열티 포인트로서 지급된 BT의 일종으로, 

지급된 BT는 소비자가 블록체인에 결제 데이터를 올리는 것과는 무관하게 상점이 발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BT는 상점이 소비자에게 발행하는 채권의 성질을 띠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상점은 BT를 

제시한 고객에게 BT의 속성에 따른 재화/서비스/각종 혜택 등을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이외에도 BT는 다양한 속성을 지닐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활용 방법이 존재하는데, 이는 아래에서 계속 

알아보기로 한다. 

3.3.3.�결제�데이터의�수익화�(Transaction�data�monetization) 

소비자는 상점에서 결제한 이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발생된 결제 데이터를 본인의 지갑 앱으로 전달받게 

된다. 예를 들어, 1) 시나리오#1에서와 같이 단말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2) 시나리오 #2에서와 같이 

단말기 상의 QR 코드를 지갑 앱으로 스캔함으로써 결제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다. 

그 후 소비자는 전달받은 결제 데이터를 캐리 블록체인에 업로드 할지 결정할 수 있다. 데이터를 전혀 

업로드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전체 데이터를 업로드 할 수도 있으며, 일부 데이터를 지우고 업로드 할 수도 

있다. 캐리�프로토콜은�철저히�소비자에게�데이터에�대한�선택권을�부여함으로써 우리의 미션인 ‘소비자의 

데이터 소유권’을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가 결제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올리기로 한 경우에도, 

익명화 또는 암호화를 통하여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캐리 프로토콜은 소비자가 캐리 블록체인에 결제 데이터를 업로드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CRE(‘캐리’로 읽음)를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결제 데이터의 업로드를 유도할 것이다. 이때,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CRE는 블록체인 자체의 인플레이션을 통해 확보된 캐리 토큰 풀에서 지급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3.3.4.�브랜드�토큰�(BT)�-�광고�(Advertisement)�

BT는 3.3.2절의 로열티 포인트로서의 BT와 달리 광고로써 사용될 수 있다. 시나리오 #2에서 캐롤이 받은 

‘버드 커피 쿠폰’ BT나, 시나리오 #3에서 듀드랍 뷰티로부터 받은 메시지 형식의 BT가 바로 광고로 활용된 

사례이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소비자의 결제 데이터들은 주로 광고의 집행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광고주들은 공개된 결제 데이터를 가공하고 광고 목적에 맞는 소비자를 구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캐리 

프로토콜 상에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광고주가 직접 데이터를 가공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캐리 프로토콜 생태계의 부가 사업자인 ‘광고 사업자’에게 광고를 의뢰하여 광고 

대상을 선별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캐리 프로토콜 상에서 광고는 BT가 발송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BT 속성에 따라 상점에 방문하여 

사용하는 쿠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배너 등 단순히 디스플레이 광고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 소비자는 

광고를 자신의 지갑 앱에서 BT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신하게 된다. 이때, 소비자는 미리 광고 수신 동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데, 광고 분야(예를 들어, 식음료, 화장품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광고 수신 동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광고를 수신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는 광고형 BT와 함께 광고 노출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CRE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광고 수신 동의 여부 선택 시 최저 CRE 보상 수준을 동시에 설정함으로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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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이상의 CRE가 도착하는 경우에만 BT(광고)를 수신하게 되어 무분별한 스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 CRE는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광고 수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인데, 이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리워드 앱에서 그 효과가 증명된 바 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매체에 지불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돌려줌으로써, 더 낮은 비용으로 광고하면서 소비자의 만족도는 높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캐리 프로토콜을 통한 광고는 온라인 광고와 유사하게 그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즉, BT의 발행과 소비를 모두 추적할 수 있어 ROAS(Return on Ad-Spend)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전단지 광고와는 큰 차별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만일 기존의 전문 광고 

사업자(DMP 등)가 캐리 프로토콜의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를 조합한다면, 오프라인상에서도 매우 효율이 

높은 광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광고주는 주로 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영리사업을 펼치지 않는 정부나 공기업, 그리고 이미지 

광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 등 직접 판매가 목적이 아닌 광고주도 등장할 것이다. 또한, 미디어나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사를 작성하거나 논문 작성에 사용하는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넓은 분야에서 

캐리 프로토콜의 데이터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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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토큰�모델�(Token�Model) 

3.4.1.�스마트�컨트랙트�(Smart�contract)�

캐리 프로토콜의 다양한 기능은 캐리 프로토콜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앞서 

간단히 설명했던 BT의 발행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캐리 프로토콜의 기능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상점들은 다양한 종류의 BT를 니즈에 맞게 발행할 수 있다. 추후 상점에 대한 리뷰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려는 주체(주로 상점)는 1) 특정량의 CRE를 캐리 프로토콜에 

예치하거나 2) 스마트 컨트랙트 사용 건마다 CRE를 사용료로 지불해야 한다. 1번과 같이 특정량의 CRE를 

예치하게 되면 캐리 프로토콜에서는 그 예치량에 따라 일정 수준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사용(예를 들어, 일별 

발생하는 BT 트랜잭션 수 등)을 보장해주는데, 만일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2번처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캐리 프로토콜의 자원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이에는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며, 추가로 이러한 방식은 블록체인에 대한 공격(어뷰징, DoS 공격 등)을 

방어해주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건당 사용료는 CRE 예치량의 기회비용 대비 더 높은 가격으로 설정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상점 및 광고주가 더 많은 CRE를 예치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점이 CRE 

예치를 통해 확보한 트랜잭션의 수보다 더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하여야 할 경우, 상점은 다른 참여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대신 CRE를 예치하게 할 수도 있다. 

3.4.2.�캐리�토큰�(Carry�Token:�CRE) 

CRE는 캐리 프로토콜의 메인 토큰이다. 앞에서 이미 CRE에 대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언급은 되었지만, 

다시 CRE의 사용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처� 내용�

  1)�스마트�컨트랙트�사용을�위한�

예치�또는�사용료�

캐리�프로토콜에서는�스마트�컨트랙트를�통해�다양한�기능을�사용할�수�있는데,�이를�

위해서는�특정량의�CRE를�예치하거나�사용할�때마다�CRE를�사용료로�지불하여야�한다.�

  2)�광고�집행을�위한�대가� 캐리�프로토콜의�블록체인�상에�저장된�결제�데이터를�활용하여�광고를�집행할�경우,�

소비자,�광고�사업자,�지갑(앱)�사업자�등에게�CRE로�대가를�지불하여야�한다.�

  3)�결제�수단� CRE는�그�자체로�화폐적�성격을�지니며�거래소에서�거래�가능한�자산이다.�그러므로�

상점에서�다른�가상화폐와�같이�사용될�수�있다.�

 

 

인플레이션 및 캐리 토큰 풀 

CRE는 캐리 프로토콜의 성장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해당 인플레이션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가 거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릴 때 보상으로 지급하는 데 필요하다. 캐리 프로토콜의 성장이 결국 

거래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누적되는 것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이를 직접 실천하는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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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인플레이션율도 마찬가지로 누적 기록된 거래 데이터의 가치 대비 

신규 기록된 거래 데이터 가치를 판단하여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때 데이터의 가치는 단순히 트랜잭션의 개수뿐만 아니라, 각 트랜잭션이 포함하고 있는 세부 내용, 

거래 데이터의 연령에 따라 유동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한편, 앞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CRE를 예치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때 별도로 지불된 사용료는 캐리 프로토콜의 중앙의 CRE 풀로 지급되어 쌓이게 된다. 

중앙의 CRE 풀은 사용료로 지불된 CRE와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한 CRE가 합쳐지는 곳으로, 실무적으로는 

거래 데이터 업로드에 대한 보상이 지급될 때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한 CRE가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CRE 풀을 거쳐서 지급된다. 

그림�5.�캐리�토큰�풀에�대한�설명�

 

 

 : 총�CRE�발행량T  

: 인플레이션으로�발행된�CRE�수량T i  

 : 캐리�토큰�풀에�모여있는�CRE�수량T p  

 : 특정�기간동안�풀에�지급된�스마트�컨트랙트�사용료T f  

 : 개별�소비자가�업로드한�결제�데이터의�절대�가치V a  

 : 개별�소비자가�업로드한�결제�데이터의�상대�가치V r  

  : 인플레이션율i  

  : 개별�소비자가�받는�보상Rc  

(업로드한�결제�데이터�내용,�기존�결제�데이터들) V a = f  

(특정기간�동안의� )  / ΣV r = V a V a  

( (특정기간, (모든기간�동안의 ), (특정기간�동안의 ) ),  최대�인플레이션율) ini = m f Σ V a Σ V a    

*�인플레이션율은�연단위가�아니라�특정�기간(1주일�등)�단위가�될�수�있음�

*�최대�인플레이션율은�현재�미정 

 TT i =  · i  

T   p = T i + T f   

R  c = V r · 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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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브랜드�토큰�(BT)�

BT는 캐리 프로토콜에서 상점 또는 광고주 등이 캐리 프로토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생성/발급하는 

블록체인 상의 토큰으로서, 상점(광고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핵심 요소이다. 

BT는 다양한 속성에 대한 설정을 통해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 BT가 1원의 가치를 

가지게 설정할 수도 있고, 1 BT가 커피 한 잔과 교환할 수 있게 정의할 수도 있다. 유효 기간을 설정하여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만 유효하게 할 수도 있으며, 이자율을 설정하여 1BT가 1.03BT로 늘어나게 할 

수도 있다. 다만, 초반 BT 속성에 대한 항목은 운영상의 안정성을 위해 캐리 팀이 선정하여, 프로토콜 

사용자가 임의로 생성 또는 변경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대신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속성의 

종류를 추가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커뮤니티의 선택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나의 상점은 다양한 종류의 BT를 생성하여 발급할 수 있는데, 이때 BT는 상점이 어떠한 속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상점과 고객을 연결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BT를 단순히 로열티 

포인트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선불포인트로 판매할 수도 있다. 또한, 쿠폰 형태로 광고에 사용할 수도 있고, 

운영 자금에 대한 차입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BT의 다양한 사용방법에 대해서 캐리 

프로토콜은 항상 열려 있으며, 상점과 소비자가 생태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림�6.�BT의�속성에�대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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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부가�사업자�(Value-added�Service�Provider)�

캐리 프로토콜에는 주요 참여자 이외에도 캐리 프로토콜을 원활하게 서비스하기 위한 부가 사업자가 

존재한다. 이들은 블록체인 외부에서 활동하나, 블록체인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여 주요 참여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캐리 프로토콜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캐리 프로토콜의 주요 부가 

사업자는 정산 사업자, 지갑 사업자, 단말기 사업자, 광고 사업자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향후 

캐리 프로토콜이 확장되면 다른 부가 사업자도 충분히 캐리 프로토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5.1.�정산�사업자�

캐리 프로토콜의 결제 부분에서 필요한 사업자로,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하여 수취하고 싶은 상점의 

경우 정산 사업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맡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원하는 

경우, 상점은 소비자에게 상점이 미리 선정한 정산 사업자의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도록 하고, 정산 

사업자는 시장에서 혹은 스스로 정해진 환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전환하여 상점에 보내는 방식이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사실 결제 부분은 캐리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결제 및 전송 방식에 캐리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권장하므로 캐리 프로토콜의 중요한 한 파트라고 할 수 있다. 

 정산 사업자의 주요 매출은 정산 수수료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외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정산 사업자에게 달려있다. 누구나 정산 사업자를 영위할 수 

있지만, 서비스 초기에는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손쉽게 정산이 가능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에는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 프로세스상의 사업자 또는 기타 금융권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7.�정산�사업자�

 

3.5.2.�지갑�사업자�

캐리 프로토콜의 참여자 중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가 사업자로, 소비자를 위해 

앱의 형태로 지갑을 만들어서 배포하게 된다. 지갑의 핵심적인 세 가지 기능은 1) 소비자가 자신의 결제 

데이터 관리하고 블록체인에 올려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2) 일반 가상화폐(BTC, ETH 등) 

및 캐리 프로토콜 상의 가상화폐(CRE, BT)를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3) 광고를 보여주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지갑 사업자는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다양하게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비스 초기에는 신규 사업자보다는 기존에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https://carryprotocol.io/


 

 

carryprotocol.io  20 

 

주요 앱들이 캐리 프로토콜을 추가하면서 진입하여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내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에는 광고 매체로서 자리 잡고 있는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8.�지갑�사업자�

 

3.5.3.�단말기�사업자�

상점이 캐리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말기가 필요하다. 이 단말기는 소비자와의 중요한 

접점으로, 소비자의 결제 데이터를 소비자에게 전송하여 캐리 블록체인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정산 

사업자를 연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단말기 사업자는 상점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단말기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부가 사업자를 일컫는데, 캐리 프로토콜의 주요 파트너 회사인 스포카가 현재 단말기 사업자에 

해당한다. 

단말기 사업자들이 매출을 올리는 주요한 방법으로는 상점이 캐리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상점은 일정량의 CRE 예치를 해야 캐리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만일 상점이 CRE를 예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단말기 사업자가 대신 

예치해 주면서 정기적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상점이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진행할 때 

아래에서 설명할 광고 사업자를 연결해 줌으로써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할 수도 있다. 이것은 모두 

예시로서, 단말기 사업자의 수익모델은 스스로 개발해야 할 것이며, 다수의 상점을 확보하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수익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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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단말기�사업자�

 

3.5.4.�광고�사업자�

광고 사업자는 광고주를 대신하여 캐리 프로토콜의 결제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타깃 소비자를 추출하고 

광고를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초기 대부분의 광고주는 상점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이 직접 

블록체인에 접근하여 타깃 소비자를 추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가 원활히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광고 사업자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광고 사업자로서의 활동이 예상되는 참여자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활동중인 광고 사업자 중 

오프라인 데이터에 관심이 있고 오프라인과의 접점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먼저 진입하여 캐리 프로토콜의 광고 수익성을 증명해주면, 이후에는 많은 광고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많은 광고 사업자들의 참여로 인한 경쟁은 광고의 효율을 필연적으로 

높일 것이며, 이는 결국 광고주가 캐리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광고 사업자도 상점과 마찬가지로 CRE 예치 또는 CRE 사용료 지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광고 

사업자는 광고주로부터 BT(광고)와 CRE를 전달받아서 타깃 대상에게 대신 전달하게 될 것이고, 이때 BT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마트 컨트랙트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광고 사업자들이 이익을 내면 낼수록 

CRE 예치량도 상점의 예치량 못지않게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10.�광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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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가치�제안�(Value�Proposition)�

3.6.1.�소비자�(Customer)�

소비자는 상점에 방문하여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으로, 캐리 프로토콜의 주요 참여자로서 다음과 

같은 효용을 얻는다. 

첫째, 캐리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상점의 이용 보상으로서 BT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상점에서 

평소와 같이 결제를 진행한 후 해당 상점이 제공하는 로열티 포인트/쿠폰 등을 BT의 형태로 받게 되고, 이후 

재방문 시 해당 BT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 결제 데이터의 업로드 보상으로서 CRE를 받을 수 있다. 즉, 소비자는 결제 후 캐리 프로토콜에 

자신의 결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데이터 공유에 대한 보상으로서 캐리 프로토콜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셋째, 광고 수신에 대한 대가로서 CRE를 받을 수 있다. 캐리 프로토콜이 기존 마케팅 매체와 같은 

중간자들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에게 지급되던 각종 수수료가 고객에게 돌아가게 된다. 

넷째, 각 상점별 포인트/쿠폰을 하나의 앱으로 관리할 수 있다. 기존 중소규모의 로컬 상점들은 각자 

서로 다른 방식과 형태로 포인트 및 쿠폰을 발행하고 있고, 소비자는 이를 각각 관리할 수밖에 없어 매우 

불편했다. 하지만 캐리 지갑 앱을 통해 고객은 손쉽게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6.2.�상점�(Merchant)�

상점은 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가상화폐 또는 법정화폐로 대가를 지불받는 사업 주체로 

정의되며, 캐리 프로토콜의 주요 참여자로서 캐리 프로토콜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용을 얻는다. 

첫째, 소비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효용들로 인해 캐리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상점을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즉, 상점은 캐리 프로토콜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비자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상점이 사용하게 될 캐리 프로토콜의 인터페이스는, 블록체인 

및 프로토콜의 복잡도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될 것이다. 이를 통해 상점은 고객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T를 활용해 소비자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상점은 BT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첫 방문 

소비자에게 특별한 혜택의 BT(쿠폰)를 지급해 재구매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3.6.3.�광고주�(Advertiser)�

광고주는 캐리 프로토콜의 소비자들에게 광고하기를 원하는 참여자로서, 캐리 프로토콜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용을 얻는다. 

첫째, 오프라인 시장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광고 진행이 가능하다. 기존 전단지 광고와는 다르게 광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한 광고 대상을 선별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광고주가 손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캐리 프로토콜에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어 자신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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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트너�회사 (Partner company) 

 

4.1.�스포카�(Spoqa)�:�핵심�파트너�회사 

캐리 프로토콜의 첫 번째 핵심 파트너 회사로서 스포카가 참여할 예정이다. 초기 캐리 팀의 멤버는 스포카의 

창업팀이 주축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스포카는 전적으로 캐리 프로토콜을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캐리 프로토콜은 스포카에만 혜택을 주거나 스포카를 위한 프로토콜로 운영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는 파트너 프로그램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이는 뒤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스포카는 태블릿 기반의 고객용 로열티 프로그램인 “도도 포인트(Dodo point)”를 운영하는 회사로, 

주로 중소 규모 상점들을 대상으로 한다. 스포카는 7년 이상의 기간동안 오프라인 시장에서 상점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도도 포인트는 한국과 일본에서 

서비스 중으로 현재 약 1,500 만 명의 소비자와 약 1 만개의 상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 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업종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11.�도도�포인트�누적�고객�그래프�

 

그림�12.�도도�포인트의�일별�체크인�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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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도도�포인트의�업종�분포�

 

 

스포카는 도도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표 2의 내용과 같이 상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하여 제공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캐리 프로토콜의 기반이 된다. 특히, 현재 상점마다 설치된 

도도 포인트용 태블릿은 POS와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캐리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이다. 즉, 캐리 프로토콜은 스포카의 자산들을 활용해 빠르게 

오프라인 커머스에 침투하여 상점 및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2.�도도�포인트�서비스�구성요소�

  서비스명� 서비스�설명�

  도도�포인트� 태블릿�기반의�오프라인�고객�로열티�서비스�

소비자들은�도도�태블릿에�전화번호를�입력하는�것만으로�회원가입/로그인이�되고�

포인트를�적립할�수�있다.�

  도도�메시지� SMS�및�메시징앱을�통한�쿠폰�자동�발송�서비스�

도도�포인트로�확보한�소비자�데이터베이스를�통해,�상점들은�도도�메시지라는�쿠폰�자동�

발송�서비스를�이용하여�고객의�재구매를�유도할�수�있다.�일반�상점�발송�쿠폰이�3%의�

회수율을�보인�데�반해,�스포카의�발송�쿠폰은�그�두�배의�효과인�6-7%의�회수율을�

보인다.�

  도도�애드� 고객의�구매데이터를�활용한�타깃�광고�

상점들은�페이스북�또는�인스타그램�등의�소셜�미디어를�통해�고객의�오프라인�결제�

패턴을�기반으로�한�타깃�광고를�집행할�수�있다.�

  도도�매니저� 원클릭으로�도도�서비스에�대한�결제가�가능한�관리�서비스�

도도�매니저는�스포카의�서비스에�대한�관리�서비스로서,�상점들은�도도�매니저를�통해�

도도�서비스를�커스터마이징할�수�있다.�상점들의�신용카드�정보가�도도�매니저에�

연결되어�있어�간편�결제가�가능하다.�

 

참고로, 스포카는 아래 표 3 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다양한 전략적 파트너, 주요 고객사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미디어로 노출되었고 다수의 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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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스포카의�주요�파트너,�고객사�및�실적�

  전략적�파트너�  

             
 

  주요�고객사�  

             
 
 

  미디어�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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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파트너�회사�섭외�전략�

캐리 프로토콜 생태계는 스포카가 주요 파트너 회사로서 참여함으로써 초기부터 많은 상점과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캐리 프로토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캐리 프로토콜이 초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파트너는 현재 캐리 프로토콜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좀 더 상세히 말하면 캐리 프로토콜의 부가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앞서 각 부가 사업자의 예제를 통해 간략히 설명하였듯이 거래소는 정산 사업자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소비자의 포인트를 관리해주는 앱 사업자 또는 암호화폐 지갑을 서비스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지갑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카와 유사한 회사 또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단말기 

사업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DMP 엔진 등을 보유한 Ad-Tech 기업은 광고 사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캐리 프로토콜은 다양한 파트너가 필요하며, 이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파트너 참여 

보상을 제안한다. 

4.2.1.�단말기�사업자�파트너에�대한�보상 

단말기 사업자는 캐리 프로토콜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한 필수 파트너이다. 앞서 언급한 스포카가 중요한 

파트너인 이유는 바로 스포카가 보유한 10,000개의 매장, 즉 단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스포카와 유사한 업체는 모두 단말기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단말기 사업자로 참여하게 된다면 캐리 프로토콜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단말기 사업자로 파트너들이 참여하게 될 경우 주어지는 보상은 단순하면서 강력하다. 파트너가 

관리하고 있는 상점을 캐리 프로토콜에 가입 시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캐리 프로토콜은 파트너에게 

일정량의 CRE를 지급하게 된다. 상점은 초기에 가입 시 파트너를 지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인데, 마치 이는 

일반적인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추천인 기능과 유사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트너가 받게 되는 

CRE의 수량은 가입 하는 상점이 늘어날수록 감소하게 되는데, 초기에 가입하는 상점들은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켜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므로, 상점을 먼저 가입시킬수록 파트너가 받는 보상은 크도록 설계 

하였다. 참고로 첫 번째 주요 파트너인 스포카도 예외 없이 해당 산식대로 공정하게 파트너 보상을 받아가게 

될 것이다. 

단말기 사업자 파트너뿐 아니라 상점에게도 동시에 보상이 주어져야 더욱 빠르게 확산이 가능할 

것인데, 역시 추천인 기능과 유사하게 상점에게도 일정량의 CRE를 보상으로 지급할 것이다. 물론 파트너가 

상점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을 CRE 수량 중 일부를 추가로 상점에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한데, 이는 

전적으로 파트너사의 선택에 달려있다. 

4.2.2.�지갑�사업자�파트너에�대한�보상 

지갑 사업자도 단말기 사업자만큼 중요한 필수 파트너이다. 단말기 사업자가 상점에 대한 컨트롤 권한이 

있다고 본다면, 지갑 사업자는 소비자에 대한 컨트롤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갑 사업자 

파트너의 앱이 캐리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소비자가 해당 앱을 이용해 캐리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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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사업자에게 일정량의 CRE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파트너가 받게 되는 CRE의 수량은 

유입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감소하도록 설정되어, 초기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4.2.3.�그�외�파트너에�대한�보상 

정산 사업자 또는 광고 사업자 등은 그 성격상 캐리 프로토콜이 성장함에 따라 의미가 있는 사업자이고 

초기부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자는 아니다. 그러므로 초기 토큰 분배 계획안에서 따로 보상을 지급할 계획은 

없고, 향후 캐리 프로토콜이 시장에 안착한 후 정산 사업자와 광고 사업자의 중요성이 대두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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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큰�세일 (Token Sale) 

 

5.1.�토큰�생성�이벤트�(Token�Generation�Event:�TGE) 

캐리 토큰(CRE)의 발행은 캐리 프로토콜의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캐리 프로토콜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이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가상화폐의 송금을 통해 토큰 생성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들에게 

지급될 토큰의 교환 비율은 추후 정식 토큰 발행 이전에 캐리 프로토콜 커뮤니케이션 채널(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전체 발행될 토큰의 수량은 100 억개로 예정하고 있으며, 토큰 생성 이벤트의 참여자들에게는 전체 

발행 예정 토큰의 40%가 지급될 것이다. 4.2 절에서 언급하였던 파트너 프로그램을 위해 전체의 25%를, 

상점 및 소비자를 위한 에어드랍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체의 15%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장 수고하는 

캐리 팀에게 전체의 10%를, 캐리 프로토콜 생태계에 기여하는 어드바이저들에게 전체의 5%를, 그리고 

예비비 목적으로 전체의 5%를 배정할 예정이다. 

그림�14.�토큰�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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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자금�사용�목적�(Use�of�Fund) 

토큰 생성 이벤트를 통해 마련된 자금은 전액 캐리 프로토콜 개발 및 생태계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가장 

핵심적인 연구 개발에 전체의 30%(R&D)를, 상점들에게 필요한 단말기를 제공할 목적으로 전체의 

25%(Payment Hardware)를, 캐리 프로토콜을 운영하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영업 

진행에 전체의 20%(Operation & Business Development)를, 캐리 프로토콜이 현실 세계에서 널리 

알려지고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15%(Sales & Marketing)를, 그리고 기타 예비비로 10%(Others)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 비율은 대략적인 비율로서, 향후 실제 캐리 프로토콜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경될 수 있다. 

그림 15. 자금 사용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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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로드맵�(Roadmap)�

현재 계획으로는 2018 년 3~4 분기에 기본 구성 요소들의 개발을 진행하며 테스트넷을 런칭할 예정이다. 

2019 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며, 그를 위해 2019년 

상반기에 메인넷 런칭과 3rd Party의 참여가 가능한 기본 API가 제공될 것이다. 

  

2018 H2  2019 H1  2019 H2  2020 H1   

Protocol Building  Application Building   

Smart Contract  
 
Protocol API 

Reference Wallet 
 
Reference 
POS(Point-of-Sales) 

Production Wallet 
 
Production 
POS(Point-of-Sales) 

Ad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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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책�조항(Legal�Disclaimers) 

본 면책 조항의 모든 내용을 주의 깊게 읽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향후 행동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면 법률, 

재무, 세무 등 기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6.1.�법적�고지�

(a)  본 백서는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캐리 프로토콜 프로젝트와 관련 일반 참고 목적으로만 

배포되었으며 검토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표지의 날짜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최종본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날짜 이후 캐리 프로토콜의 사업 운영, 재정 상태 등 본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b)  캐리 토큰(CRE)의 매매와 관련 계약 또는 법적 구속력 있는 서약을 체결할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으며 본 백서를 근거로 자금을 수수해서는 안됩니다. 캐리 토큰의 매매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관련 세부사항은 본 백서와 별도로 제공됩니다. 계약서와 본 백서의 내용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c)  본 백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캐리 토큰 발행인/배포자/업체의 토큰 판매 또는 구매 제안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하며, 이 문서의 제시 또는 문서 자체가 계약 및 투자 결정에 근거가 되거나 의존되어서는 

안됩니다. 

(d)  캐리 토큰은 증권, 사업신탁의 단위, 또는 집단 투자 계획의 단위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각 정의는 싱가포르 증권선물법(Cap. 289) 또는 기타 관할 구역의 동등한 규정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본 백서는 사업 계획서, 사업 설명서, 제안서 등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며, 그 어떤 

관할권에서도 증권, 사업신탁의 단위, 집단 투자 계획의 단위 등 투자 제안이나 모집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e)  캐리 토큰이 구매자들에게 캐리 프로토콜 플랫폼, 캐리 토큰, 제품과 관련하여 참여하거나 

투자수익/수입/지급/이익 또는 그 금액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 해석, 분류,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f)  본 백서에 명시된 코인/토큰 발행 방식이 규제 또는 금지된 관할권에서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등 전파할 수 없습니다. 

 

(g)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는 규제당국의 검토, 검사, 승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 

어떤 관할권에서도 취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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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캐리 토큰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캐리 토큰을 다음과 같이 이해, 해석, 분류,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a)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화폐, (b) 그 어떤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및 주식, (c) 이러한 채권 및 

주식에 대한 권한, 옵션, 파생상품, (d) 투자수익 보장 또는 손실 회피가 목적이거나 이를 목적으로 사칭하는 

차액계약 및 기타 계약 하의 권리, (e) 집단 투자 계획, 사업신탁 등 증권의 단위 또는 파생상품. 

  

6.2.�배포�및�전파의�제한�

(a)  본 백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배포 또는 전파하는 것은 그 어떤 관할권의 법률 또는 규제 

요구사항에 의해 금지 및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귀하는 본 백서의 소지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제한사항을 스스로 숙지하고 법률 등 자문을 구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캐리와 캐리 직원, 대리인, 

관계사 등(이하 ‘캐리 및 관계사’)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  배포 및 전파로 인해 본 백서를 열람 또는 소지하게 된 경우 그 어떤 목적으로든 본 백서 또는 그 

내용을 배포, 복제 등 기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도록 허용 및 

원인제공을 해서는 안됩니다. 

  

6.3.�책임�배제�

(a)  캐리 토큰과 캐리 및 관계사들이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가능한 대로’ 

제공됩니다. 캐리 및 관계사들은 캐리 토큰 및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품질, 적합성, 정확성, 적정성, 완전성 

등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보장 또는 묘사를 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류, 지연, 누락, 또는 이에 

의존하여 취해진 행동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b)  캐리 및 관계사는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를 포함하여 그 어떤 형태로든 진위, 정확성, 완전성을 

그 어떤 주체나 개인에게 묘사, 보장, 약속하거나 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c)  캐리 및 관계사는 귀하가 본 백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이에 의존함으로써 이와 관련 

발생하는 그 어떤 간접적, 특수적, 부수적, 결과적 손실(투자수익/수입/이익의 손실, 활용 및 데이터의 손실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상 법적 채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관련 

법률 규제가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6.4.�미래�예측�진술에�대한�경고문�

(a)  본 백서에 명시된 특정 표현들은 프로젝트의 미래, 미래 사건, 전망 등에 대한 예측성 진술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 아니며 ‘예정,’ ‘추정,’ ‘믿음,’ ‘기대,’ ‘전망,’ 

‘예상’ 등의 단어와 유사한 표현들로 식별됩니다. 본 백서 외 발표자료, 인터뷰, 동영상 등 기타 

공개자료에도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에 포함된 미래 예측 진술은 캐리 및 

관계사의 향후 결과, 실적, 업적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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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미래 예측 진술은 다양한 리스크 및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현실로 구체화되는 경우 

캐리 및 관계사의 실제 성과와 발전은 미래 예측 진술에 의해 설정된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있어도 캐리 및 관계사는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백서, 캐리 및 관계사의 홈페이지와 기타 자료 등에 포함된 미래 예측 진술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 

미래 예측 진술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귀하에게 있습니다. 

(c)  본 백서가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캐리 프로토콜 플랫폼은 완성되었거나 완전히 운영 중인 

상태가 아닙니다. 향후 캐리 프로토콜 플랫폼이 완성되고 완전히 운영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설명이 

작성되었지만, 이는 플랫폼의 완성 및 완전한 운영에 대한 보장 또는 약속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6.5.�잠재적�리스크�

(a)  캐리 토큰 구매 및 참여를 결정하기 전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관련 요소와 리스크를 

충분히 분석 및 이해할 것을 권장합니다. 리스크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i)   식별 정보 분실로 인한 캐리 토큰 접근 제한, 캐리 토큰을 보관한 디지털 월렛 관련 필수 개인 

키 분실 등 보관 관련 구매자 과실 리스크 

(ii)   글로벌 시장 및 경제 상황으로 인한 캐리 토큰 발행 후 가치 변동 리스크. 캐리는 이러한 캐리 

토큰 가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캐리 프로토콜 생태계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거나 

의도한 방향으로 캐리 프로토콜 생태계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iii)   정치,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 주식 또는 암호화폐 시장 환경의 변화, 캐리 및 관계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규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캐리 및 관계사가 생존 또는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의 변화 관련 리스크. 특정 관할권에서 캐리 토큰에 불리한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존/신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캐리 토큰 폐지/손실 등 캐리 프로토콜 생태계와 프로젝트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v)   캐리 및 관계사의 미래 자본 필요성의 변화, 이를 충족하기 위한 자본 및 자금 조달 가능성의 

변화 관련 리스크. 자금 부족은 캐리 프로토콜 플랫폼의 개발과 캐리 토큰의 사용 및 잠재적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v)   캐리 토큰 가치의 불리한 변동, 사업관계 실패, 개발/운영 중 경쟁사의 지적재산권 주장 등 

다양한 사유로 캐리 프로토콜 활동 중단, 해체 또는 론칭 계획 중단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캐리 프로토콜 생태계, 캐리 토큰, 그리고 캐리 토큰의 잠재적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vi)   캐리 프로토콜 플랫폼 및 서비스에 대한 기업, 개인 등 기타 조직의 관심 부재, 배포된 

응용프로그램의 생성 및 개발에 대한 대중들의 제한적 관심 관련 리스크. 이러한 관심의 부재로 

자금 조달의 제한을 받거나 캐리 프로토콜 플랫폼 개발과 캐리 토큰의 활용 및 잠재적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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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캐리 프로토콜 프로젝트 및 캐리 프로토콜 생태계를 론칭하거나 구현하기 전 캐리 토큰 또는 

캐리 프로토콜 플랫폼의 주요 기능 및 규격에 큰 변화를 적용하는 리스크. 캐리는 캐리 토큰 및 캐리 

프로토콜의 기능이 백서의 내용과 일치할 것을 의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viii)   캐리 토큰과 캐리 프로토콜 플랫폼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플랫폼과의 

경쟁 리스크. (예: 경쟁 프로젝트로 인해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거나 전망이 암울한 경우) 

(ix)   제3자나 다른 개인이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게 캐리 프로토콜 플랫폼에 유해 및 

악성코드를 심어 캐리 프로토콜 플랫폼 인프라와 캐리 토큰 활용에 간섭하는 리스크. 플랫폼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또한 이러한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플랫폼, 그리고 관련 서비스 운영에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x)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 재앙적 사건의 발생으로 캐리 및 관계사의 사업 운영과 기타 통제 

불가능한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굴 공격, 해커 또는 기타 개인들의 공격 등의 

사건으로 캐리 토큰 판매 수익금의 도난 및 손실, 캐리 토큰의 도난 및 손실, 캐리 프로토콜 생태계 

개발 역량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xi)   캐리 토큰과 기타 암호화폐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캐리 토큰의 완전한 기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완성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암호화 기술 및 방식의 발전, 합의 프로토콜 및 알고리즘의 변화 등이 캐리 

토큰, 캐리 토큰의 판매, 캐리 프로토콜 프로젝트, 캐리 프로토콜 생태계, 그리고 캐리 토큰의 

활용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xii)   캐리 토큰은 캐리 프로토콜 프로젝트, 캐리 프로토콜 생태계, 캐리 등과 관련하여 그 어떤 

결정권도 다른 주체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캐리 제품, 서비스, 캐리 프로토콜, 캐리 프로토콜 

생태계 등의 중단, 캐리 프로토콜 생태계에서 활용되는 캐리 토큰의 추가 생성 및 판매, 캐리 매각 

및 청산 등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은 캐리의 자유 재량에 따라 이뤄집니다. 

(xiii)   캐리 토큰의 세금 및 회계 처리 방식은 불확실하며 관할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캐리 토큰 

구매로 세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독립적인 세무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위 명시된 리스크 외에도 캐리 및 관계사가 예측하지 못하는 다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조합 및 변형의 리스크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b)  위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실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 캐리 및 관계사의 사업, 재정상태, 운영 

결과, 전망 등이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캐리 토큰 가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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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추가정보�및�업데이트�없음�

캐리 토큰, 캐리 및 관계사, 그리고 관련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본 백서에 포함된 내용 외 그 누구도 

정보/설명을 제공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정보/설명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캐리 또는 그 관계사의 권한을 

부여 받았거나 이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6.7.�자문�없음�

본 백서의 그 어떤 정보도 캐리 토큰, 캐리, 또는 그 관계사에 대한 사업, 법률, 재무, 세무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캐리 토큰, 캐리 및 관계사, 그리고 관련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 재무, 세무 등 기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캐리 토큰 구입에 대한 재정적 리스크는 무기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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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ntacts 

일반�문의 

contact@carryprotocol.io 

 

토큰�생성�이벤트(TGE)�참가�문의 

contribute@carryprotocol.io 

 

https://carryprotocol.io/
mailto:contact@carryprotocol.io
mailto:contribute@carryprotocol.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