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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은 운영하는 사업체 수 측면에서 국민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정부는 
각 정권마다 다소 다른 형태지만, 소상공인에 대하여 적지 않은 지원을 해 왔는데 그 중 하나가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거나, 소상공인 거래 시 지급결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지급결제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도는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마트 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등 인터넷의 발전은 간편성과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스들을 출현시켰으며, 이들 서비스는 편리성에 의해 
수요자들에게 소구되며 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들이 
등장하여도 그 수수료가 기존서비스들에 비해 현저히 낮지 않는 한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상공인에게는 여전히 타 유통업체 대비 높은 수수료를 경감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한 국 은 행
[ 거액결제시스템 ]국내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서민금융기관중앙회
금융투자업자 ·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한은금융망)
(혼합형결제)

실시간총액 및 상계결제

금융결제원
[ 소액결제시스템 ]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CD·타행환·전자금융 등)

(전자상거래시스템:B2C,B2B)

<금융기관>
국내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우체국
서민금융기관중앙회
금융투자업자

<증권거래 관련기관>
국내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기타 기관투자자

<외환결제 관련기관>

국내은행
  · 결제회원은행
  · 제3자 고객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시스템]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주식·채권기간투자자결제시스템)

CLS은행
[외환결제시스템]

금융기관간
실시간

총액결제

지정시점
차액결제

(소액거래) (증권거래) (외환거래)

증권 · 대금
동시결제

외환동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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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등장한 정책이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인‘제로페이(ZeroPay)’로, 소비자와 판매자간 계좌이체를 통한 직접결제 방식 즉, 
기존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결제 과정의 중간단계에 걸쳐있는 VAN사와 카드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중간 단계의 수수료를 줄이지만 제로페이에서도 결국 은행간 계좌이체가 필요하므로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되고, 결제수수료, 계좌이체수수료 등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며.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 수준이 높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카드대신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아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 19가 촉발시킨 디지털화, 비대면화는 플랫폼 경제를 도약시켰고, 
소상공인들은 유통경로로서 플랫폼에 의존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포털, 배달 플랫폼 등의 
영향력이 증가했지만, 주문결제와 관련한 과도한 수수료를 촉발시키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도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국내 소상공인들에게 플랫폼에 의지하지 않는 
디지털화와 자생력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이 가능한 소상공인 중심의 디지털 유통 플랫폼 
확보와 함께 자영업자,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대상에 맞는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CRYPTOKKI 프로젝트는 기존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다음의 
네가지 미션 ➀ APP to APP 결제를 통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경감 및  이용 고객에 대한 
토큰 보상 ➁ 라이브 커머스 스트리밍 오픈 플랫폼을 제공하여 지역별, 상권별, 전통시장별 
마케팅 기반을 제공 ➂ 소비자의 라이브 커머스 시청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토큰기반의 결제 
생태계를 구축 ➃ 온라인 결제에서 플랫폼 이용 수수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플랫폼 운영사가 아닌 
이용 고객(토큰 홀더)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시코자 합니다.

   CRYPTOKKI는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결제시스템에서의 차별적 대우를 극복하고, 디지털화, 
비대면화 트랜드의 확대 가운데 이용고객(토큰 홀더)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소상공인(공급자)과 이용고객(수요자)를 직접 연결하여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프로토콜 
경제를 활성화 함으로서 플랫폼과 같은 중간 사업자에 의한 비용증가, 가격 상승 등의 폐해를 
해소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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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블록체인기반 CRYPTOKKI 온라인결제 Solution [그림3] 블록체인기반 CRYPTOKKI 오프라인결제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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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platform)은 승강장을 의미하는 단어로 기차와 같은 특정한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앱은 무형의 공간이지만, 
기차역의 정거장(플랫폼)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위해 모여든다는 점에서 디지털 
승강장의 성격을 가집니다.

    현시점에서 플랫폼 경제란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서 서로 다른 이용자 그룹을 연결,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정보교환 등을 
하는 다양한 상호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 돕는 중개 역할을 플랫폼 경제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 산업과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모델 등장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플랫폼 경제는 디지털 
정보통신 분야를 기점으로 유통, 교통, 숙박 등으로 팽창하였고, 현재는 존재하는 모든 
산업분야로 확장하는 중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처음부터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은 아니며, 개발 초창기에는 
군사정보교류 활동이 목적이었고, 인터넷이 보편화되었을 때 디지털 플랫폼은 메일, 게시판, 
채팅과 같은 비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플랫폼은 불특정 다수에게 글, 사진, 영상 등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용자 자신이 소유한 재화와 
서비스를 유통·거래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Apple, Amazon, Google, 네이버 등의 기업들은 이러한 플랫폼 기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로서 기존 기업의 경우 자본은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과정을 
조직화하고 재화 서비스를 시장에서 매매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하지만 플랫폼 사업은 생산자를 
고용하지도, 생산과정을 조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플랫폼 자본의 이윤은 ➀ 이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을 가진 플랫폼은 데이터를 가공․분석하여 상품화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하고, 
➁ 플랫폼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활동하며 남긴 정보들을 가공․분석하여 개인맞춤형 광고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기업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데, 구글(Google)과 유튜브의 
수익의 80∼90%가 이런 수익이며, ➂ 개인 소유의 남는 방을 숙박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면서 상호 이용자들의 교환에 수수료를 책정하는 에어비엔비 (Airbnb)의 경우와 같이 
플랫폼은 직접적인 수익을 거두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며, ➃ 플랫폼 사업자가 자본시장에서 투자 
유치로써 수익을 만드는 등 다양한 수익원을 개발․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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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오프라인의 일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천문학적인 매출액을 기록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전 세계 18억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연 매출액 204억 달러에 달하는 Youtube의 직원 
수는 1,500명에 불과한데 반해 오프라인에서 비숫한 연 매출액을 올리는 McDonald’s의 직원 
수가 23만 4천 명인 것을 비교해 봐도, 플랫폼 경제에서 노동자 채용 감소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플랫폼 경제의 수익 창출 구조가 기존 산업경제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존 산업기업은 직원의 노동력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한다면, 플랫폼 경제는 해당 
플랫폼의 가입 회원의 활동 역량으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외

기업명 직원수(명) 회원수(명) 연매출액
(US달러)

연매출액
(원)직원수(명) 회원수(명)

페이스북 25,105

1,500

450

22억 407억

18억 204억

8억 68억

3,408

2,621

630

4,200만 4조6,784억

5,034만 1조9,723억억

600만 1,625억

유튜브

인스타그램

기업명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국내

[표1] * 국내외 플랫폼 기업규모 및  현황

* 「플랫폼 경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프로토콜 경제 전환에 관한 연구」 오동열 부산대학교, 2021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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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서 다른 쪽(side)에 있는 이용자집단의 수요를 매개해주거나 중개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들의 참여가 더 많을수록 그 플랫폼은 다른 쪽의 
사업자들에게 더 유용한 효용이 발생하는,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데, 이는 다시 다른 쪽 
소비자들의 수가 계속 증가할 수 있고, 양쪽의 이용자 모두에게 더 많은 편익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 무료나 낮은 가격에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 일방의 플랫폼 사업자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거대 
독점적인 사업자로 성장하게 되면, 플랫폼 이용자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고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다른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진입장벽이 높아져서 집중 또는 
독점이 고착될 수 있게 됩니다.
  
시장에서 경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착취 남용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수도 있고, 시장지배력을 
전이하여 다른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영향력을 확대 행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플랫폼 경제하에서 많은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혁신적 서비스를 창조하며 편익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초기 파격적 가격, 무료서비스, 쿠폰발행 등 고객 확보 경쟁을 벌이며, 
소비자 고객을 확보하여 거대 플랫폼 기업의 승자 독식 상황이 나타났으며,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➀ 현저히 낮은 가격에 공급받거나 현저히 높게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가격 남용행위를 
하며, ➁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등 
거래조건 남용행위를 하고, ➂ 플랫폼이 백화점의 PB(Private Brand)상품과 같이 직접 상품을 
개발하여 자社 플랫폼을 통해 우대 거래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과 ➃ 플랫폼 사업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수수료, 보상 등이 책정되어 플랫폼 성장에 기여한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성공의 
과실이 공유되지 않는 것과 함께, ➄ 배달앱, 대리운전과 같은 플랫폼의 발전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지만 저임금, 저숙련, 초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금지, 이해상충 사업금지 등 플랫폼 반독점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유럽의 경우에도 데이터에 기반한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규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안과 디지털 서비스 법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의 제정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폐해를 방지코자 정책을 입안․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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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프로토콜 경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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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콜 경제란 개인 간 자발적으로 프로토콜(약속)을 정해 거래하는 형태로, 탈중앙화와 
탈독점화를 통해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플랫폼 생태계를 일컫는 개념으로 
현 시대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대칭화 사회로 인터넷의 발달 이전까지는 정보 독점으로 부(富
)와 권력이 편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데 대한 대안으로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O2O 등의 플랫폼 
기업이 등장했지만, 이들 기업 역시 정보 독점의 유혹에 자유롭지 못하여 새로운 정보 권력자를 
탄생시켰기에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념으로 구성원 전체가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 등장했습니다.

 프로토콜 경제는 디지털 시대의 협력적이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경제 모델로서 이는 업종별 
특성이나 지배 구조 또는 소유권 구조에 따라 다양한 규칙(프로토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에 
디지털 시대 공정 경제의 출발이 될 수 있으며, 과도한 사적 이윤의 추구에 반대하고 다수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만들어 사회적 통합과 상호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지향함으로써 디지털 거대 플랫폼 경제 시대의 공정 경제를 위한 경제 개선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토콜 경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선결 과제가 필요하지만 ➀ 정보분산, ➁ 
중개비용최소화, ➂ 합의된 규칙을 우선 과제로 3가지를 도출할 수 있는데 ‘정보분산’이란 탈중앙화, 
분권화된 정보로 궁극적으로 누구나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고 
플랫폼 경제에서는 정보가 수익의 원천이고 권력이므로, 중앙에 집중된 정보를 분산하여 개인간 
데이터를 주고받고 분산 저장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중개비용최소화’라는 의미는 플랫폼 
경제에서는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하는 일정 비율의 중개 수수료가 부과되며 
수수료율이 높아지거나 거래가 증가할수록 플랫폼 사업자의 이윤이 증가하게 되지만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절감한 거래 비용을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분배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합의된 규칙’이란 
네트워크 참여자의 상호 신뢰가 가능한 규칙을 만들기 위해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승인하는 기술인 
합의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거래 계약의 체결과 거래 내역의 검증을 중개기관 없이 네트워크 
참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데이터 중복과 해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림4] 프로토콜경제로의 전환* [그림5] 플랫폼경제와 프로토콜 경제*
* 출처: 해시드랩스 *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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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분배라는 취지에 동의하더라도 기존 플랫폼 경제를 제도로 규제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결국 플랫폼 기업이 정하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지킬 수밖에 없는 약속을 만들고 보상해야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 프로토콜 경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개방형 네트워크와 규칙의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유용한데, 중개자가 없거나 역할을 크게 축소하려면 P2P네트워크, 
스마트 계약 기술이 요구되고,정보의 탈집중화로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서도 분산 원장 시스템, 디앱(DApp) 등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 기존 플랫폼 기업이 화폐나 주식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추구하는데, 이는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여에 대한 공정한 보상뿐 아니라 참여 플랫폼이 성장 하면서 가치가 높아지면 플랫폼 
성장에 따른 보상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반적으로 생태계에 참여하는 공급자, 
수요자 등이 함꼐 성장시키는 플랫폼으로서 모든 참여주체가 비용적 효용과 네트워크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표2] 프로토콜 경제의 4대 선도모델*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그림6] 블록체인 패러다임의 전환*
* 출처: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플랫폼 노동자 상생모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급을 전제로
운송노동자 등 각 노동자가 상생하는 모델

<전통 산업과의 상생모델>

음식점, 숙박업 등 전통 산업과 소비자를
최소 수수료로 연결하는 모델

<공유경제 활성화 모델>

사람과 사람간의 시설, 물품 공유에 대해
중개 수수료를 없애거나 최소화 하는 모델 

<블록체인 기반 기술관련 모델>

블록체인 합의, 데이터 관리 등과 같은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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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커뮤니티 소유의 분산형 교통 플랫폼 라주즈(La’zooz)는 ‘이더리움’기반 
가상자산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자, 사용자, 후원자를 위해 공정한 공유 보상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은 우버와 동일한 방식이나 플랫폼 소유자가 회사가 아닌 플랫폼 
참여자이고,디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카드 대신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며 결제 수수료는 0원으로 
기존 플랫폼에서는운전에 대한 대가만 받을 뿐 해당 기업의 성장과는 무관했지만, 라주즈는 
참여자에 대한 보상이‘이더리움’기반 가상자산인 주즈(Zooz) 토큰으로 제공됨에 따라 주즈의 
가치 상승에 따른 추가 보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용자 역시 낮은 결제 수수료의 혜택을 얻게 
되고,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보유한 토큰의 가치 상승에 따른 추가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설립자 Steve Chen이 투자한 오리진 프로토콜(Origin Protocol)은 중개인이 없는 
공유경제를 목표로 하는 상품권 거래, 숙박 공유, 의류 직거래 등이 가능한 무료 온라인 스토어를 
제공하는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반 P2P 마켓플레이스로, 전 세계 사용자가 3천 개 이상의 상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보상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오리진 토큰(Origin Token)’이라는 역시 ‘이더리움’기반의 
유틸리티 토큰을 이용하며,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하고, 무료로 
오픈소스 코드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자가 불필요하며 거래, 홍보 등을 통해 참여자도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1.2.2 프로토콜 경제 적용 사례

[그림7] 이스라엘 라주즈 비즈니스 모델*
* 출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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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개발된 썸씽(somesing)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모바일 기반 소셜 노래방앱으로 기존 
노래방 앱은 대부분 음원 제공, 추가 기능 사용에 대한 조건으로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과금 
모델인데, 반면 썸씽은 누구나 앱에서 제공하는 모든 노래를 무료로 부를 수 있고 플랫폼에 게시되는 
창작 콘텐츠에 대해서 후원, 선물, 이벤트 등을 통해 클레이튼’기반의 유틸리티 토큰인 썸씽 
토큰(SSX)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CRYPTOKKI는 ‘클레이튼’ 기반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국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온․
오프라인 결제서비스’ 및‘라이브 커머스 스트리밍 영상’기반  O2O & P2P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 경제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시스템은 금융거래에서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지급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 회사 등이 있으며, 정산과 결제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으로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중앙은행으로 집중되는 구성을 갖고 있으며, 
소상공인 거래와 관련이 높은 결제망은 소액결제시스템과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중앙은행- 
금융결제원-은행이 지급결제망을 독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결제 관련 수수료 발생의 근원은 
지급결제망 설비 및 운영비용에 있기에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를 0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계좌이체에서 발생하는 비용, 누군가가 거래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비용, 거래 관련 기록들의 보관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등 제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를 포함한 제3자 누군가가 부담하지 않는 한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CRYPTOKKI를 활용한 지급결제망은 기존 결제망과 함께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금융거래 정보망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현행 
지급결제망으로 제한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CRYPTOKKI의 지급결제망에서는 참여하는 
소상공인 및 이용고객의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하여 금융기관들의 효율성 제고를 사유로 
수수료 인하의 협상력을 갖게 되고 이용자 및 이용횟수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결제망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지급 결제망 이용 수수료를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함께 제공하는 라이브 커머스 스트리밍 영상 기반  O2O & P2P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는 
고객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과 상거래 결제 생태계의 부재로 가상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가상자산의 토큰홀더를 연결하는 프로토콜 플랫폼으로서 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홀더와 소상공인들간 거래 네트워크 형성을 촉발시키고자 합니다. 

    1.3 CRYPTOKKI의 지향점



www.CRYPTOKKI.com

MAY 2022

 CRYPTOKKI가 매개체가 되어 코인홀더를 대상으로 한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하며,소상공인 사업자에게는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 플랫폼(프로토콜 플랫폼)을 제공하고 
홍보하려는 상품이나 매장정보의 스트리밍 영상을  플랫에 업로드 합니다. 이때 영상을 시청하는 
토큰 홀더에게 지급할 토큰개수를 설정합니다. 

 홀더는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 플랫폼에서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참여하여 영상에 설정된 
토큰개수와 재단이 보상하는 토큰을 보상받게 되고 보상으로 받은 토큰은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 
플랫폼 상품을 토큰사용 허용 한도 내에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 사업자는 홀더에게 
상품판매로 받은 토큰을 마케팅 플랫폼에서 보상재원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소상공인 사업자의 상품 
결제대금 중 일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마케팅 플랫폼은 결제디바이스를 통해 제공되는데,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결제디바이스에서 결제완료 시 발행되는 영수증의 QR코드를 통해 홀더가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 매장에 설치 된 결제디바이스에서 신용카드 등의 결제 시 출력되는 
영수증의 QR코드스캔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게임을 통해 홍보마케팅에 참여가 가능하며, 게임을 
통해 토큰의 보상 개수가 정해지고, 획득한 토큰은 마케팅 플랫폼의 온․오프라안 생태계에서 
결제금액 중 일부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규고객의 경우에는 CRYPTOKKI 지갑을 설치하여 
새로운 홀더로 유입이 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토큰결제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기반의 결제디바이스를 제공하고 이는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토큰의 결제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소상공인 사업자는 블록체인 홀더에게 홍보마케팅을 제안하며 홀더는 소상공인의 
홍보마케팅에 참여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되고, 보상받은 토큰은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금액 중 
일정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토큰을 받은 가맹점 또한 프로젝트 생태계안의 가맹점에서 결제대금의 
일정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토큰은 프로젝트 생태계 안에서 순환하며 토큰 이코노미가 완성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는 크립토끼 프로젝트를 통해 손님을 유치할 수 있으며 손님유치의 중개수수료는 
토큰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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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라이브커머스기반 온라인 지급결제 Process

[그림9] 결제단말기 기반 오프라인 지급결제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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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주요결과*

* 출처 : 2019 소상공인실태조사, 중소기업청

2. 산업개요

    2.1 소상공인 현황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소상 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이고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업종별로는 대통령령으로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상공인의 범위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체, 그 밖의 
업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를 
말합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체는 2,771천개, 종사자수는 6,443천명이며, 사업체당 연간 매출약은 235
백만원,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33백만원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사업체수 기준으로 도소매업이 
32.15%, 숙박․음식점업이 23.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경영 애로 
사항으로는 상권쇠퇴, 경쟁심화 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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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소상공인들의 평균 매출액은 점포당 년 2억 3,500만원이며, 평균 영업비용이 2억 200
만원으로 평균 영업이익 3,30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자상거래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전체의 7.1%이며, 이들의 전자상거래 매출실적은 전체 매출의 48.0%로 조사되어 규모확대를 
위한 CRYPTOKKI를 활용한 홍보마케팅과 온라인 커머스 보급과 도입에 따른 매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급 초기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과 토큰홀더 그리고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들의 CRYPTOKKI 토큰 생태계 편입을 위한 가맹 보상 
캠페인 전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12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간한 ‘2022년 소상공인 시장 전망과 ISSUE’보고서에 
따르면‘22년도 소상공인의 시장키워드로 소상공인체감경기와 유동성확보, 업종전환을 제시하고 
그중 업종전환에 온라인 시장 확대로 인해 오프라인 중심 소상공인의 경영방식 및 업종전환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온라인 판로확장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중요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가정내 소비는 증가하였고, 외출관련 소비가 감소하였으나 
소비자들의 소비액 증가 품목이 대체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며,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친숙도가 향상되어 코로나 19 영향이 감소하더라도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경영 성과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시장의 거래액은 2017년이후 연평균 20%씩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가 직접 투자하는 클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어 자금 마련의 기회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71.3%가 모바일을 활용해 
거래되고 있고, 거래액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온라인 거래 중에서도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추세로 2021년에는 2.8조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연평균 
192.4%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을 활용해 영상시청과 함께 간편결제가 
가능하고 판매자와 시청자가 즉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림11] 소상공인들의 사업실적*

* 출처 : 2019 소상공인실태조사, 중소기업청

[그림12] 소상공인들의 전자상거래 실적 여부 및 매출 비중*

* 출처 : 2019 소상공인실태조사,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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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이 그들의 유통경로로서 플랫폼에 의존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포털, 배달 플랫폼 
등의 영향력이 증가했는데, 그 추세를 보여 주는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코로나19 국면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업체의 
74.1%가 2020년 매출액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매출액 전체(100%)가 플랫폼 매출액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23.5%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의 60%는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경영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평균 3.6개의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5개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36.7%로 나타날 정도로 한 가지 
플랫폼만을 이용하기보다 복수의 플랫폼을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게 된 계기는‘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서(59.2%)’, 그리고 ‘온라인 시장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54.4%)’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영업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소상공인이 많이 종사라는 배달, 
숙박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어 소상공인들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지적 하는 문제점은 
높은 수수료 부담과 불공정행위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변화>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

 자료 : 통계청,온라인쇼핑동향조사  자료 : 교보증권 리서치센터(2020.11),K-MRI Flex 종목

    2.2 소상공인과 플랫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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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한 국내 지급결제 동향을 보면 2021년 중 2019년 
민간소비가 2.1% 증가에서 2020년 5.0% 감소로 전환되었으나 2021년 3.6% 증가하는 등 
민간소비 회복에 기반하여 지급카드 이용규모(일평균 2.8조원)는 전년대비 9.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3 국내 지급결제 시장 규모

<지급카드 연도별결제  증감률>

<지급카드 종류별 이용규모>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제외)

개인

법인

체크카드
(국외사용분 포함)

선불카드
기 타

(현금IC카드, 직불카드)

합 계

구 분 2018

1,862

1,444

417

502

2.1

1.4

2,367

1,967

1,546

421

532

2.5

2.4

2,505

1,960

1,537

424

540

17.0

2.3

2,520

(-0.3)

(-0.6)

(0.7)

(1.5)

(590.8)

(-6.4)

(0.6)

2,160

1,692

468

581

12.6

2.8

2,757

(10.2)

(10.1)

(10.4)

(7.6)

(-25.8)

(24.6)

(9.4)

2019
2020

연간 (증감률) 연간 (증감률)
2021

<지급카드 월별결제 증감률>

0
18년 19년 20년 21년

2

4

6

8

10

12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10
21. 1 2 3 4 5 6 7 8 9 10 11 12

-5

0

5

10

15

20

25
금액(일평균)기준

*출처 : 한국은행, 2022

자료 : 전업카드사 및 카드업 겸영 은행, 금융투자회사, 금융결제원 등

금액(일평균)기준

(일평균, 십억원,%)
개인 및 법인 지급카드(국내외 가맹점) 금액(일평균), 승인 후 취소분을 제외한결제  기준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4.3

8.3

18.5
15.8

6.4 7.5 7.3 6.5
8.8

10.8
12.6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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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형태별로 구분하여 볼 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의 영향 등으로 2021년중 
모바일기기(스마트폰) 등을 통한 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결제 등 비대면거래뿐 아니라 
모바일기기 등을 통해 거래 현장에서 단말기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결제도 포함한 비대면결제 
이용규모(일평균 1.0조원, 잠정치)가 큰 폭 증가(+16.2%)한 반면 대면결제는 소폭 
증가(+2.9%)한데 그쳤으며, 전체 결제중 비대면결제 비중은 2021년 4분기중 40.1%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특히 모바일기기 기반의 비대면결제뿐 아니라 대면결제도 결제단말기(카드 단말기, QR코드 
등)에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기기를 접촉하는 결제방식이 확산세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결제 등 비대면거래 뿐 아니라 모바일기기 등을 통해 거래 
현장에서 단말기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결제도 포함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결제(일평균 1.1
조원)에서 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 등에 미리 저장해 두고, 거래 시 간편인증수단(비밀번호 입력, 
지문인식 등)을 이용해 결제하는 서비스(간편결제 이외의 방식에는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 
CVC 번호 등으로 본인을 인증하여 결제하는 방식이 있음)인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편의성 선호 등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며 2021년 4분기중에는 그 비중이 
46.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중 핀테크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은 2021년 4분기중 64.6%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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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bitcoin)을 통해 최초로 등장한 블록체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암호기술에 의한 보안과 
보호 하에서 작동하는 전자적 기록을 담은 분산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기존P2P 
(peer to peer) 네트워크 기술과 보안 및 검증 기술이 결합하여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 P2P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참여자(node)마다 서로를 상호 체크하는 절차가 없어 주로 
대용량 파일 전송에 활용되었을 뿐이지만, 블록체인은 데이터 전송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암호학과 분산장부 기술의 결합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거래 내역을 중앙의 특별한 
권한을 지닌 관리자가 검증하고 중앙의 유일한 서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컴퓨터 각 
노드에 영원불변의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공유, 분산,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구현하기에 중앙 
집중적 서버 체제와 달리 모든 기록이 각 노드에 분산되어 기록되므로 사고, 전쟁, 재난 등으로 인해 
모든 기록이 통째로 사라질 위험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급결제 시스템처럼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주체가 단일 서버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단일장애지점(Point of failure)의 
문제에 직접 노출되는 반면, 블록체인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없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블록체인은 전자적 기록으로서의 화폐, 소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사례처럼 지급결제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 직접거래 및 송금에 제일 먼저 적용되었고, 어떤 형태의 
자산이든 블록체인에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은 송금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 거래, 감시, 기록 등에 필요한 등기부나 재고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고, 상거래 자체 및 상거래로부터 파생되는 신용거래나 증권결제, 선물결제 
등에서도 블록체인은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CRYPTOKKI 프로젝트는 기존 지급 결제망을 유지한 상태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CRYPTOKKI 프로토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토큰홀더를 확장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블록체인에 의한 상거래 및 금융거래 정보망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정보처리 상호연계 개념을 도입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존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연결하게 된다면 기존 지급 결제망 효율성 제고도 가능하여 결제 수수료 인하 등을 선도 할 수 
있습니다.

연구논문에 따르면 소상공인 블록체인 거래의 장점을 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의 거래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➁ 은행 등 
특정기관이소상공인의 비정형 신용정보(사실상 빅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모으고 보관, 갱신, 
분석하는데 소용되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➂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절감 및 개인 
소비자의 카드 연회비 절감이 가능하고, ➃ 소상공인으로부터의 구매기록이 명확히 있어 하자가 

    2.4 소상공인 블록체인 CRYPTOK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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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환불이나 보상요구가 현재보다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고, ➄ 
소상공인 거래에 대한 빅데이터 형성 및 생산이 가능한데, 소비자들은 자신의 거래행태에 대한 
데이터를 높은 보안 수준에서 금융기관에 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자신들의 
매출액 및 판매행태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신용평가 기업, 신용평가 사업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밑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CRYPTOKKI는 스마트폰을 통해 수많은 모바일 홍보마케팅을 접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통한 app 
to app 결제로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소비자가 네이버의 '쇼핑라이브', 카카오의 
'톡 딜라이브', 티몬의 '티비온라이브', CJ올리브영의 '올라이브', 롯데백화점의 '100라이브' 등 
대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자본, 인력 등이 이들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상태에서 경쟁해야 하는 소상공인 사업자의 파트너가 되어 지역별, 업종별 소상공인들을 함께 
성장시키는 프로토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이라는 명제를 갖고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CRYPTOKKI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과 온․오프라인 지급결제시스템입니다. 
모바일 홍보 마케팅은 대부분 모바일 상품권 혹은 모바일 쿠폰의 전자화폐(포인트)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토큰과 app to app결제시스템 제공하고, 대기업 가맹점이 자체 포스(POS)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화폐의 결제, 할인, 적립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 사업자는 
수십년전 PVC 마그네틱 신용카드 결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던 시기 신용카드회사와 은행이 VAN
사의 부가가치통신망을 구축되면서 설치된 신용카드 전용 결제단말기나 개별점포 포스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토큰기반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보급하며, 이를 기반으로 홍보 마케팅 
공간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네트워크를 구축코자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플랫폼 등에 20~30% 수수료를 떼어주고, 결제수수료로 
0.5~1.5%(간편결제 플랫폼 이용시 1.5%~ 3.5% 추가)의 비용을 지급하면서 자신들의 상품을 
소비자에 판매합니다. 당연히 소비자는 그만큼 높아진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게 되고 구매효용만을 
취할 뿐 대기업 플랫폼을 성장시킨 노고는 없습니다. 자신의 구매에 따른 노고를 보상받으려면, 다시 
대기업 플랫폼의 주식 등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CRYPTOKKI는 소비자의 구매와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마케팅 참여를 보상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과 마케팅 
도구를 제공하여 고유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코자 합니다.

    CRYPTOKKI의 토큰 생태계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은 모두 성장을 공유하는 생태계의 
일원으로 보상받는 프로토콜 경제 주체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는 적정 가격의 구매, 좋은 품질의 상품
․서비스의 생산․공급, 소비 행위에 대한 보상, 소상공인들의 성장에 대한 보상, 생태계 빅데이터의 
활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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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RYPTOKKI 소개

    3.1 블록체인 트랜젝션

 크립토끼코인 및 토큰은 클레이튼기반으로 발행되었지만 결제 시 트랜젝션의 속도개선을 위해 
미버스 메인넷 생태계에서 구현되도록 하였습니다.

User App

6. 보상

2. 마케팅 참여 1. 마케팅 신청

3. 마케팅 참여자 정보제공

5. 보상명령

4. 보상지갑주소정보

토큰이코노미

7. 보상토큰 결제금중 일부를 토큰으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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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지급결제서비스

 ➀ 오프라인 신용카드 유저를 영수증 QR스캔 마케팅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에 
KSNET의 VAN, PG결제 시스템과 연동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며, 소상공인 사업자의 
라이브 커머스와 결제 디바이스에서의 토큰 결제를 위해 메인넷의 트렌젝션 정보를 
결제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동하였습니다.

 ➁ 안드로이드 기반의 결제디바이스에 결제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여 APP TO APP 결제를 
제공합니다. APP TO APP 결제방식에는 QR코드 스캔과 NFC 접촉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결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KTC인증을 완료한 카드리더기를 장착하여 신용카드 
결제수단의 IC, MSR, MST 결제방식을 지원합니다. 결제디바이스는 신용카드 결제를 완벽 
지원하면서 영수증 QR스캔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홍보 마케팅 플랫폼에서 보상받은 
토큰의 결제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거래데이터
(승인요청)

거래대금 - 가스수수료

거래데이터
(승인요청)

수입료
(매입,중계)

오프라인  가맹점 MAIN NET

거래데이터
(승인요청)

거래데이터
(승인요청)

거래대금 -수수료

거래대금 - 가스수수료

거래데이터
(승인요청)

수입료
(매입,중계)

온라인  가맹점 MAIN NETPG

거래데이터
(승인요청)

거래대금 - 신용카드 수수료

거래데이터
(승인요청)

수입료
(매입,중계)

오프라인  가맹점 VAN 신용카드사

거래데이터
(승인요청)

거래데이터
(승인요청)

거래대금 -수수료

거래대금 - 가스수수료

거래데이터
(승인요청)

수입료
(매입,중계)

온라인  가맹점 신용카드사PG VAN

[그림15] CRYPTOKKI 결제 디바이스



[그림17] CRYPTOKKI 전자지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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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CRYPTOKKI 제공 결제 서비스

 ➂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신용카드결제의 실시간 현금출금, 카드결제대금의 입금누락방지 
기능을 탑재한 전자지갑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의 전자지갑은 신용카드결제대금 외 
토큰결제 시 결제된 토큰의 트랜젝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홀더가 결제하는 신용카드결제와 토큰결제를 실시간으로 정산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제공하여 
중앙화의 신용카드결제방식과 탈 중앙화의 토큰결제 방식을 한번에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합니다.

 ➃ 홀더에게 토큰을 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생성하고 소상공인 마케팅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지갑을 제공합니다. 홀더는 플랫폼 지갑에서 구매 또는 보상받은 토큰을 보관하는 
계정을 관리할 수 있으며, 마케팅 참여 및 구매에 따른 보상, 온․오프라인 결제 등에 활용하는 
토큰의 자산관리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사업자의 마케팅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브릿지를 제공합니다. 

    즉, 홀더는 플랫폼 전자지갑을 통해 마케팅 플랫폼에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를 통해 보상받은 
토큰을 관리하고 소상공인 사업자의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디바이스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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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CRYPTOKKI 토큰 이코노미 

 우선 홀더가 토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소에서의 구매입니다. 이 외에도 크립토끼 
플랫폼지갑을 통해 스트리밍 소상공인 사업자가 제안하는 마케팅 즉,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거나 구매를 위한 결제, 오프라인 영수증의 QR코드를 스캐닝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함으로써 토큰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홀더의 토큰은 소상공인 사업자가 제안하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즉, CRYPTOKKI가 제공하는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 플랫폼에서의 온라인 결제와 결제 디바이스에서의 오프라인 결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제대금 중 토큰의 결제 비율은 소상공인 사업자가 각각 정한 비율인 
10%~50% 이내에서 결제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가 결제대금으로 받은 10%~50%의 토큰은 
단순한 수수료이거나 할인쿠폰이 아닙니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 결제로 사용하거나 
마케팅 제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큰은 CRYPTOKKI 생태계내에서 결제되면서 
순환하게 됩니다.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 플랫폼을 통해 크립토끼 지갑의 홀더가 되어 끊임없이 보상받아 생성된 
토큰으로 홀더는 소상공인 사업자의 고객으로 유치됩니다. 고객의 토큰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 
사업자는 다시 다른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결제하면서 트랜젝션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홀더에게 보상되는 토큰은 기본적으로 크립토끼프로젝트를 통한 카드결제 및 코인결제의 
수수료수익으로 확보된 재원에서 지급되는 보상과 소상공인 사업자가 마케팅플랫폼에 예치된 
토큰이 홍보마케팅에 참여하는 홀더에게 지급되는 두가지의 보상이 존재합니다.
이는 토큰 이코노미에서 확보되는 토큰의 순환으로 건전한 토큰 이코노미가 만들어지게 
되는것입니다

User App

6. 보상

2. 마케팅 참여 1. 마케팅 신청

3. 마케팅 참여자 정보제공

5. 보상명령

4. 보상지갑주소정보

토큰이코노미

7. 보상토큰 결제금중 일부를 토큰으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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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CRYPTOKKI 사업모델

    3.4.1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플랫폼

 라이브 커머스 마켓팅 플랫폼은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제품 등의 홍보물의 이미지 혹은 영상의 
홍보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업로드 시 의 홍보자료를 열람하는 홀더에게 지급 
할 토큰의 개수를 입력하고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판매금액 중 토큰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합니다.

   홀더는 홍보 콘텐츠를 열람하면서 재단이 보상하는 콘텐츠당 1회의 토큰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추가의 홍보 콘텐츠를 열람하며 각각의 콘텐츠제공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토큰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구매시 보상받은 토큰 등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업자

스트리밍
영상 업로드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플랫폼

스트리밍 영상 시청 중 주문 결제 

보상 토큰 개수 설정
토큰 결제 가능액 설정

설정 개수 토큰 지급

스트리밍
영상 시청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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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토큰결제 겸용 신용카드결제단말기

    3.5 CRYPTOKKI 토큰배분

 CRYPTOKKI 단말기는 오프라인 상점에서 대면결제 등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결제기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CAT단말기를 보완한 신용카드 뿐만이 아닌, 카카오 페이 등 핀테크 기업들의 
제공하는 간편결제와  토큰결제가 가능한 올인원 결제 디바이스입니다.

 CRYPTOKKI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결제고객,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이용 고객 등을 
프로젝트생태계로 유입시킬 수 있으며, 카드결제로 받은 영수증에 QR코드를 스캔하여 토큰을 
보상받으면서 새로운 고객을 CRYPTOKKI 생태계로 초청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TOKEN 분배

재단

영수증
QR코드 발행

결제 디바이스

보상 토큰 개수 설정

설정 개수 토큰 지급

영수증
QR코드 스캐닝

예비 홀더

홀더

플랫폼 지갑 설치

분배

재단보유

추가개발비

전략적 파트너

판매

마케팅

팀&고문

거래소 예치

핵심개발자

2027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4년 6월 30일

2024년 12월 31일 이후 매월 2%씩 락업 해제

During the exchange listing period

2025년 12월 31일 이후 매월 2%씩 락업 해제

50,000,000

30,000,000

91,930,408

10,000,000

10,000,000

10,000,000

290,000,000

8,069,592

58.0%

18.4%

2.0%

10.0%

6.0%

2.0%

2.0%

1.6%

락업기간 개수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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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RYPTOKKI의 비젼

 앞서 설명한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장은 일평균 2.8조원 연 1천조원 규모의 거래금액과 650만 
소상공인이 가맹되어 있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는 1,0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홀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인 토큰은 거래소를 통한 거래 외 마땅하게 
사용되어지는 생태계가 없기에, 소상공인 사업자의 상거래시장에 가상자산 토큰을 사용 가능한 
플랫폼이 양성적으로 건전하게 구축된다면 블록체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 오게 될 
것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 거대한 상거래 결제시장을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국내 소상공인 
사업자와 기존 제도권에서 벗어나 개인의 권리와 새로운 사회 구성 즉, 프로토콜 경제를 지향하는 
블록체인 홀더를 연계하는 B2O(blockchain to offline)시장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의 중앙화 금융과 더불어 탈중앙화의 토큰이 상거래 결제시장에서 같이 쓰여지도록 
하여 변환기를 선도하고, 중앙화 금융에 장점을 유지하면서 그 단점을 탈중앙화의 블록체인 
기술로 보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상품의 판매대금으로의 수익은 중앙화 금융으로 처리되어 현금화로 마무리되며, 마케팅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탈중앙화 토큰은 실물경제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고 
소상공인간 거래에 활용되면서 순환하여 거대한 생태계로 지속 확장될 것입니다.

    자본, 기술, 인력 등이 부족하여 대기업 중심의 공룡 핀테크 사업자, 중개앱 등의 플랫폼의 
하청업체가 되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대기업 성장의 도구가 되어 언제 폐업해도 
이상하지 않게 된 우리 지역 명소의 노포가게와 맛집이 서포터즈가 되어 줄 홀더와 예비 홀더가 
마케팅 플랫폼에 참여하여 각각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함께 성장시키는 건전한 지역 경제발전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의 생태계를 구성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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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RYPTOKKI의 로드맵

Technology

결제시스템 서버구축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노드 개발

신용카드결제 어플리케이션 ‘에그포스’개발

신용카드결제대금 토큰정산 어플리케이션 ‘에그월렛’개발

SMARTRO 결제시스템 연동

크립토끼 전자지갑 서버 업데이트 진행

미버스 메인넷 생태계 게이트연동개발 (가스비 해결)

라이브 스트리밍쇼핑몰 개발 완료예정

결제시스템 서버 3.0 구축예정

결제시스템 서버 2.0 구축

코인결제기반의 APP TO APP결제를 포함하는
신용카드결제 어플리케이션 ’비타민포스’개발

코인결제등의 APP TO APP결제와
신용카드결제대금의 정산 전자지갑 ‘비타민월렛’개발

클레이튼 기반의 블록체인 노드개발,
크립토끼 전자지갑시스템(클레이튼기반) 서버구축

안드로이드 기반의 결제디바이스 개발완료
KSNET의 결제시스템 연동

쇼핑몰시스템 개발 완료

코인결제 겸용이 키오스크, POSSYSTEM 개발예정

컨소시엄 블록체인 메인넷 개발 예정

토큰의 결제시스템 게이트 개발 예정

~2020

2022

2021

2023

1Q

1Q
2Q
3Q
4Q

2Q

3Q

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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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RYPTOKKI의 로드맵

Business

SMARTRO와 결제연동 계약

(주)엠투오웨이 PG사 인수

웰컴저축은행 매출채권담보자그조달 계약

웰컴페이먼츠 서브PG 계약

사)대한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총판계약

(주)미버스랩스 메인넷 연동 기술개발계약
캐디피 전용 결제시스템 런칭
크립토끼 백서 2.0 공개
크립토끼 지갑 유저 5만명 돌파
크립토끼 추가 거래소 상장추진

(사)바디케어운동협회 마사지전용 결제단말기공급계약예정

크립토끼 토큰 상거래결제프로젝트 그랜드 런칭예정

KSNET과 VAN 총판 계약
셔틀뱅크와 서브PG계약

헬로펀딩과 확정매출 채권담보대출 계약
크립토끼코인 백서 1.0 공개

큐브 개발사와 안드로이드 기술 계약
소상공인 올인원 결제단말기 런칭

노래연습장전용 프리랜서 결제키오스크 런칭
(주)웁버드 총판계약

(주)예네다페이먼츠 총판계약
(주)굳프렌즈 총판계약

크립토끼코인 해외거래소상장(디지파이넥스)
가맹계약 5,000회원 돌파

토큰의 상거래 결제 연동 서비스 예정

~2020

2022

2021

2023

1Q

1Q
2Q

3Q
4Q

2Q

3Q

4Q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08446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0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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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RYPTOKKI의 팀 구성
6.1

TEAM

Main Team

Advisor

CRYPTOKKI CEO

나원영
에그페이     ｜ 결제대금 토큰정산시스템개발

크립토끼     ｜ 토큰의 관리 및 상거래 결제연동 플랫폼지갑 개발
비타민페이 ｜ 토큰결제 겸용 카드결제 시스템 개발

CRYPTOKKI CTO

조현우
PG 시스템 설계, 개발

크립토끼시스템 설계, 개발
블록체인 노드 설계, 개발

CRYPTOKKI ADVISOR

정태진
현) 평택대학교(조교수)
현) 사이버폴리싱연구센터장
국제기구보안기획관
리즈대학교 법학박사
미시간주립대학교 석사

보안 자문위원

상품개발 자문위원

법률 자문위원

CRYPTOKKI ADVISOR

이상선
현) 캐디페이 총괄사장
전) HMC대표이사
삼성 30년 근무

CRYPTOKKI ADVISOR

남완우
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관 연구교수
현) 전주대학교 가상화폐평가원 센터장
가상화폐 관련 연구 및 컨설턴트
국회비서관 법제위, 행정위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투자 자문위원

CRYPTOKKI ADVISOR

심준식
미국회계사 (CPA Licensed in Washington)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이버국방학과 공학박사 수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빅데이터 공학석사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경제학 학사
(University Of Oklahoma,Norman,USA)
대일외국어고등학교 프랑스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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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Team

Team Leader

이영숙
페이먼츠 정산총괄

Assistant Manager

김형민
페이먼트 가맹점 매출신고

Staff

장주연
페이먼트 결제내역 R.M

Research Develop Team

Team Leader

성원상
블록체인 노드

General Manager

최용근
크립토끼서버  유지보수

Assistant Manager

안동욱
비타민서버  유지보수

Assistant Manager

이 림
결제디바이스 펌웨어

Marketing Team

General Manager

안기천
페이먼트 유통망 관리

CMO(최고마케팅책임자)

김수철
결제시스템 홍보마케팅 총괄

Assistant Section Manager

강은비
가맹점 개설, 가맹점 심사

Assistant Section Manager

정유진
SNS,홈페이지관리 및 CS

Customer Satisfaction Team

Assistant Manager

강미영
크립토끼 홀더 내역관리

Assistant Section Manager

주슬기
크립토끼 홀더 C/S

Staff

곽진희
크립토끼 SNS, 채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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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파트너사

6.3 페이먼트 유통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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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제공되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백서는 사업 계획과 비전에 대한 
기술서이며,  사업 내용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백서의 원본 언어는 한국어로 작성되었으며, 다른 
언어로 된 백서의 경우 번역의 과정에서 오역이나 누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서의 한국어 버전이 
번역된 버전들보다 가장 명확하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한국어로 작성된 백서로 최종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문서의 어떤 내용도 법률, 금융, 상업, 또는 세금에 대한 조언을 제정하지 않습니다. 
CRYPTOKKI 토큰은 유가 증권이 아니며 금융 프로모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투자 활동을 유도하거나 초청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CRYPTOKKI 
생태계에 참여해야 하는지 또는 CRYPTOKKI 토큰을 구입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안하지 않으며 계약 또는 구매 결정에 있어 의존해서도 안됩니다. 구매에 앞서 참가자는 세금과 
회계처리를 포함한 모든 전문적인 정보를 취해야 하며,  암호화폐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내재된 위험을 인식하려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CRYPTOKKI 토큰은 사용성 또는 가격에 대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표현이나 
보증을 하지 않으며 CRYPTOKKI 토큰을 통해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보증이나 조항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당사는 직접적, 간접적, 결과적 또는 기타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 
문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와 CRYPTOKKI 토큰에 대해 현재 또는 차후에 공지되는 내용은 발생 시점에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로의 이익 또는 수익의 보장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CRYPTOKKI는 어떤 개인 
또는 단체 (대리인, 유저, 직원, 보험업자, 변호사 등)가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투자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CRYPTOKKI 토큰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본 백서는 CRYPTOKKI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과 
로드맵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백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백서를 참고하여 발생하는 손해, 손실, 채무 등 기타 재무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CRYPTOKKI는 그에 
대한 배상, 보상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백서를 읽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결정 등의 행위에 
있어서 이 백서를 이용 (이 백서를 참고하거나 이 백서를 근거로 한 경우도 포함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한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 채무적 피해에 대해서 CRYPTOKKI는 그 어떤 배상, 보상 등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CRYPTOKKI 프로젝트의 이 백서는 ‘작성 당시를 기준(as is)’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므로 백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장래 시점까지 정확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CRYPTOKKI는 이 백서와 관련해서 이 백서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어떠한 사항도 
진술 및 보장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CRYPTOKKI는 백서가 
적법한 권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백서가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유용한지, 백서가 이 백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지, 
백서의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면제의 범위는 언급한 예시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7.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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