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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글 
 
‘새로운 이더리움 기반의 프로토콜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은 사용자, 개발자,             
그리고 커뮤니티를 위해 생성하는 가치다.’  
 
블록메이슨은 유용하고 기능성 있는 응용 프로그램과 프로토콜을 설계한다. 회사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채택해 가상화폐에 한 접근성을 높인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번 자료를 통해 블록메이슨의 신규 프로젝트인 The Credit Protocol (크레딧          
프로토콜/이하 CP)에  해 소개하려 한다.  
 
오늘날까지는 블록체인에서 오로지 현금형태로만자금을이체할수있었다. 비트코인은          
통화의 송금과 저장 기능을 중화시켰다면 이더리움은 통화 관련 계약의 생성 그리고           
저장 기능을 중화시켰다. 블록메이슨은 CP를 통해 신용거래 생성을 중화하는, 소위          
말해 탈 중앙화된 경제를 향한 필수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부채와 신용( 차)은 이미 매우 강력한 재정적 도구다. 이는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유연성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것이다. 개인이 이더로쌓인빚을갚기위해이더를소유할             
필요는 없다. 때문에 CP에 차가 기록된 미래를 상상해 보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차가 기록된 신용CP는 가상화폐 시장 자본총액을 상회할 수도 있다. 이는결과적으로           

디지털 경제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장할 것으로 사려된다. 
 
블록메이슨팀의 비전과 실행력은 뛰어나다. 블록메이슨은 화려한 백서(White Paper)        
또는 의미 없는 약속에 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우리는 CP의 기능을 시범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최신 어플리케이션인 ‘Friend In Debt(이하 FiD)’의 베타버전을 배포했다.          
이와 같은 단순한 DApp은 현재 퍼블릭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공개되어 있다. (fiddy.io           
에서 확인 가능) 
 
신규 프로토콜 소개에 앞서 한 가지 당부하자면 제품화된 토큰 구매시, 제품만을 보는            
것이 아닌 제품에 한 회사의 고객서비스 역량도 고려할 것을 시사한다. 블록메이슨은           
토큰 개발에서 사용까지 지속적으로 CP를 업데이트해 나갈 것이다. 희망사항에 의거한          
토큰 세일 또는 잠재력 기반의 토큰 세일과는 달리, 블록메이슨은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http://fiddy.io/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끊임 없이 진행되는 개발, 제품 유지보수,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한 회사의 전념을 오롯이 보여준다.  
 
블록메이슨은 자금(funding)과는 별개로 자사 제품과 이더리움 생태계 개선을 추구한다.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유용하고, 기능적이며, 삶에 변화를 주는           
DApps를 제공하는 것이다. 
 
 
크레딧 프로토콜 (The Credit Protocol) 
 
기본적으로 CP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각 독립체간의 차를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하나의 독립체는 다른 독립체에 사용 차를 요청하고, 해당 독립체의 사용자는 차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은CP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록된다. 
 
CP을 활용한 이러한 독립체간의 간단한 상호활동은 프로토콜 위에 설계된 Use Case           
Authority Contract (권한 컨트랙트 활용사례/UCAC)와 동반됐을 때 강력해질 뿐 아니라          
거래의 복잡한 배열을 가능케 한다. 각 UCAC는 출의 종류, 기록 조건 및 승인 상 에              
한 규정을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UCAC는 특정 인증서를 소유한           

사용자들을 토 로 거래를 허가할 수도 있다. 이는 기관들이 개인 부채를 기록하는           
프라이빗 계약을 설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들은 미수 계정을 조회하는           
것부터 사유 기관의 화폐를 개발하는 것까지, 소위 말해  어디에나 사용될 수 있다. 
 
여러모로 이러한 시스템은 고속도로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각 차는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브랜드, 차량모델, 기능및색상을고를           
수 있는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한다 했을때, 출과 그에            
관련된 특이점들은 기록된다. 하지만 때로는 원활한 교통과 올바른 목적지 인도를 위해           
통제 또는 규정을 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 개발자들은 고속도로 진입구에 직접 도로             
요금소 또는 UCAC를 설계할 수 있다. 각 요금소는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에 진입하는            
다양한 차종(스포츠카, 경차,트럭 또는 강아지가 있는 미니밴등)과 진입 가능 시간 관련           
규제에 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 물론, 요금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다. CP 사용자들은 요금소에서 고속도로로 향하는 차량들의 이동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크레딧 프로토콜 토큰(이하 CPT)의 구매기회가 있을 것이다. 또한, 차량들의          
고속도로 이용에 관해 사용요금을 책정해 받아보거나 무료로 서비스할 수 있다. 
 
 
THE CP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는 차량 수에는 두 가지 요소가 따른다. 하나는 요금소의 운영을 
지원하는 CPT의 수량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CPT당 허용되는 트랜잭션의 수다.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트래픽에 기반해 CPT당 허용되는 트랜잭션의 수를 조절한다. 
트랜잭션 비용은 다양하고 네트워크의 필요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는 것이다.  
 
UCAC는 CPT를 통해 네트워크로부터  출금 기록 능력(debt recording capacity)을 
효율적으로 구매한다.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듯, 본질적으로 
CPT들은 CP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해당 
라이선스는 CPT 소유자가 토큰을 소유하는 동안 영속되도록 승인된다. CPT 오너는 
다른 소유자에게 할당된 트랜잭션을 2차적으로 인가할 수 있다. 인가되는 2차 라이센스 
비용과는 무관하게 토큰을 소유하는 동안은 권리가 부여된다. 
 
 
활용 사례 권한 계약(USE CASE AUTHORITY CONTRACTS) 
활용 사례 권한 계약은 출금을 입력하고 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UCAC를 통해            
기록되는 모든 출금은 특정 규칙에 의해 통제된다. 다만 UCAC는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는 규칙은 CP를 사용하는 기관 또는 사용자에게          
최적화될 수 있다.  
 
UCAC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매개 변수는 통화 유형, 허용 거래의 크기와 빈도,            
사용자의 신용 한도액 등이다. UCAC의 효과적 및 가치적 반복은 디자이너의 상상력에           
의해 제한된다. 단 CP와  출금 거래가 호환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각각은 운영자가 UCAC를 통해 차를 CP에 쓰기 위해 최소 CPT하나를 ‘지분’의           
개념으로 소유하도록 요구한다. 운영자가 소유한 각 CPT는 스마트 계약 내 알고리즘에           
의해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결정되는 거래 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더 많은             
CPT를 누적할수록 UCAC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양은 많아진다. 개발자 또는           
사용자는 처리량 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해 여러 개의 CPT 를 보유해야할 수도 있다.            
사용자는 소액의 토큰을 소유할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소액의 토큰은 트랜잭션을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단일 CPT 에 의해 생성된 트랜잭션은 생성 후 24시간 후               
만료된다. CPT 는 이후 다시 사용 가능한 새로운 트랜잭션 세트를 생성해낸다. 
 
UCAC를 위한 풍부한 프로그램 
 
여태까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P를 이용하는 UCAC를 개념화해봤다. 우리는          
혼자만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UCAC에는 무한한          
변형이 있고 계약 생성에 한다양한요구가넘쳐나기때문에 CP 토큰판매는개발자가             
높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장려하는 이른바 ‘바운티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CPT 판매 수익의 일부를 배정할 것이다.  
 
UCAC  무료 보관실 



블록메이슨은 CP 사용자들을 위한 탄탄한 고객 지원을 제공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CP를 믿는 것에 더해 유니크한 생태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지지하는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블록메이슨은 무료 보관소를만들고유지해개발자가 CP 상단에자체 Dapp을구축할수            
있도록 할방침이다. 해당보관소에는바운티프로그램의모든수상자와성공적인 UCAC           
탬플릿이 포함되어 있을 예정이다.  
 
보관소는 CP의 강력한 성장을 장려할 뿐 아니라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또 성공적인           
UCAC 목록을 탐색할 수 있는 잠재적 사용자에 의해 CP가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Foundation ID 
지난 7월 1일 블록메이슨은 혁신적인 Foundation 프로토콜을 공개, 무료로 발매했다.          
멀티플 지갑(wallet) 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개발해낸 것이다. 블록메이슨은           
Foundation이 수 많은 프로그램 개발자가 직면한 장애물에  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Foundation과의 통합은 성공적인CP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Foundation ID는 여러 이더리움 공용 주소에서 하나의 마스터 ID를 생성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개인을 위한 단일 ID 및 트랜잭션 플랫폼을 확립한다. Foundation ID를           
가진 사용자는 부분의 웹 앱이 페이스북 또는 구글 계정으로 연계돼 로그인할 수            
있듯이 하나의 로그인 자격 증명으로 여러 Dapp 에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 Foundation             
ID는 처음에는 CP의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고 진입 장벽을 낮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길 바란다.  
 
부채 상환 실시 
CP는 부채 및 신용 기록을 위한 가치있는 다목적 도구(multi-purpose tool)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개별 사용자는 채무 상환을 최선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해 여전히 동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으며 법적 계약, 물리적,             
디지털 자산 형태의 담보 또는 블록체인 크레딧과 같은 사회적 메커니즘을 포함해           
온/오프 체인 솔루션(비즈니스 리뷰)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사용자는 빚을 갚을 능력이 의심되는 주체에게서 돈을 빌려줘서는 안되며          
사용자가 잃어버리기 쉬운 상태에서 돈을 더 많이 빌려서도 안 된다. 그러나 UCAC의            
사용자 정의 및 개인화를 통해 필요와 개인 사용자 및 비즈니스와 완벽히일치하는 출             
계약을 설계해 출금집행문제를해결할수있다. 아래예제를통해신용프로토콜의몇              
가지 가능한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아래는 두 가지 일반적인 채무 시나리오다.  
 

1. Jesse는 친구인 Tim 에게서 맥주를 얻어 마셨다. 
2. Jesse의 사업인 Jesse Corp. 은 고객인 Tim에게 기프트카드를 발급했다. 



 
시나리오 1에서는 UCAC를통해 CP에기록된부채상환을강제하기위해충분한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이 가해졌다. 해당 상황에서 맥주를 마시지 못한다면아무도 Jesse          
의 친구가되고싶어하지않는것이다. 시나리오 2에서의경제적압력은부채가기록되면            
상환을 강화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기프트카드가 특정 비즈니스 분야에서           
쓰이지 못할 경우 Jesse Corp. 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두 경우 모두 채무 유형을 관리하는 특정 UCAC로, 부채 집행 메커니즘이 내장돼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집행은 기업이나 기관이 선불 상품이나서비스를소유하고          
있을 때 특히 효과적이다. 부채 상환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및 사회적 메커니즘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신용 협상의 진정한 힘은 이중 위탁을 통해 부채를 신뢰도있게기록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들은 현재 당사자들이빚을갚을수있는의식이나관료제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블록체인에 부채를 기록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은행, 변호사 및 기타           
신탁 기관의 개입 없이 부채 거래를 위한 기존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다.  
 
이더리움의 수수께기 
CP에 기록된 각 부채 및 신용 거래는 여전히 이더리움 블록체인 데이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실행하려면 이더리움을 gas로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신용 프로토콜을          
통합하고자 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장애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블록메이슨은 이더리움 및 기타디지털통화가현금처럼일반적이라고믿는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자들은 해당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 응용 프로그램과 상호 작용할 수있다.            
또 오프라인 처리 및 기타 개선 사항을 추가해 거래 비용을 폭 절감시켰다. 비탈릭             
부테린과 조셉 푼이 최근발표한플라즈마(Plasma)는이더리움이곧다량의미세거래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한다. 또한 이더리움은통화로써의            
가치뿐 아니라 소비자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플랫폼으로써 이더리움에 전념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블록메이슨은 이미 가능한한 빨리 구현할 수 있는 자체 독점적            
오프체인 솔루션 연구에 나섰다. 다른 개발자들이 개발한 오프체인 프로세싱에         
적응하거나 CP의 유지보수 및 지원에 한 지속적인 헌신의 일환으로, 블록메이슨          
고유의 버전이 CP요구 사항에 더 잘 부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과의 상호 작용이 더 평범해짐에 따라 사용자는 자신이 한 달에 몇 달러를            
사용하는 지 인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블록메이슨은 이더리움 지갑을 응용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신규 사용자의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잠재적인 고객을 새로운          
고객 풀로 유도한다. 예를 들면 응용 프로그램은 새로운 사용자를 위해 이더리움지갑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한 회사는 사용자 획득 비용의            
일부로 사용자의 초기 거래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게 될 시 기술 장벽이 낮아져 블록체인 기술이 주류가 될 수 있다.  
 

1. http://blockmason.io/blog/2017/07/01/introducing_foundation/ 
2. http://github.com/raiden-network/raiden/wiki/FAQ 



3. http://www.plasma.io/ 
 

 
활용사례 권한 컨트랙트 
UCAC’s 는 Flux Capacitor 계약에 표기 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함수 호출을 갖고 있다.              
각각의 기능은 불리안 함수의 True 혹은 False 만 반환한다. Flux Capacitor계약은 거래            
내역이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Flux Capacitor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함수           
이름을 UCAC 상에서 호출한다. 
  
예를 들어, Flux Capacitor 함수인 newDebt는, 동일한 파라미터를 가진 UCAC의          
newDebt 함수를 호출한다. bytes32 myID, bytes 32 friendId, bytes 32 currencyCode, int            
amount, bytes32_desc, 그리고 UCAC는 그 요청이 유효한 거래내역인지 검증하기 위해          
true 혹은 false의 값을 도출한다. 그래서, UCAC이 미국 달러가 아니라 유로를 받고,            
유저가 Flux Capacitor 계약 상에서 미국 달러를 통용하기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false           
값을 도출할 것이다. False 값이 나오면 Flux Capicitator에서의 newDebt 호출이          
실패하게 된다. 
 
UCAC에서 true/false 결과를 도출하는 이유는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값을 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Flux Capacitator의함수들과같은함수이름과파라미터입력값을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같은 함수이름과 파라미터값을 갖지 않는다면, Flux          
Capacitor도 실패할 것이다. 
 
CP 활용 예제 
CP를 차용증서(IOU)로 상상해보면 이해가 수월하다. CP를 작성, 추적 및 정산을 위한           
매커니즘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IOU(차용 증서)는 기존의 통화와 다를 바          
없다. 가장 초기의 현금은 표준화된 IOU보다 큰 개념이었다.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이나            
저장 가능한 곡물과 같은 상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개별 사용자는 개별화된 IOU를           
만들고 조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화의 디지털 발급을 효과적으로 민주화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외에 IOU에 한 규모 활용 사례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판매업체와             
구매자간의 미수금, 소매 업체 및 소비자 형태로 기프트 카드 또는 마일 형태의 항공사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때때로 이러한 IOU는 정부 발행의 통화로 표시된다. IOU는           
발행사가 고안해낸 임의의 통화로만 존재한다. 발행된 통화는 모두 가치있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 간 합의된 통화는 어느 유형이라도 가치있다. CP는 사람들이 제품           
사용(product-use)토큰을 사용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도록하는, 즉 규모 활용 사례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 도구다. 따라서 블록메이슨은 CP 위에 구축될 방 한 응용           
프로그램을 기 한다. 아래에서는 CP에 한 몇 가지 활용 예제를 다뤄볼까 한다-           
현상금 프로그램의 첫 번째 목표이자 우리의 첫 번째 목표인 흥미로운 응용 프로그램:            
Friend in Debt 



 
우리는 CP에 관심있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Github 저장소에서 코드를 체크 아웃하도록          
초 한다. 
 
학교 급식 바우처 
학에서 자사 학생을 위해 플랜을 시행하려한다고 생각해보자. 첫 째, 학교는 시스템           

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랜잭션의 양을 충당하기 위해 적절한 토큰을 구입할           
것이다. 그 후 학교는 학생의 Foundation ID를 허용해 학생 이외의 사람이 UCAC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UCAC는 학교와 학생들 간의 거래만을 허용해           
학생들이 토큰 거래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급식 바우처 시스템은 학생들이          
CP네트워크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당된 무료 CP 전송            
시스템을 사용한다. 학생들이 식사비에 매달 300달러를 들인다고 치자. 학생들은         
현금이나 디지털 통화로 돈을 지불하고 학교는 학생에게 60개의 식사 토큰을 보낼           
것이다. 학생들이 카페테리아에 방문할 때 마다 그들은 음식을 사기 위해 한 끼의 식사             
토큰을 사용해 구매 기록 기계로 연락을 취할 것이다. 학교의 UCAC에서는 특정 캠퍼스            
내 음식 장소와 학생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유형의 거래만 처리 할 수 있다.  
 
마이크로 파이낸싱 
마이크로 출 시스템은 위 설명된 식사 바우처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다. 유스 케이스 어쏘리티 컨트랙트(Use Case Authority Contract)의 창시자는(이         
케이스에서는  출업자)는 차용자 당 개인 채무 금액을 제한하는 계약을 작성할 수 있다. 
한 출에 해 여려명의 차용자가 필요한데, 이는 차용자 집단에 공동 책임을 지면서            
내장된 이자 및 회수 계획을 포함한다. 이 유형의 마이크로 파이낸실은 전통적인 은행            
업무에 한 액세스 권한이 없는 커뮤니티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다. 형금융            
기관의 손이닿지않던세계각지에서사용할수없던부채및복잡한경제발전이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에는 중소기업 개발을 위한 출, 저금리 월급 관련             
출, 또는 사고 후 재건, 의료비 지불 등 커뮤니티 부채의 크라우드 소스 상환이 포함될              

수 있다  
 
기프트 카드 
CP의 또 다른 분명한 용도는 기프트 카드를 관리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상점의 신용 거래카드(credit)를 구입하고 해당 카드를 FoundationID에 전송해         
소매점과 카드수령자간의빚을지게된다. 수령인이카드를통해쿠폰을사용할시제품              
또는 서비스 관련 채무를 해결하게 된다. 사용자는 소매업체로부터 유스 케이스          
오더(Use Case Order)계약에 이미 기록된 자금에 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상환 가능           
코드를 구매할 수 있다. 소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부채와 신용 관련 디지털 생태계는            
비자 캐쉬 카드와 같이 특정 목적으로 예치될 수 있는 범용 크레딧을 허용한다.            
기프트카드 사용은 어느 공급 업체이던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단일 응용 프로그램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소비자 융자(Consumer Loan) 
소비자 출을 확보하는 데는 현재 관료주의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하지만CP는이러한           
출 확보 과정을 폭 단순화할 수 있다. 블록체인 원장은 공개적이고 안전하기때문에            

사용자는 Dapps를 활용해 부채를 정확히 추적하고 제3자를 통해부채상환을원활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불이 확실히 이뤄졌는지에  한 확인도 해볼 수 있다.  
 
빚과 관련된 시장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기문제를 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신용 평가 기관에 저장된 기존 부채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차용인의 신용 및 채무 상환              
내역을 평가할 수도 있다. UCAC는 정당성 판단을 위해 사용자의 Foundation ID와           
관련된 정보에  한 차용인의 주장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항공사 마일 / 공급 업체 충성도 /신용 카드 포인트 
항공사 마일 및 공급 업체 충성도 포인트는 항공사 또는 공급 업체와고객간에존재하는             
또 다른 형태의 부채다. 항공사가 자사 고객에게 보상의 의미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은 마치 통화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 후 사용자는 항공사 또는 공급 업체가              
설정한 포인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부채를 해결한다.          
이러한 공급 업체 충성도 시스템은 CP가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점을 강조한다. 부채를            
통화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임의의 값과            
통화를 수락하도록 UCAC을 작성할 수 있다. 
 
1. 그들은 상환 가치를 상환 방법과 연계시킨다.  
2. 고객 기반은 항공사 마일리지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와 같이 새로 생성된 통화를            
평가한다.  
 
Friend in Debt 
Friend in Debt는 사용자가 자신의 지역 사회에서 친구, 가족 사이에서 채무를 추적하고            
발급하는 사회적인 CP의 첫 번째 완전한 기능을 갖춘 기능이다. 잠재적인 응용           
프로그램과 활용 사례는 방 하고 강력하다. 관련 내용은 이 백서의 뒷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방침이다. 경제 혁명으로 곧바로 뛰어들면서 Friend in Debt를 탐구해도           
좋다. 
1. 참고 사항 :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일부 관할권에서 규제  상이 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규제받는 앱을 결정하고 법에 맞게 적절히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CP 보안이 필요한 이유 
 출은 블록 체인 생태계에서 피할 수 없는 발전이며 개인이 규모 인프라의 개발을            
위해 이더리움 및 기타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만 눈에 띄게 성장할 것이다.            



디지털 출금을 다루는 개별 솔루션에는 필연적인 불안정성이 있지만 CP는 모두          
전투적인 테스트를 통과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CP를 사용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은 사용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 이용되는, 이른바           
‘백 엔드’ 엔지니어의 필요성을 없앴다. 필요한 것은 채무, 신용 또는 자산의보안에 해             
걱정할 필요없이 Use Case Authority 계약과 프런트 엔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뿐이다. 필요한 것은 Use Case Authority 계약을 설계하는 것 뿐이다.  
 
용이성 
CP가 사용자 기반 시스템을 개발함에 따라 또 공동체가 공통적인문제에 한해결책과            
공통 프로젝트계획을개발함에따라계약생성용이성은더욱향상될것이다. 머지않아              
크고 작은 조직이 직면한 일상적인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템플릿 UCAC가 제공             
될 것이다. 실제로 웹 페이지 템플릿과 유사한 생태계를 상상할 수 있다. 해당 생태계는             
재 사용자가 수백만 가지의 다양한 옵션을 무료 또는 유료로 검색 할 수 있다. 
 
규모 
암호화 경제는 통화 이동을 넘어서 확장되지 않으면 그 잠재력이 제한적이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크레딧 시스템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경제적 생태계를 창안해냈다,          
경제 성장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중요한 요소는 부채와 신용이다. 거의 모든 규모           
프로젝트 및 인프라 (교량, 공장, 주택, 기술 혁신) 개발은 부채로인해이루어진다. 사실,             
세계 최 경제 국인 미국 연방 정부가 힘이 없다면 세계 경제는 밤새 무너질 것이다.              
출금을 발행 할 수 있는 능력은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성장에 필수적이다 

 
또한 부채의 한 ETH를 기록하는 데 ETH를 소유 할 필요가 없으므로 CP에 기록 된              
부채와 크레딧의 총액이 곧 모든 암호화폐의 총 시가 총액을 초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개발자에게개방함으로써, 자금생성을위한민주화된도구의개발, 보급및사용의             
속도를 극 화하고자한다. 
 
지원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작업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프트웨어         
지원은 투쟁의 시일과 즉각적인 해결책의 차이를 의미 할 수 있다. 실패한 벤처 기업과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간의 차이를 의미 할 수 있다. 
 
응용 프로그램은 CP 상단에 구축되었다. 블록메이슨은신용카드웹사이트를통해고객            
및 토큰 소유자를 위한 중요 리소스를 계속 추가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는 CP 사용시             
생산성을 극 화하는 방법, 다양한 활용 사례에 한 CP 적용 방법,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많은 예제와 템플릿 등을 설명하는 상세한 문서가 포함된다. 또한 UCAC와           
완벽하게 통합되는 API 문서, 모델 UCAC 및 포괄적 인 프런트 엔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즉, 블록메이슨은 초기 아이디어에서 CP 상단에 구축 된 완벽하게 구현 된            
프론트 엔드 인터페이스로 고객을 안내 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제공한다. 



 
다수의 사용자와 입찰 
다수의 사용자들은 같은 UCAC를 위해 가능하다면 CP 토큰들을 걸 수 있다. 만약 분산형             
앱(DApp)이 충분히 인기가 많다면, 수백 혹은 수 천명의 사용자들이 CP 토큰을 이러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걸 수 있다. 
 
UCAC는 또한 이 안에서 CP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이 거래를 발생하도록경쟁할수있게              
쓰여졌다. 예를 들어, 2명의 사용자가 같은 UCAC에 그들의 토큰을 걸면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UCAC을 걸수있다. 그러면 DApp은어떤입찰가가더낮은지확인한후에, 그경로로 CP 거래를                
송출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가격을 제시한다. 
  
스마트 컨트랙트 입찰 
입찰되는 계약은 사용자가 특정 UCAC에 얼마나 많은 양의 토큰을 입찰하여 UCAC에 힘을            
실어주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사용자가 UCAC를 사용하기 위해 함수 실행하는 것을            
시도한다면 Flux Capacitor은 사용자가 해당 UCAC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토큰을 입찰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계약 입찰은 사용자의 CP 토큰 변화량을 감시한다. 사용자가 무료로 거래를 취득하거나           
시스템을 조작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긴급(Urgency) 
블록체인에 대한 부채와 신용의 움직임은 생태계 성장에 필수적이다. 블록메이슨은 이에 관해           
작동하는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우리는 이미 CP 작업 버전을 배포했으며 모든 잠재 사용자가            
코드를 탐색해볼 수 있도록 초청한다.  
 
CP Technical 
기초기술(Foundation Technical) 
Foundation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Foundation Whitepaper 을 참조하시오. 
Foundation Protocol 에 관한 설명은 Foundation Technical Documentation 을 참조하시오. 
 
블록메이슨은 이전에 출시되지 않은 CP 버전을 실험해본 뒤 Foundation 을 만들었다.           
현재까지는 개발 프로세스 중 ID 및 지갑 통합과 관련된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서 해결할 수가 없었다. 이를 어떻게 진행할텐가? 
 
예를 들어 전화 대신 바탕 화면의 CP 백업 Dapp 에엑세스할경우, 비 리에개인이더리움키를                
전자메일로 보내야할까? 가져오기 위해 다른 지갑을 입력해야 할까?  
 
끊임없는 코딩을 비롯해 광범위한 시행 착오를 통해 블록메이슨은 휴대폰과 데스크탑에서          
이더리움 주소를 연결하는 통합 매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 Foundation 의           
인터페이스는 깨끗하고 쉬운 ID 생성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Foundation ID와 관련없는 이더리움 주소다. 사용자가 Foundation ID를 사용하면 Foundation          
스마트 계약을 통해 Foundation ID와 이미 연관된 주소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소를             



추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 통합된 Foundation ID는 CP를 사용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모든 장치 및 모든 Dapp 브라우저에서 예에 엑세스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의 ID를              
유지, 관리할 수 있다.  
 
CP 데이터 스마트 컨트랙트 
CP 데이터 스마트 컨트랙트는 모든관계에대한데이터를저장하는핵심계약이다. 두개의주요              
개체간에 부채 관계를 형성한다 쳤을 때 두 엔티티를 우리는 “연결됨”으로구분해야한다. 관계는            
사용자가 관계 요청을 확인해야하기때문에보류중인관계도추적한다. 부채는한사용자와다른            
사용자 간의부채를추적한다. 부채, 보류중인채무, 특정통화가부채로표시된기록등의작업을              
수행한다.  
 
CP 스마트 계약 
CP 스마트 계약은 CP 데이터 계약을 분석하고 조작한다. 이 계약 기능에는 사용자 채무 관리,              
채무 보류, 부채 탕감, 사용자 목록, 사용자 추가, 사용자 삭제 등이 포함된다. CP 스마트계약은               
CP 데이터 스마트에 저장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유일한 주소다. 사용자는 flux capacitor             
계약을 통해 CP 스마트 계약에만 접속할 수 있다.  
 
Flux Capacitor 스마트 계약 
Flux Capacitor 계약은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계약이다. 사용자는 실제 UCAC와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Flux Capacitor 기능에서는 각 기능이 UCAC 주소를 사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핵심 계약 기능을 모방한다. Flux Capacitor 기능은 사용자가 지정한 매개 변수 값이             
특정 UCAC에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주소와 사용자 간의 통화를 확인한다.  
 
Flux Capacitor 계약은 Staking 컨트랙트를 검사해 토큰 소유자가 걸고 있는 토큰 양과 계약된             
양을 기록한다. Flux Capacitor 컨트랙트는 해당 사용자의 Stake 토큰에 대해 주어진 기간 내             
허용된 트랜잭션의 총 잔여 용량을 기록한다. 그 뒤 계약서는 Token Staker 의 트랜잭션 용량을              
업데이트하고 데이터 스마트 계약에서 해당 기능을 호출한다. Flux Capaxitor 을 ‘집행자’의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쉽다. 이 매개 변수는 UCAC의 변수를 관리할 뿐 아니라 주어진 토큰에             
대해 사용자가 수행한 양에 따라 트랜잭션 용량을 제한한다.  
 
활용 케이스 권한 컨트랙트(Use Case Authority Contracts) 
UCAC에는 Flux Capacitor 컨트랙트에 나열된 함수 호출과 동일한 함수가 포함된다. 각 함수는            
참 또는 거짓의 불 방식(boolean)만을 반환한다. Flux Capacitor 계약은 Flux Capacitor 에표시된             
것과 같은 정확한 함수이름으로 UCAC를호출해트랜잭션이유효한지확인한다. 예를들어 Flux             
Capacity 함수인 newDebt는 동일한 매개 변수를 사용해 UCAC의 newDebt를 호출한다.          
Bytes32myld, bytes32friendld, bytes32currencyCode, int amount, bytes32_desc 및 UCAC는        
참과 거짓 결과를 반환해 유효한 트랜잭션을 송출해낸다. 예를 들어 UCAC에서 유로화만           
허용하고 USD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칠때, 사용자가 Flux Capacitor 컨트랙트를 통해 USD를           
전달하려 시도하면 결과값은 ‘거짓’이 나온다. 이 결과값은 Flux Capacitor 의 newDebt에 대한            
호출이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과 거짓이나올수있는이유는무한하다. 단지이들의유일한              
요건은 Flux Capacitor의 기능과 동일한 이름 및 매개 변수를 확실히 입력하면 된다는 것이다.             
함수값과 매개 변수가 동일하지 않을 시 Flux Capacitor을 이용한 함수 호출은 불가하다.  
 



멀티플 유저와 입찰 
허용된 경우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UCAC에 대해 CP 토큰을걸수있다. Dapp 이인기가있다는                
가정 아래 수백 또는 수천명의 사용자는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CP 토큰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CP 토큰 소유자가 해당 UCAC를 통한거래를위해경쟁할수있도록 UCAC를작성할수도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사용자가 동일한 UCAC에 대해 토큰을 걸어 서로 다른 가격의 사용자에게              
할당된 트랜잭션을 제공할 수 있다. 그후 Dapp은어떤입찰가가가장적합한가격을제공했는지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경로를 통해 CP 거래를 보내기 전 사용자에게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 체결 
Stake 컨트랙트는 사용자가 특정 UCAC에 걸리는 토큰 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UCAC에 대한             
트랜잭션을 강화하도록 한다. Flux Capacitor는 사용자가 UCAC에 대한 기능을 실행할때 해당           
UCAC의 트랜잭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내걸은 토큰 수에 대한 정보를 Staking 컨트랙트에            
쿼리(query-정보의 검색을 위해 설계된 전용 언어)한다. Staking 컨트랙트는 또한 사용자가 무료           
트랜잭션을 얻기 위해 시스템을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 CP토큰 변경 사항을            
감시한다.  
 

기술적인 고려사항들 (Tech Considerations) 
 
FoundationID를 위한 네임프랩 
CP에 통합되어 있는 FoundationID들은 소문자와 숫자들만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네임프랩         
기준을 따라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은 소문자 a-z 그리고 숫자 0-9 의외의             
기호들을 포함하는 FoundationID들은 CP 상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장 비용 
이더리움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 사용자들에게 CP를덜비싸게만들기            
위해서, 블록메이슨의 현재 진행중인유지와지원작업중에는업데이트기능과비용절감을위한            
우리 상품의 최적화 등이 있다. 비용 최소화는 IPFS같은 시스템이나 블록체인 바깥에 저장되는            
솔루션들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는 저장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타입들을 엄선하였으며 특정 데이터를 블록체인 상에서나 바깥에서 저장할 때의 이익에 대해           
면 하게 조사했다. 
 
확장성 
블록메이슨은 교정과 주기적인 버전 업그레이드에서 확장된 기능과 같은견고한시스템유지및            
지원 제공에 만전을 기했다. 이러한 유지와 지원을 염두에 두면서, 블록메이슨은 저장 변수들을            
실제 기능들과 분리하기 위해서 Foundation 의스마트컨트랙트를부분으로나눴다. 이것은모든            
저장소를 유지하면서도 프로토콜의 기능을업그레이드할수있도록했으며, 그저장된데이터를            
새로운 계약 상에 옮기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떄 한 가지 강력한 특징은 퍼블릭 원장            
저장성이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CP 스마트 컨트랙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개발자들은 현존하는 CP 인프라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은현존하는 CP 데이터와기능을사용하면서역동적이며새로운대출지불모델이            
가능하도록 한다. 예컨대 소액대출, Consumer loans, 그리고 B2B 신용대출 등이 그것이다.  
 
비용 & 경제성 
블록메이슨이 신용 프로토콜을 디자인했을 때, 우리는 사용자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전세계적으로 혁명적인 프로토콜을 예견했다. 그러나컴퓨팅, 데이터저장, 그리고거래실행등            
모두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비용은흔히 gas라고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CP 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래 비용을 발생시킨다. 나아가, 표준 웹 호스팅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과 비교하면, 저장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는 이더리움의 전세계적인         
지배력이 필연적이라고 믿는 한편으로,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이더리움과 그작동방식을반드시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공적이며 확장성 있는 분산형 어플리케이션(DApps)는           
사용자들에게 평범하고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일 것이며, 수많은 층들이 사용자와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이에 존재할 것이다.  
 
플라즈마와 블록체인 외부의 거래 
현재, 전체 블록체인 커뮤니티는 비용과 네트워크 속도, 그리고 보안과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 운이 좋게도, 많은 진전이 눈앞에 있다. 특히나, Plasma에             
대한 최근의 발표는 이더리움 재단이 네트워크 속도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경감시켜서 사용자           
위주의 분산형 어플리케이션을 채택하는길을닦는것에많은노력을할애하고있음을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Raiden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에서 제안된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유사한데, 거래          
비용을 7배 경감하고 1초 당 백만 건의 거래를 발생시킬것을약속했다. 이것은몇몇의거래들을              
블록체인으로부터 p2p 네트워크로 옮기면서 한편으로 보안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호환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런 Raiden네트워크같은 솔루션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적용되는 것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블록메이슨은 그 고유의 블록체인 밖의 결제관련           
특징들을 실행하고 모든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Off-chain솔루션을 채택하는 것은            
CP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서 더 적게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라서 관련된             
비용들을 경감시켜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CP가 사용자들을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믿는다는 점이다. 이 프로토콜의 강력한 힘과 낮은 진입 장벽은, 암호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사용자들에서도 새로운 고객을 끌어올 것이다. 우리는 또한 새로 가입한            
사용자의 거래 수수료를 포함하고, 심지어는 이더나 gas의 컨셉도 알 필요 없게끔 하는 CP의             
앞으로의 버전을 구상하려고 한다. 
 
UCACs, 거래 비용, 그리고 독재 
CP 토큰 보유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토큰 개수에 따라서 하루에 정해져있는 수만큼의 거래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토큰 보유자들이 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토큰들을 CP DApp 에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한편, 그들은 또한 다양한 개발 경로들도 따를 수 있다. 예커대              
보유자들은 그들이 관리하는 DApp에 입찰하여, 그들의 사용자들이 토큰 보유자들이 세운          
수수료에 기반하거나 혹은 무료로 정해진 수만큼의 거래를 발생시키는 경로들을 갖도록          
보장한다. 
  



토큰 보유자들은 또한 더 많은 거래 용량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 혹은 보상을댓가로 CP DApp에               
있는 자금을 입찰한다. 예를 들어서, 한 UCAC는 CP 토큰보유자들로하여금그들의사용자들을             
위해 경로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입찰 시스템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입찰            
시스템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UCAC를 만드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예컨대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경로가 “우승”하고 DApp 유저에게 “팔리는” 이더리움            
시장과 같은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시장은 반드시 관련 수수료에 기반해서 경로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 대신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들의 평판같이, 신용 프로토콜과 완전히 관련이 없는 기관들에서정해지는다른요인들에           
기반해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환경 에이전시는 CP 토큰 주주가 환경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준 행동들을 블록체인상에서 검증할 수 있다. 해당 DApp은 이러한 평판에            
기반해서 사용자의 경로들을 통해 거래를 진행할 지 말지를 정할 수 있다. 한번 신원 특성이              
블록체인 상에서 평가되면 계약들이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계약들은          
거의 무한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UCAC가 어떤 사용자들이 그들의 CP 토큰들을 특정 계약상에 거는 것으로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CP 토큰 보유자들이 그 계약 상에서 가상의 독점을 할 수가 있다. 즉, 회사가                
신용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DApp을 만들어, 오직 그들의 기관에만 CP토큰을그 DApp에입찰할             
수 있게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회사는 다른 CP 주주들 사이에서 경쟁을 걱정할 필요 없이                
DApp상에서 그들이 원하는 거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CP 주주들이 토큰을 사용할 때 지향할 수 있는 가능한 범주의 행위와 전략들이다.  
 
거래 용량 세팅 
각각의 CP 토큰은그소유자들에게하루에특정량의거래량만집행하도록허용한다. 이렇게 CP             
토큰마다 허용된 거래량은 그리하여 전체 네트워크 상의 거래가 네트워크의 거래량의 85%를           
차지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런 알고리즘 모니터링과 거래 용량 조정은 CP 토큰 당 허용된 총 거래량을 증가할 수 있을               
것잊, 그 수를 경감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가능한 거래용량은 네트워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커질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 사용자들로 하여금 처음 토큰 구매에서 할당된             
거래량을 잃지 않도록 해준다. 이것은 네트워크 사용이 온라인 디지털 비디오와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브로드밴드 용량도 커진 것과 비슷하다.  
 
Friend In Debt - 첫번째 신용 프로토콜 
점차 성장하고있는 이더리움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블록메이슨은 블록체인 상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결제하는 플랫폼, 즉 법적으로도 중립적인 사회적 플랫폼을 소개하려 한다. : Friend in             
Debt(FiD), 혹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려 한다:  
“블록체인의 Venmo(벤모, 미국의 핀테크 기업), 혹은 그보다 나은 것” 
 
FiD는 친구들 사이에서의 결제를 단순화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블록메이슨은 FiD의 힘이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바로 상호 신뢰를 가지는, 또 유동적인 부채와 가상화폐에 기반한 새로운            
타입의 지역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점이라고 믿는다. FiD는 특히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커뮤니티를 위해 개인들에게 유연한 툴을 제공한다. 특히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세계적인 이더리움 생태계를 장려하면서 그들의 커뮤니티들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고 또한 정치-지리적인 국경을 초월하는 금융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이다.  
 
블록메이슨은 단지 약속 이상을 믿는다. 이가 바로 여러분을 현재 FiD의 현재 버전 테스트에             
초대하는 이유다. 이러한 stripped-down, 즉 FiD의 베타 버전에서도 블록메이슨은 여러분들이          
부채-트랙킹, 대출, 그리고 크고 작은 커뮤니티들을 위한 신용 연장 등의 분산형 사회적            
네트워크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FiD는 새롭고 강력한 사회적 대출 그리고 소액대출             
시스템을 가능하도록 하며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이 바로 오늘부터 실험할 수 있다.            
블록메이슨은 야심찬 비전과 능숙함를 보여주는 작업물을 제공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필수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이것은 개인들에게 복잡한 대출 그물망과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결제를 통해서          
분산형 금융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참여하라. 
 
FiD의 현재 버전. 코멘트와 질문들 혹은 염려되는 부분은 하기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갑 그 이상: 사회적 부채를 만들고 결제하기 
우리는 모두 여기까지 와 있었다: 끊임없이 세탁비를 낼 잔돈을 ‘빌리는’ 이웃과 마주치기;            
람보르기니를 산 친구의 할부 갚는 것을 도와주기; 계산서를 서로 나누려다가 복잡해서 싸우게            
되는 상황. FiD는 핵심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정을 지켜주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이제는 절대 동료들 사이에서 누가 언제 계산했고, 얼마나 계산했는지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어진다. 저녁 계산서들을 정산하건, 카보(Cabo)로 가는 비행기 티켓비용을 다시 회수하건,          
혹은 어떤 비즈니스 계약들의 청구서를 기록하건, FiD는 당신의 방법대로 맞춰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친구 리스트와 항목별 메커니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FiD는 사회적네트워킹을경제적유연성, 사용자의참여를보장하는파트너십, 확장성, 그리고더            
효율적인 모든 사이즈의 비즈니스 계약 형태와 결합시킨다. Venmo나 WeCHat Pay, Alipay와           
같은 어플리케이션들과 달리, FiD는 단순히 단타성 결제나 즉시 상환되는 계약망 보다는 훨신            
복잡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블록메이슨의 유연성과 친구 기반의 부채 트랙킹은 어떠한 사이즈의 금융 계약의 완성에           
있어서도 혁명적인 발전을 가져온다. 은행에서 대출받아본 사람은 끝없는 양식작성, 거의          
심문같은 일대일 대면 질문, 그리고 영원히 못 받을 지도 모른 신용기관의 답변을 기다리는             
경험덕에 손에 쥐가 나거나 손목터널증후군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받기 쉬운            
소액대출이나 단기소액대출은 대부분 높은 이자와 부채를 악화시키는 스케줄로 사용자를         
착취한다. 신용카드 어플리케이션은 그 시작이 덜 짜증나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며 아무도 그 옵션이 성공했을 때 신용 한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한편으로, 개인 간에는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혹은 대부업자들보다 훨씬 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이 매일같이 일어난다. FiD는 일상생활에서점점커지는작은빚을추적하거나혹은             
서로 아는 당사자끼리 협상도니 더 큰 대출을 관리하는 식으로든 친구와 동료들과 재정적으로            
서로 쉽게 연계되도록 해준다. FiD 이전에는, 이러한 사회적 부채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그러한            
노력이 부질없게 되거나 친구들 사이의 결제 히스토리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게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만 했다.  
 
지금 있는 앱들은 Venmo, Wechat/Alipay, 그리고다양한가상화폐지갑과같이이런문제점들을            
경감시킨다고 주장하지만, 단발성의 결제에만 적용된다. -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부채와 결제들에 대해 문맥화시켰을 때는놀랍게도제한적인기능을갖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나중에 빚을 정산하거나, 점점 더 많이 빚을 청산하거나, 혹은            
자동적으로 이자를 계산하거나 늘리는 기능이 없으며, 장기간 빚을 트랙킹하고 정산하는 기능           
또한 없다.  
 
FiD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표준 이더리움 지갑상에서 모든 주요 통화들의 부채를 만들고,           
추적하고, 청산할 수 있도록 하여서 드라마틱하게 잠재적 사용자 풀과 사용 예를확장할것이다.             
그러면서, FiD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작동되고,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지갑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서 블록체인 상에서 분산형 화폐 발행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창출한다. 
 
블록메이슨은 기능을 제시하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도 살피면서 FiD를 런칭했다. 새로운            
사용자들이 이동하고 문제 없이지지해줄수있도록 FiD 어플리케이션은데스크탑과모바일에서           
둘 다작동할것이며, Status와 Metamask같은유명한앱브라우저들에서사용자들을끌어들일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FiD는 모든 개발자가 각자의 프론트와플랫폼을만들고 FiD에통합될수              
있도록, 오픈된 개발자 친화적인 백엔드 API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설정은          
다양한개발자들로부터의 다양한 프론트와 인터페이스가 나오도록 할 것이며, 모두가 같은         
백엔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API는 새로운 기능들이 FiD상에서 자연스럽게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만약 어떤 개발자들이 우리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념화한다면, - 예를 들어 신용 트랙킹 혹은 비즈니스 리뷰와 같은 - 그들은 FiD 계약을               
기반으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서 그들의 고유의 비전을 실행시킬 수 있다.  
 
기기들 간의 통합된 로그인  
FiD이 사용자들에게 단기적으로 혹은 이더를 통한 주문형 대차대조표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서           
부채를 지고 정산하도록 하기 떄문에, 사용자들이 가능하면 가장 유연하게 어떻게 결제를 주고            
받을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인 이더리움 DApps과달리, FiD는다양한기기들과플랫폼(iOS, 안드로이드, 웹)을아울러           
로그인과 인증 증명을 통합하는 Foundation의 프로토콜을 차용한다. (Foundation 기술백서         
참조). 우리 Foundation 의 프로토콜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기기와 플랫폼 사이에서 기기 변경            
해야하는 불편함을 없애주며, 이것은 우리의 플랜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하고 더 넓은           
사용자층을 넓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신규 사용자의 기술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우리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FiD           
앱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Foundation 프로토콜을 차용하는 것은 FiD로            



하여금 현재이더주소를갖고있는사람들중에서새로운잠재적인사용자를쉽게늘릴 수있다.               
- 이러한 사용자들은 나중에 FiD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지갑으로 이동해갈 수 있다.  
 
기술 장벽 낮추기  
Credit 프로토콜을 통해 블록메이슨 Foundation 의 프로토콜을 활용함으로써 FiD주소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지갑 주소를 하나의 ID로통합함으로써 FiD 앱을사용할때가장중요한기술              
장벽을 낮춘다. Foundation 과의 통합은 사용자들이 불편하고 위험한 프라이빗 키 없이도 쉽게            
열개의 계좌, 지갑, 그리고 플랫폼에 로그인 할 수 있게 해준다. Foundation 은 또한 사용자들이              
이더리움 결제를 통해 부채를 청산하기를 원할 때마다 여러개의지갑사이에서간단하게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더 나은 보안성  
FiD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능뿐 아니라 더 개선된 보안성으로 현재의 결제 어플리케이션에           
개선을 가져온다. Venmo는 특히 스캠 사기와 사용자 계정 문제 대상이 되어 왔다.  
 
2017년 7월 19일에, Verge는 로스 앤젤레스에서 비싼 카메라 기어로 25,000 달러를 훔친            
사기범에 대한 소식을 출판했다.  
Verge: Venmo 스캠사기 - 가짜 판매 조항 사기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달리, Venmo의 거래는 즉각적이지 않으며 결제는 Venmo 사용자의            
계좌에서 다른 사용자의 계좌로 송금되었을때조차 결제가취소되거나폐지될수있다. Venmo가           
송금을 보내는 사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보호 조치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위의            
기사에서처럼 훔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결제를 받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송금을 받는          
사용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계좌에 따르면 Venmo는 처음에피해자의            
계좌를 휴면시키고, 현재 잔고에 접속하는 것을 거절한다. 그리고 나서, Venmo는 피해자에게           
그들이 Venmo 교환 및 결제에 관한 사용자 정책을 어겼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 책임도 없다고              
공지한다.  
 
Venmo를 소유하고 있는 Paypal은, 사용자의 자금을 그들의 계좌 안에 블럭하고 임의로           
사용자들을 플랫폼에서 퇴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Venmo는 그들 결제 에 대한 농담조의            
설명으로 사용자의 계좌를 휴면해버려서 더 많은 헤드라인에 올랐다. 안젤리나가 여행을 한다:           
Venmo 계좌가 휴면되었습니다. 
 
FiD를 통하면, 어떠한 사용자도 그들의 계좌가 유머나 다른 것들로 인해 막힐 염려를 안해도             
된다. FiD가 결제 시 이더리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결제는 블록체인의 안전성으로 보호를            
받으며, 거대 기관들의 무심한 관료제의 혼잡함때문에 사용자가 위협을 받지도 않는다. - 그            
사용자가 얼마나 재밌는지에 상관없이 말이다. FiD 고객들은 언제나 그들의 자산에 접근이           
가능할 것이며, 그들이 소유한 이더리움으로 부채를 청산할 수 있고, 비-현금 계약에서 오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면서 신용 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Friend in Debt 베타 버전 
 



FiD의 현재 버전은 기능이 풍부하다. 해당 버전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 소위 말해 어플리케이션             
기능들의 데모 버전을 제공한다. FiD 베타는 블록메이슨이 효율적으로 DApp 개발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다. 블록메이슨은 맹목적으로 토큰 세일을 발행하고, 기술백서에 기대          
약속만하고 이더를 요구하는 것을 지양한다. 블록메이슨은 스스로 믿고 있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토큰 세일 동안에 계속적으로 FiD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중요한 업데이트를 개시할            
것이다.  
 
현재, FiD는 사용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대출 추가/확인/청산이 가능하다. 모든 계약들은           
Ropsten 테스트넷에서 진행되며, 이더리움 테스트넷에 접근권한을 가진 사용자들에게 완전히         
무료로 앱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베타 버전은 크롬(Chrome)에서 가동되며,           
Metamask를 필요로 한다.  
 
앞으로의 버전 
블록메이슨은 FiD를 개선하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다. 내년에몇가지새로운버전들을출시하고            
기존의 기능들을 확장하려는 계획 아래에 있다. 아래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추가하기 원하는            
기능들을 제안해 놓은 것이다.  
 

- 지갑들 간의 이더로의 부채 청산; 부채의 원래 통화와 이더의 자동교환 제공 
- 집단 결제 기능: 친구들이 그룹에 가입하고, 공동의 부채를 추가하고, 그룹 멤버들           

사이에서 나눌 수 있음 
- 상환일 설정: 사용자들에게 쉽고 안전하게 대출 상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부채: 예를들면주마다하는정원일, 아이들의용돈, 혹은이혼수당             

등 
- 네트워크 속도를 증가시키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Offchain 부채 청산 

 
Friend in Debt: 시장성 
대출자의 역할을 민주화하다.  
FiD는 개인적인 차용자에게 뿐 아니라, 대출자(임차인)에게도 아주 강력한 툴이다. 이전에 이미           
논의되었 듯이, FiD는각사용자에게, 법적으로중립적인포맷위에서친구들에게돈을빌려줄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로써은행에가입되어있지않은사람들에게신용한도를세울뿐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들의 동료들에게 신용을 발행할 수 있게 해준다 - 효율적으로 자가 운영하는            
은행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FiD가 고액의 수수료와 전통적인 은행과 연계되는           
간접비용을 제거하기 때문에, 차용자들과 임차인들은 제한된 가격이나 항시 변하는 규제들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자유로운 거래 흐름을 금지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은행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은행화 하다. 
부유한 경제 아래서는 은행이 아주 견고한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극히 제한되거나 은행 혹은 신용에 대한 접근 없이 광범위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동남아시아, 중동,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경제적 약점이           
지역경제에 부담을 지우고, 재정적 성장을 막으며, 개개인의 행위자들을 금융 거래에서 권한을           
없게 만든다.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적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데이터와 와이파이로 어플리케이션을 깔 수 있는 모바일폰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폰에서 안전하고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금융을 관리하는 데에 명확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FiD의 잠재적 고객층으로 사려된다- 동아프리카에서 ‘모바일폰 분단위 통화’의 등장으로         
설명되는 시스템은 FiD의 시스템보다 스케일과 효율성에 있어서 뒤쳐진다.  
 
은행에 대한 접근성이 큰 나라에서도 역시나 미국에서만큼 똑같이 쉽게 ACH 전송되지 않는다.            
은행 계좌에 접근해야 하는 Venmo는, 미국의 일부에서 인기를 얻었지만, 미국 바깥에서는           
어디서도 쓰일 수 없다. 이와 같이, Wechat Pay와 Alipay가 중국에서 거의 어디서든 쓸 수 있게               
되었지만, 비-중화권에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전세계의 금융 거래 시스템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에게 거래 수수료를 요구한다.          
금융 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몇 개의 모바일 앱들은 은행계좌를 요구하고 제한된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FiD 같은 암호화폐 기반의 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큰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FiD가 암호화폐 지갑 그 이상이지만, 인기 많은 가상화폐 지갑들             
조차도 어떤 때는 기술을 모르는 사용자가 쓰기에 너무 복잡하다. FiD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단한 계좌            
생성을 자랑한다.  
 
Friend in Debt 기술 관련:  
신용 프로토콜 스마트 컨트랙트 : 
신용 프로토콜 스마트 컨트랙트는 FiD가 작동하는 기본 계약들을 구성한다. FiD는 CP 상에서            
작동하는 제한되지 않는 UCAC의 일종이다. Ergo는 CP 뒷 단에서 돌아가는 모든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FiD에도 적용된다.  
 
Foundation의 형식들은 FiD와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위한 핵심이다. 즉 FiD를 쓰기 위해서는           
FoundationID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로서는 무료인 Foundation Manager UI를           
통해 쉽게 생성할 수 있다.  
 
Friend in Debt 활용 예 권한 계약  
FiD UCAC는 어떠한 규칙도 없는 UCAC이다. 즉 이것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부채에 어떤 한도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FiD UCAC는 어떠한 CP 토큰 보유자들에게도 그들의 토큰을 걸어서 사용자 거래를호스팅하고            
이더를 받을 수 있도록 입찰할 수 있게 해준다. FiD UCAC는 자동적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낮은              
비용의 거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비용 또한 가장 낮게 보장해준다. 그래서, FiD의              
사용자는 무료 거래가 가능하지만 않다면 거래가격을이더로지불해야한다. 현재 FiD 버전에서             
이더를 가지고 있는게 필수지만, 앞으로 발표될 블록메이슨의 계획에서는, 잠재적으로성장하고          
있는 고객층인 이더 지갑을 갖고 있지 않은 사용자들을 위한 방법을 개발할 것이다.  
 
시장 Handler 
FiD UCAC는스마트입찰시스템을실행하며, CP 토큰입찰자에게 FiD 사용자거래에입찰할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CP 토큰 입찰자들은 그들이 거래에 부과하고 싶은 특정 가격의 이더를             



입찰할 것이다. 만약 그 입찰이 거래 용량이 남아있다고 가정했을때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FiD 사용자들에게는 가장 싼 가격)이 이길 것이다. 
 
처음에 블록메이슨 은 FiD 거래를 위한 토큰의 일부를 따로 입찰할 것이다. 앞으로는            
블록메이슨이 이런 관행을 계속 할 것인지 평가할 것이고, CPT 토큰을 더 적게 사용하거나             
이러한 거래의 가격을 올릴 것이다.  
 
프론트엔드 
FiD의 프론트 엔드는 Purescript를 사용하여 쓰여져 있다. Purescript는 아주 강력하게, 또           
고정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정형화된 언어다. Purescript는 javascript로 컴파일이 가능하다.         
Purescript는 또한 Haskell과 아주 유사하다. 우리는 Purescript의 발전한 유형별 시스템이          
정형화하고 반복을 훨씬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들은 Purescript에서            
코드를 쓸 때 궁극적으로 더 쉽고 재밌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버그에 잘 걸리지 않도록 돕는다.  
 
프론트엔드는 사용자들이 있는 그대로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들을 사용할 줄 아는 기술적인           
전문성이 없어도 쉽게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해준다.  
 
[그림] 
 
프론트엔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한번 사용해보지 않겠는가? FiD 베타버전이 테스트          
드라이브에 이미 등재되어 있다.  
 
토큰 세일  
신용 프로토콜의 공개 토큰 세일은 27,000 이더만큼의 토큰 판매를 목표로 30일간 진행된다.            
전체 신용 프로토콜 토큰 (Credit Protocol Token, CPT) 공급량은 116,158,667 CPT로 고정될            
것이며, 그 뒤로 더이상 토큰 발행은 없을 것이다. 공개 판매기간 동안 블록메이슨에서는            
33,695,200 CPT를 판매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1 이더는 1000 CPT로 교환되고, 구매 기간에             
따라서 추가적인 50%의 토큰 보너스를 얻을 수 있다. 보상으로 지급된 보너스 토큰은 하드캡             
안으로 계산될 것이다. 판매되지 않은 토큰들은 앞으로의 공개를 위해서 보관될 것이다.  
 
화이트리스트 기간 
블록메이슨은 많은 토큰 세일과 관련된 이슈들, 특히 소액 구매자들이 토큰 세일 동안 토큰 살              
기회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때문에 블록메이슨은 CP 의 얼리 어답터들에게 어떤             
사이즈이던, Whitelist 기간 동안 토큰을 구매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당하는 것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것은 “고래”들과 스캘퍼들이 블록 할당량을 대량으로 독점해버리고, 소액 구매를          
쥐어짜내며, 토큰 세일 뒤에 이득을 취하는 다른 토큰 세일들에 비해 모든잠재적고객들이토큰              
구매할 틈을 확보하는창구가될것이다. Whitelist를통해, 블록메이슨은확보량을요청하는모든            
사용자들의 이더리움 주소를 기록할 것이다. 토큰 세일을 운영하는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서,          
초기 5일 기간 동안에, 할당을 요청한 각각의 주소는 CPT를 살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판매 보너스 자격 & 보상 메커니즘 



Whitelist 기간과 토큰 세일 기간 동안의 모든 구매들은 즉시 토큰 세일 보너스 풀 카운트(아래              
차트)에 계산되며, 수령되었을 때 시간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된다. 토큰 세일기간의구매자들은            
그들이 구매를 진행한 순서에 따라서 보너스를 받을 것이고 순차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예를            
들어, 12,000 이더 만큼의 토큰을 샀으면, 다음 구매자는 25%의 구매 보너스를 받게 된다.  
 
개발자들의 토큰 풀 
전체 토큰 공급량의 20%에 해당하는 개발자를 위한 토큰 풀은 블록메이슨 팀을 위해 별도로             
남겨질것이다. 이 CPT들은, Friend in Debt를포함한 UCAC들을최소 12개월동안신용프로토콜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밑거름을 형성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자문단과 전략적 파트너사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 혹은 마케팅 제안과 서비스들, 혹은 블록메이슨의 발전을 위한            
유용한 서비스, CP와 FiD DApp들을 실험하고 친숙하게 만들기위한마케팅과프로모션제안들,            
그리하여 CP와이더리움네트워크상에서거래능력을활용하는것에대해서 5%의 CP 토큰들은             
자문단과 전략적 파트너사에게 지급될 것이다.  
 
에어드롭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UCAC 활용과 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5%의 CPT는 메인넷 상의            
FoundationID에게 사용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에어드롭은 Foundation이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활성화된 지 약 2달 째에 접어들었을 때 진행할 것이다.  
 
자금 활용과 로드맵 
블록메이슨은 토큰 세일에 있어서 수익 활용과 분배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세웠다.            
총 구매한 CPT에 따라서, 우리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서 개발 계획을 실행시킬             
것이다. 우리의유지및지원플랜은주요문서와고객지원뿐아니라 FiD를다른 OS에포팅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CP 실행에 있어서고객이용을위한 UCAC 개발등도포함한다. 우리는 FiD를               
CP를 어떻게 실행하는 지에 대한 오픈 소스의 한 예로 계속 업데이트하고 개선시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블록메이슨이 이미 CP & FiD의 베타 버전을 배포했고, 이것은 토큰 세일에 참여할              
것을 고려하여 모두를 시험에 초대할 것이다. 
 

● 판매된 CPT 중 5,000 ETH - Chrome Metamask FiD 앱과 모바일 웹 앱 정식 버전 작업                
작업. 1건의 UCAC 스마트컨트랙트를자체적으로개발하고 CPT 고객에게무료로배포될          
것이다. CP 지원 문서, 배포 가이드, 구축 예제 및 배포 지침은 판매된 CPT의 수에              
비례하여 제공된다. 

● 판매된 CPT 중 10,000 ETH - Chrome Metamask FiD 앱과 모바일웹앱정식버전작업.                
신용 계획서에 기재된 채무의 범용 정산. FiD에 대한 모든 주요 가상화폐의 채무 결제.             
3건의 UCAC 스마트컨트랙트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CPT 고객에게 무료로 배포될         
것이다. CP 지원 문서, 배포 가이드, UCAC 구축예제및배포지침은판매된 CPT의수에               
비례하여 제공된다. 

● 판매된 CPT 중 20,000 ETH - Chrome, 모바일 웹, Android 및 IOS FiD 앱 작업. 신용                
계획서에 기재된 채무의 범용 정산. FiD에 대한 모든 주요 가상화폐의 채무 결제. 5 건의              
UCAC 스마트컨트랙트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CPT 고객에게무료로배포될것이다. CP          



지원 문서, 배포 가이드, UCAC 구축 예제 및 배포 지침은 판매된 CPT의 수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 판매된 CPT 중 30,000 ETH - 일반 이더리움 지갑 기능을 완전히 갖춘 Chrome, 모바일              
웹, Android, IOS, OSX, Windows, Linux FiD 앱 작업. 신용 계획서에기재된채무의범용              
정산. FiD에 대한 모든 주요 가상화폐의 채무 결제. 7 건의 UCAC 스마트컨트랙트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CPT 고객에게 무료로 배포될 것이다. CP 지원 문서, 배포 가이드,            
UCAC 구축 예제 및 배포 지침은 판매된 CPT의 수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 판매된 CPT 중 40,000 ETH - 일반 이더리움 지갑 기능을 완전히 갖춘 Chrome, 모바일              
웹, Android, IOS, OSX, Windows, Linux FiD 앱 작업. 신용 계획서에기재된채무의범용              
정산. FiD에 대한 모든 주요 가상화폐의 채무 결제. 이자 지급 대출 기능 포함. 10 건의               
UCAC 스마트컨트랙트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CPT 고객에게무료로배포될것이다. CP          
지원 문서, 배포 가이드, UCAC 구축 예제 및 배포 지침은 판매된 CPT의 수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 판매된 CPT 중 45,000 ETH - 일반 이더리움 지갑 기능을 완전히 갖춘 Chrome, 모바일              
웹, Android, IOS, OSX, Windows, Linux FiD 앱 작업. 신용 계획서에기재된채무의범용              
정산. FiD에 대한 모든 주요 가상화폐의 채무결제. 이자지급대출기능 포함. Off-chain /               
Plasma 구현으로 CP의 사용 비용을 대폭 절감. 15 건의 UCAC 스마트컨트랙트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CPT 고객에게 무료로 배포될 것이다. CP 지원 문서, 배포 가이드,            
UCAC 구축 예제 및 배포 지침은 판매된 CPT의 수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다음 목록은 특정 용도에 수익이 할당되는 방식이다. 수익 배분 비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판매된 토큰이 많을수록 마케팅 및 고객 지원에 더 많은 수익을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블록메이슨이 지원해야 할 고객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 플랫폼 & 어플리케이션 개발 (35-50%): 토큰 세일 마감 6개월 이내에 Friend In Debt를             
여러 플랫폼에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개발팀 급여 포함  

● 행정, 법률 및 운영 비용 (5-30%): 급여, 사무공간, 문구, 가구, 하드웨어 및 법률, 재무와              
관련 전문비용 포함 

● 마케팅과 고객유치 (5-20%): PPC, 디스플레이 광고, organic SEO, 컨텐츠 마케팅 포함 
● 고객지원 (10-20%): 설명서, 스마트컨트랙트 유지보수, 예제, 데모 앱, 프론트 사용 지침,           

이메일 및 채팅 지원; 그리고 
● Bounty Pool (5%): 선도적인 기술회사들이 운영하는 보안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과 유사.           

고객 기반에악영향을미치기전에치명적인보안버그를발견해내기위함. UCAC 개발자            
바운티를 위한 자금 포함. 

 
 
마케팅 계획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가장 강력하고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 성공하는 공평한 실력주의         
커뮤니티라고 믿고 싶지만 블록메이슨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성공적인 제품을만드는데있어한            
측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마케팅은 제품 자체보다 더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공동창업자 Timothy Galebach와 Jared Bowie는 수년간 업계에서 근무하여 기술          
마케팅 및 커뮤니티 참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다. 수백만 달러의 클릭당 지불 앱             
설치 캠페인을 운영하며 얻은 심층 지식은 Friend in Debt를 그저 또 하나의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앱 스토어 인기 목록 상위에 오르는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계획에 영향을 주었다. 
 
Tim과 Jared는 광고 추적 및 최적화를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더 중요한 것은,            
온라인 광고 업계에서 일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도입하기             
위해 광범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대규모 광고 구매,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장하는 제휴사 또는 배너 및 방문 페이지 디자인 계약 프리랜서 등이             
포함된다. 
 
 
CP와 FiD 로드맵 
 

Date Feature Description 

2017년 
2분기 

내부 알파 버전 
메인넷 배포 

Metatmask 지원으로 내부적 개념증명(PoC) 
베타버전 Ropsten과 메인넷에 배포 

2017년 
3분기 

V1.0.0 다시 쓰기 비공개 테스팅 위해 Ropsten에 크롬 Metamask FiD 
알파버전 1.0 릴리즈 

2017년 
3분기 

공개 후보 공개 테스팅 위해 Ropsten에 크롬 Metamask FiD 
후보버전 1.0 릴리즈 

2017년 
3분기 

토큰세일 공지 FiD 연료가 되는 CPT 판매 

2017년 
4분기 

메인넷 배포, 버전2 
테스트 

메인넷에 컨트랙트 배포. 테스트넷에 결제 지원하는 
다음 세대 컨트랙트 배포 

2017년 
4분기 

모바일 앱 
브라우저에 FiD 배포 

최소 한가지 모바일 앱 브라우저에 FiD 테스트 완성 
및 운영 가능 

2017년 
4분기 

기본 개발자 문서와 
UCAC 공개 

CP 사용법에 대한 기본 설명서. CP의 다른 
사용사례를 제공하는 완벽히 기능하는 UCAC 추가 

2018년 
1분기 

범용 정산 런칭 범용 정상 메인넷에 배포 

2018년 
1분기 

데스크톱 앱 베타 
버전 개발 시작, 
모바일 앱 릴리즈 

데스크톱 앱 베타 버전 공개 테스트용으로 배포. 
안드로이드와 iOS 앱도 각 스토어에 배포 

2018년 
1분기 

개발자 문서 개선과 
추가 UCAC 공개 

UCAC 예시, 배포 가이드와 기본 견고성 가이드 
포함 CP 상세 사용법 설명서. 완벽히 작동하는 
UCAC 5개로 추가 

2018년 버전3 알파 버전 데스크톱 앱 릴리즈. 버전3 알파 버전 개발 시작. 



2분기 개발 시작, 데스크톱 
앱 릴리즈 

이자부 대출 컨트랙트 메인넷에 배포 

2018년 
2분기 

버전3 베타 버전 
개발 시작, 대출 계약 
메인넷 배포 

버전3 베타 테스트 위해 공개. 이자부 대출 컨트랙트 
메인넷에 배포 

2018년 
2분기 

개발자 문서 개선과 
추가 UCAC 공개 

UCAC 예시, 배포 가이드와 기본 견고성 가이드 
포함 CP 상세 사용법 설명서. 완벽히 작동하는 
UCAC 7개로 추가 

2018년 
3분기 

이자부 대출 FiD에 
입력 

이자부 대출기능  FiD에 추가 

2018년 
3분기 

OFF-CHAIN STATE 
CHANNEL 알파 
버전 개발 시작 

내부적 트랜잭션 통합과 캐쉬 레이어 알파 테스트 
시작 

2018년 
3분기 

개발자 문서 개선과 
추가 UCAC 공개 

UCAC 예시, 배포 가이드와 기본 견고성 가이드 
포함 CP 상세 사용법 설명서. 완벽히 작동하는 
UCAC 10개로 추가 

2018년 
4분기 

버전3 릴리즈 버전3 공개. Off-chain state channel을 통해 이자부 
대출과 트랜잭션 비용 대거 감소 

2018년 
4분기 

개발자 문서 개선과 
추가 UCAC 공개 

UCAC 예시, 배포 가이드와 기본 견고성 가이드 
포함 CP 상세 사용법 설명서. 완벽히 작동하는 
UCAC 15개로 추가 

 
 
보안(일반) 
이더리움 위에서 코드를 쓰는 것은 새롭고 복잡한 과정이다. 바로 이 새로움과 테스트를거치지             
않은 코드를 100% 안전하게 만드는 과정의 일반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최근            
여러 차례의 대규모 해킹을목격해야만했다. 블록메이슨은이러한시도를차단하기위해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우리의 어플리케이션과 토큰 세일의 보안을 지키고자            
한다: 
 

- 모범 사례를 따라 안전한 코드를 쓴다 
- 새로운기능과개선은차차공개한다. 처음에는지역(로컬) 환경에서, 그다음은테스트넷,           

마지막으로 메인넷에서 공개 예정. 
- 이더리움이나 CP 토큰과 작용하는 어떤 코드든 전문적으로 감사를 거친다 
- ‘버그 바운티’를 제공하여 whitehat 해커들이 코딩 에러를 감별하고 뿌리 뽑도록 격려한다. 
- ENS 주소를 차용하여 토큰세일 컨트랙트를 판매에 앞서 공개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립한다. 
 



이 단계들은 블록메이슨의 최종 보안 계획의 오직 일부분일 뿐이다. 블록메이슨은 다른 DApp            
기업들이 직면하는 위협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며 평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안           
조치들을 그에 따라 조정할 것이다. 심각한 보안 이슈가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메이슨은 CP와 FiD에 많은양의시간, 에너지 (그리고사랑)를쏟았다. 블록메이슨의평판과            
당신의 신뢰는 함께 가는 것이므로 회사는 보안 이슈에 최대치의 고민과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FAQ 
Q: 모든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서 보입니다. 제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비공개로 할 수 없나요? 
A: 현재 블록체인에서의 트랜잭션은 공개되지만, 이더리움 재단과 익명 가상화폐 ZCash 팀은           
익명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제공하는 Project Alchemy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상태입니다. 결국           
트랜잭션은 보내는 사람이 허용한 일부 유저에게만 공개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이          
가능해지면, 공개적이고 투명한 트랜잭션의 모든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 버전의          
이더리움인 Homestead에서는 모든 트랜잭션이 보이므로 유저들은 공유해도 괜찮은 정보만         
올려야 합니다. 
 
Q: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 보내는 것은 비싸지 않나요? 
A: 이더리움의 화폐만 보내는 것으로설정하면특히비트코인, 은행송금이나신용카드에비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트랜잭션은 매우 느립니다. 그리고 부채, 대금업자 및 차용인, 그리고 금액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현저하게 비쌉니다. 
 
저희의 한 가지 즉각적 목표는이비용을절감하는것입니다. 저희의이상적인버전의 CP에서는,             
유저들은 트랜잭션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심지어 이더리움과 gas 비용의복잡한구조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비기술적 유저들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비용은 가능한            
최저치일 것입니다. 
 
저희는 Raiden 네트워크과 유사하거나 자체 제작한 off-chain 솔루션을 도입하여 트랜잭션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off-chain 솔루션은 100배 넘게 트랜잭션당 비용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Q: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느리지 않나요? 
이더리움 재단의 한 가지 주요 목표는 네트워크 속도와 확장성을 현저히 늘리는 것입니다. 향후             
이더리움이 초당 수 만개, 혹은 수 백만개의 트랜잭션을 on-chain 혹은 Raiden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off-chain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동안 이더리움의            
미래 POS 시스템은 블록을 3초에 하나씩 채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Raiden과 다른,             
앞으로 다가올 off-chain 솔루션들은 더 빠른 속도를 보장합니다. 네트워크 확장, Plasma와 다른            
off-chain 트랜잭션 개발의 옵션 가운데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극적인 트랜잭션 속도 성장을           
겪을 것이며, 이는 넓은 유저 기반을 두고 있는 어느 DApp에게든 아주 결정적인 스텝이 될              
것입니다. 
 
Q: 유저의 주소가 해킹 당하면 CP와 FiD는 어떻게 되나요? 



A: 불행히도 해킹은 현재 덜 개발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의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더리움           
유저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위협을인지하고있으며, 재단유저들의보안을고민하며많은시간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 CP와 FiD는 조금의 이더리움도 소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CP와 FiD 유저의           
계정을 해킹하는 것은 이더리움 리워드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저의 지갑이나 주소에 저장됩니다. 

● 부채의 트랜잭션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전송자와 수신자 모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킹된 계정이 부채를 발송하여 지급 받길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부채 결제는 하나의 주소에서 시작되는 수동적인 과정이므로 주소와 이더리움은         
안전하고 이더리움 재단의 계정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이더리움         
주소입니다. 

재단 프로토콜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논리로부터 데이터를 분리합니다. 저희가 보안을 감시하기          
때문에 저희는 유저의 데이터를 잃지 않고 재단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CP에서             
필요로 하는 구성요소이며, 커뮤니티가 오픈소스 코드를 감시하여 보안성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Q: Token Offering 에서 구매되지 않은 남은 토큰은 어떻게 되나요? 
A: 첫 token offering에서 팔리지 않은 남은 토큰은 블록메이슨에서 소유하며 향후의 toekn            
offering에서 판매될 것입니다. 블록메이슨은 CP 토큰 공급의 20%를소유할것이며추가 10%를            
FiD 지분과 CP를 이용해 블록메이슨이 개발한 다른 데모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Q: 부채를 지불하지 않는 Friends는 어떻게 되나요? 
A: Friend in Debt는 이미 합의된 금융 트랜잭션에 대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믿을만하지않은               
친구들에게는 부채를 즉시 청산하거나 대출 한도를 늘려주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저희는 당신의 우정을 중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야구 방망이 들고 대기하는 터프가이들이            
많지만 여기저기에 한꺼번에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팀 프로필 
Timonthy Galebach (공동 창업자) 
Timothy는 데이터 중심의 벤처와 자동화된 인프라에 집중하는 창업자, 기술 전문가이자          
비즈니스 개발 전문가다. 그는 현재 전자 상거래 및 디스플레이 광고 공간의기술컨설팅회사인              
Almond Media Solutions의 소유주이자 창립자다. 
Timothy는 2007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컴퓨터과학 학위를 취득했으며 다양한 스타트업 및           
기존 기업에서 CTO 역할을 담당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판매원 및 내부 비즈니스 팀에게             
대량의 데이터를 시각화 및 실행 가능하게 만들고 자동화된 데이터 통합을 통해 비용 센터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Jared Bowie (공동 창업자) 
Jared Bowie는 10 년 이상 분산 데이터베이스 및 P2P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설계해             
왔다. 그는 비트코인 얼리 어답터였으며 여러 알트코인 마이닝 운영에 투자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에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했을 때 이더리움의 힘에 매료되었으며 이제          
이더리움이 세계를 지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Jared는 제임스 매디슨 대학에서 철학 전공으로 졸업했으며 졸업 후 빅데이터와 디스플레이           
광고의 융합에 사로 잡혀 첫 번째디지털광고벤처를시작했다. 그이후 Jared는홍콩, 중국본토                
및 인도에 본사를 둔 원격 팀을 관리하고 성공적인 수백만 달러짜리 광고 캠페인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 소프트웨어 및 자체 알고리즘을 작성했다. 
 
Michael Chin (공동 창업자) 
Michael은 세인트 루이스의 워싱턴 대학교에서 재무 및 회계 전공으로 차석 졸업했다. 그는            
뉴욕에서 J.P. Morgan의 주요 메자닌 신용 그룹을 시작으로 신용 업계에서 경력을 쌓았다.            
Michael은 JPM의 Debt Capital Markets 및 Syndicated Leveraged Finance 그룹으로 이전하여           
아시아 발행자들에게 투자 적격 증권, High Yield 부채 및 신디케이트 론 상품을 제공했다. 그후               
Michael은 블록메이슨 공동 창업을 지원하기 전에 유럽의 메자닌 부채 선구자 중 하나인            
Intermediate Capital Group (FTSE 250 복합 회사)의 홍콩 지사에 합류했다. 
 
Luke Zhang (수석 개발자) 
Luke는 경험이 많은 개발자이자 디자이너로서 수백만 달러의 지출을 처리하는 자동화된 광고           
도구를 구축한 경력이 있다. 그는 또한 전세계를 망라하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프로그래밍하여           
공급망 전체에서연간 4 천억달러가넘는제품구성요소를추적했다. 캐나다와중국에서교육을              
받은 그는 2011년부터 Blockchain 기술에 대한 열렬한 유저이자 열성 팬으로 자리매김했다.           
루크는 최근 이더리움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에 완전히 자신의 삶을 바쳤다. 
 
 
컨설턴트 
Jesse Nee-Vogelman (컨텐츠 마스터) 
세대를 대변하는 목소리인 Jesse는 2013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슬라브 언어 및 문학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하버드의 Signet Society of Arts and Letters의 Artist in              
Residence로 활동하며 소설을 완성했다. 이전에는 프리랜서 작가이자 한국과 미국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다. 그의 작품은 New Haven Review와 Harvard Advocate에 게재되어 Louis           
Begley 상을 수상했다. 그의 음악 리뷰 및 특집 기고는 Pretty Much Amazing, Slant Magazine,              
Spectrum Culture 및 Daily Distiller에 등장했다. 그는 고양이와 개 모두를 좋아한다. 
 
Teddy Ninh (오리지널 아트) 
Teddy Ninh은 그가 항상 사용하는 보습 안약으로 눈이 항상 반짝이는 젊은 예술가다. 그는현재              
Harvard College에서 공부하면서 Harvard Lampoon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다. 평범한 성적을           
받고 있는 동시 거의 학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꼴이다. 
 
Ola Vikholt (백엔드 개발자) 
Ola는 그가 만드는 모든것 - 전기, 소프트웨어및음악공학분야의전문가이다. 도쿄대학교에서               
수학한 후 Ola는 Norwegian Science and Technology 대학에서 신호 처리 및 통신 석사 과정을              
마쳤다. 졸업 논문을 마친 후 Ola는 Google Japan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으며 일본의            
여러 첨단기술기업의엔지니어및프로젝트매니저로서기술의한계를계속 어부쳤다. Ola는              
능숙한 코딩 강사이자 컴퓨터 언어 전문가다.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블록메이슨 백엔드            
시스템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Steve Cheung (백엔드 개발자) 
Steve는 워털루 대학교에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오늘날의 많은 선구자를 배출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컴퓨터과학과에서 우등 졸업했다. 그 후 Steve는 전세계의 최첨단          
스타트업을 이끄는 수석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그는 Ruby on            
Rails를 통해 웹 어플리케이션을 설계, 개발 및 배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있다. Steve는            
자유시간을 활용해 고급 어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래밍 툴에 대한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세계에 광범위하게 기여했다.  
Steve는 최근 블록메이슨 서버 인프라를 최적화하고 백엔드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열정이라고 선언했다. 
 
 
결론 
CP는 토큰세일의 많은 제품과 달리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CP는 즉각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기능 프로토콜이며, 광범위한 사용자를유입할구체적인계획그리고더나아가토큰구매자에게            
유의미한 이익을 제공한다. 또한 잠재적인 개발자 및 사용자 기반에게 진입 장벽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명확한 시장과 사용 사례가 있다. 이더리움 생태계의 확연한 단점을 채우며 미래의             
개발자들에게 그들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CP는          
과감하기도 하지만 안전하며, 동시에 대담하고 신중하다. 가장 중요하게 CP는 지금 바로 작동            
가능하다. 
 
더욱 흥미진진한점이있다면 CP와 Friend In Debt는이더리움세계에서펼쳐지는우리의비전을             
향해 객관적으로 한 발자국 전진함을 의미한다. 부채는 모든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이며,            
블록체인으로 부채를 이전하지 않는다면 가상화폐 생태계는 침체할 수 밖에 없다. CP는           
이더리움 개발의 다음 단계를 가능케 한다. 그 단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와 인프라 구축을            
블록체인과 분리 할 수 없을 것이다. 
 
CP의 구현은 교환 매체, 계좌 단위, 가치 저장 및 지연 지급 표준을 기록함으로써 통화 창출을               
민주화 할 수 있다. 사실 한 개인이 이더 빚을 갚기 위해 이더를 소유 할 필요가 없으므로 Credit                 
Protocol에 기록된 채무와 신용이 모든 가상화폐의 시가 총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규모를 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FiD는 현재를 위해 만들어지고 미래를 위해 디자인된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는          
관료주의적이며 이익을 쫓는 은행및페이팔과같은대형기관에의해소외당한개인에게권한을             
부여하는 분산화된 트랜잭션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장한다. 개인의 능력과 군중의 힘을          
신뢰하며, 미네소타의 가족에서 모리타니의 마을에 이르기까지 지역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장려하는 동시 단일 행위자가 재정 운명을 좌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블록메이슨은 이더리움의 성공적인 미래를 확신한다. 단, 이 미래에는 CP를 필요로 한다. 이는            
이전 이더리움에서는 움직이지 않았던 전세계 사용자들을 유입할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이더리움의 가능성을 실현시킬 것이며, 단지 하나의 대중적인 가상화폐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앱의 생태계 전체를 탄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성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것이다.  
 



 
제언 
블록메이슨의 CP 제품 사용에 쓰이는 토큰을 구매한 사용자는 산업 표준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구입한 토큰 수에 비례하여 CP 네트워크 용량의 일부를 사용할수있는영구적이며완전한지불              
라이센스를 받는다. 재단, CP, FiD 및 모든 관련 문서 및 지원 구조의 소유권은 블록메이슨에              
있다. 블록메이슨은 효율적인 CP 네트워크 작동을 유지하고 과용량을 피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네트워크 용량 및 각 CP 토큰에 할당된 트랜잭션 수를 조정할 권한을             
보유한다. 제품 사용 토큰의 판매는 투자권유가아니다. 제품사용토큰의구매는구매자의제품              
평가 및 각 구매자의 의도된 사용 및 개발에 기초해야 한다. 당사의 제품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되며 구매자는 제품의 베타 버전 및 설명서를 기반으로 자신의 판단을 내린다.            
우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상품성, 특정 목적의 태도 및 비침해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모든 보증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우리는 서비스 중단이나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보증을 보장 할 수 없다. 구매자는 자국 법률 및 규정 자문의 책임을               
진다. 
우리 법률 고문은 미국 증권거래법에서 미국인이 우리 토큰세일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의견서를 발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