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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DC는 자산을 구매하고 취득한 자산에 대한 수익권을 분권화 플랫폼을 통하여 공정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각종 컨텐츠, 지적재산 등에 분할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2018년 암호화폐 대 하락장에서 손실을 입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더이상의 손실을 피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암호화폐를 발행함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자산            
개발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분권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토큰 홀더들이 수익권을 토큰화 하고 이 토큰을 통해 수익극대화를            
위한 운영 의사결정 또는 매도 의사결정 등에 투표권을 행사하여 참여 가능하다. 
RADC 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반드시 PAYX Platform을 통해 청약증거금을납부해야하며,           
기준 청약증거금을납부한투자자들만이해당프로젝트에투자자로참여가능하며,청약자들을          
대상으로 랜덤하게추첨하여당첨자를선별한다.투자금모금이마감되면투자목적대상에대한          
물건의 취득 계약을 실행하고 플랫폼을 통해 고지한다. 투자자들에게 일정 비율의          
유틸리티토큰 또는 페이엑스를 보너스로 지급하고, 시큐리티 토큰 거래개시까지 행정 처리          
시간이 소요된 뒤 시큐리티 토큰 전용 RADC 전용 거래소에 상장되어 구매 가격이상으로만            
거래가 되고  최초 발행 가격이하로 매매 되지 않는다. 
모든 RADC 코인은 RADC가 발표하는 프로젝트 단위로 특정 투자대상에게 매칭되며, RADC           
전용거래소에서도 마치 각기 다른 펀드의 증권형태로 구분되어 개별적인 수익률과 함께          
구분거래 될 수 있다. RADC 코인은 투자 목적물의 수익권에 대한 증표이며 매월 발생하는             
수익으로 부터 청약시 약정한 수수료를 차감한 순이익에 대한 수익배분권리와 해당 투자           
목적물의 양도시 순양도차익으로 부터 수익배분권리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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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ADC (Real Asset Development Coin)  

1.1.사업개요 
수익성이 담보된 자산을 투자자들이 분할투자하고 자산을 매입함으로서 자산관리회사의 명의로 
해당 자산을 구매하고, RADC 코인은 시큐리티 토큰으로서 특정 목적 자산에 대한 수익권을 
보장받고 코인에 대한 보유를 통해 특정 목적 자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RADC의 유틸리티 
토큰이라 협약된 코인을 통해 수익을 분배 받도록하여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 
 
RADC는 RADC 코인(시큐리티 토큰)과 PAYX(유틸리티 토큰)으로 두가지 유형의 암호화폐가 
사용된다. RADC 유저는 페이엑스 금융플랫폼의 API를 이용하여 지갑을 생성하고 청약증거금을 
납부하거나 배당금을 받는다. 
 
RADC 코인 투자하는 방법은 페이엑스 월렛의 RADC Marketplace를 통해 이루어지며, 투자 
프로젝트별 사전 고지된 수량의 PAYX 토큰을 보유하여야 한다. 
 
청약당첨자는 구매한 RADC 코인의 약 5% 만큼의 PAYX를 보상으로 부여받는다. 프로젝트 단위로 
당첨자 보상은 매번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며 이는 청약개시 전 공개된다. 
 

1.2.시큐리티 토큰으로서의 RADC 코인 
RADC(Real Asset Development Coin)은 특정 수익을 보장하는 부동산 자산 또는 부동산과 유사한 
특수 목적 사업의 수익성이 담보된 자산에 대해 토큰발행을 통한 취득과정을 객관화하고 
스마트컨트랙트를 이용하여 부분 소유권에 대해 특정 자산에 할당된 코인의 소유비율만큼 수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보증하는 형태의 암호화폐를 말한다.  
 

1.3.유틸리티 토큰으로서의 PAYX 코인 
RADC 코인 투자자들은 각각의 투자목적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배분받는 과정에서 일체의 
현금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수익의 50%이상을 PAYX 코인의 시장가 매입을 통해 지급 받게 
된다. 나머지 50% 미만의 배당수익은 PAYX FOUNDATION으로 부터 직접 구매하여 지급하게 
된다. PAYX 코인은 본 프로젝트에서 청약증거금보유와 배당수익을 지급하는 수단으로서 유틸리티 
토큰의 기능으로 사용된다. 
 

1.4.RADC 코인의 메인 타겟 
암호화폐에 투자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투자손실을 경험한 투자자 중에 안정적인 투자수익이 담보된 암호화폐를 찾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RADC의 주 타겟 투자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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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RADC 코인의 특성 

1.5.1.하방경직성과 환금성 혼합 
부동산의 하방경직성과 주식의 환금성, 두가지 특성을 담은 부동산 수익공유를 위한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시큐리티 토큰이다. 
 

1.5.2.의사결정 참여 
또한 투자자산에 대한 운영 관리 및 처분에 있어 탈중앙화된 의사결정권한까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증표입니다. 
RADC 코인은 특정 투자자산의 소유권이 아니라 블록체인기술이 접목된 수익권에 대한 증표로서 
제공되는 코인이다. 
 

1.5.3.대체불가능성(Non-Fungible)  
 
 

 
 
ERC-20은 모든 토큰이 같은 토큰이지만 RADC는 모든 토큰이 다른 토큰으로서 개별구분이 
가능하여 보유기간동안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수익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6.RADC 코인의 특징 
Transparency (투명성)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Impartiality (공정성) - 프로젝트의 등록과 투자 목적물에 대한 평가와 선정 그리고 수익 배분에 대한 
공정성을 제공합니다. 투표등록과 투표권한 행사를 통해 투자자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Scalability (확장성) - RADC가 추진하는 부동산개발 및 인수 프로젝트이외에 유저들이 RADC를 
통해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Tokenize)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Compatibility (호환성) - 기존의 P2P방식 부동산 투자나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플랫폼들에 API를 
제공함으로서 기존 서비스들과의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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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ity (합법성) - 시큐리티토큰의 발행과 수익배분에 있어 재단 소재국가와 지사 소재의 현행법을 
준수하며 향후 변경되는 규제에도 탄력적으로 Legality를 확보하기 위한 유연한 대처를 할 것입니다.  
 

1.7.RADC 사업주체의 구조 

 

 

 
 

RADC 사업법인은 싱가폴에 설립되며, 각 국가별로 자산개발과 운영관리를 위해 총 10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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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토큰 스펙 
RADC는 ERC-721 기반의 토큰으로 아래의 기본 기능을 가집니다. 
 
• 대체 불가능한(Non-Fungible) 토큰에 대한 표준 인터페이스 
• 토큰에 대한 고유ID 부여 - 발급된 토큰마다 고유 ID 부여 
• 토큰의 소유권 및 거래추적이 가능, 즉 토큰의 소유자와 거래내역 데이터 기록 가능 
 
ERC-20의 특징은 ‘Fungible’ 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ERC-20 기반의 토큰들은 ‘수량’이라는 
개념을 가지며 사람들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반면 ERC-721의 가장 큰 특징은 ‘Non-Fungible’입니다. 즉, 하나의 토큰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토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Non-fungibility’ 특징은 누군가를 나타내는 또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와 같은 
분야에 블록체인이 사용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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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토큰 이코노미 

2.1.토큰 발행 구조 
RADC 코인 프로젝트는 다음의 표와 같이 각각의 발행규모와  구조를 가진다. 
 

 Attribute Total Issue Price 

RADC Security Token 500,000,000 + @ 1 RADC = Above $ 100  

PAYX Utility Token 5,000,000,000 Flexible  

 
PAYX는 2019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토큰 기본 정보 
총 발행량 : 500,000,000 
최대 마켓캡 : 500,000,000,000원 
기초단위 : 1 RADC (여타의 암호화폐처럼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준가격 : 1 RADC = 100,000 KRW 

2.2.청약증거금 
자격 : 본 프로젝트의 참여자는 투자자와 부동산 개발자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하다. 
 

 Minimum Qualification Registration Fee 

Investor  100,000 PAYX 잔고유지 Free 

Asset Developer   10,000,000 PAYX Deposit 5,000,000 PAYX  

 
청약증거금은 페이엑스 월렛에서 입금하고 투자를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충족된 경우에만 투자가 
진행되도록 제한한다. 
Asset Developer는 10,000,000 PAYX를 Deposit 입금하고, 이중 50%인 5,000,000 PAYX가 
수수료로 납부됩니다. 
 

2.3.당첨 
청약신청자중 PAYX VIP 멤버십 소유 투자자들은 우선 당첨이 되고, 나머지 수량은 청약자 중에 
랜덤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며, 당첨자 결정로직을 제 3의 블록체인 파트너를 통해 당첨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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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터 당첨까지의 프로세스> 

2.4.미달시 프로젝트 해산 
토큰세일 프로젝트가 오픈되고 30일간 청약률이 100%를 돌파하지 못하면 해당 프로젝트로 입금된 
자금은 모두 투자자의 계정으로 자동으로 환불된다.  

2.5.보상 
본 프로젝트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수익 배분을 통해 보상을 받는다. 
 

시장 참여자 구분 수익배분1 수익배분2 

Public Investor  부동산 수익의 최소 50% 이상을 
기존 PAYX 마켓 구매를 통해 
지급한다. 

남은 수익 만큼은 유틸리티토큰으로 
지급한다. 

Asset Developer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전체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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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수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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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oin Circulation Structure (코인 유통구조) 
 

3.1.기본 구조 
투자 프로젝트 생성 후 토큰풀에서 해당 투자자산에 할당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배포한다.  
 
DAO의 부동산 개보수 요청 : 토큰의 추가할당 후 유통 
 
DAO의 유통코인의 매입요청 : 토큰의 자사 매입을 통한 유통량 감소 
 
DAO의 프로젝트 청산요청 : 해당 자산을 매도하고 세금 및 청산비용을 제한 총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과 동시에 토큰회수후 토큰 풀로 이동.  

3.2.Principle of Profit Allocation(배당지급원칙) 
수익 정산시 보유 기간에 대한 일별 수익 정산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가진다. 
1. 수익 정산 기준일 : 매일 12:00 PM(KST)에 해당 투자 목적물의 등록 국가의 시간을 기준으로 
일자를 계산한다. 
 
2. 수익 배분을 위한 보유 기간 확정 방식 : RADC 매도자는 거래 당일의 수익이 매수자에게 
할당되는 것에 동의한다.(서비스 가입시 법적 효력이 있는 동의를 받아야 함) 
 
3. 매도시 수익 배분 지연: RADC 매도자는 매도후 다음 수익 배분일 + 10일 이후 정산받는데 
동의한다. +10일은 회사의 예기치 않은 추가비용 발생이 미반영된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한 
시간이다. 또한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간 보유자에게 회사는 수익을 
정산해야 한다. 
 
4. 보유기간 연체 임차료로 인한 누락된 수익을 회사가 보증금에서 정산할 경우 리스크 헷지를 위해 
50%를 회사의 유보금으로 산정하고 50%만을 홀더에게 배분한다. 단 연체료를 책정한 경우 해당 
연체료가 계약 기간동안 입금된 경우 또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연체수수료 정산 서비스는 별도의 보험형태로 사전 고지된 비용을 추가 납부한 
투자자에게만 제공된다.) 
 
5. 수익배분지연 : RADC MGT Local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가 미입금된 경우, 해당 수익을 
제외한 수익을 배분하며, 익월 수익이 정산되는 경우 해당 수익이 익월 배분되고, 토큰 매도자는 
해당 보유기간 동안 미정산된 연체 임차료의 수익의 50%만을 보상받게 된다. 
 
6. 디폴트의 정의와 처리 방안 : 임차료가 3개월 또는 각 국가별 표준 계약에 따라 지정된 최대 미납 
허용기간을 넘어선 경우 이를 디폴트로 지정하고 공시한다. 보증금에서 월임차료 또는 수익금을 
차감한 뒤 토큰 홀더에게 이를 정산하여 토큰 홀딩 기간을 역산하여 지급한다. 미납 임차료를 
차감한 잔액은 임차인에게 계약상 패널티를 제한뒤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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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수익배분 기준일자 산정 방식 
RADC는 수익정산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정산 시점까지 일단위로 수익을 배분한다. 
수익 정산주기가 90일이라면, RADC Project 1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배분할 때 해당 코인의 지난 
90일 동안 일단위로 소유한 실소유자의 보유기간 만큼 수익을 분배한다. 
 
예) 

 
  
Day N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전 홀더는 인수시점 Day A부터 Day N-1까지의 소유기간을 Day N – 
Day A를 계산하여 수익을 지급받는다. 
즉 거래체결일의 수익은 인수자에게 할당된다. 

3.4.코인의 추가 발행 
RADC 코인은 페이엑스 발행량 중 5억개를 소각한 뒤 동수를 RADC 코인으로 발행하므로 사업의 
성장과 함께 발행코인의 수량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최초 발행량 5억개중 80% 이상 사용되는 경우 이를 추가 발행할 수 있다. 

3.5.RADC 코인의 판매 방법 
모든 RADC 코인은 REITs Fund와 유사하게 하나의 투자 차수에 하나의 투자 자산이 할당된다. 
DAO를 통해 선정된 신규 투자 대상이 릴리스 될때 마켓플레이스에 Upcoming Asset이 등록된다. 
따라서 모든 투자자의 권리는 해당 차수의 투자 자산에 대한 한정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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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RADC DAO 
 

4.1.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란? 
DAO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로서 분권화된 거버넌스를 구현함으로서 
투자자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RADC DAO는 RADC으로 투자된 투자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의사 결정,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권리에 대한 청산을 위한 의사결정 등을 RADC홀더들이 분권화된 의사결정 내릴 수 있도록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소극적 형태의 DAO이다.  

4.2.RADC DAO의 자격 
RADC DAO는 프로젝트 단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DAO와 차이가 있으며, 모든 토큰홀더에게 
DAO 구성원으로서 노드(Node)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Node 구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프로젝트에 매칭되어 발행된 RADC 코인의 비율이 1% 이상인 투자자에게 DAO구성을 위한 
Node로서의 자격이 부여된다. 단, 1%이상인 투자자구성이 전체의 50%미만일경우 
1%이상 보유한 Node가 해당 프로젝트의 50% 미만인 경우 Node 최소구성조건을 재단의 결정에 
의해 하향 조정하여 전체 50%이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어떤 경우든 Node자격을 갖춘 홀더는 1 RADC당 1 vote 권한을 가지게 된다. 
 

프로젝트별 Node 총 투표권 
비율 

Node 최소 구성조건 비고 

50% 이상 1%  

50% 미만 조정하여 발표 조정후 50% 이상으로 맞춘다. 

 
특정 RADC 프로젝트에 투자자 구성이 1%이상의 노드로서의 투표권한을 가진 최대 Vote수가 
발행코인수의 50% 미만인 경우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노드자격조건을 하향 조정함으로서 최대 
Vote수가 50%이상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4.3.RADC DAO의 역할 
모든 RADC에 투자한 투자자중 해당 프로젝트의 노드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는다. 
 

1. RADC는 각 차수별 해당 투자 자산에 대한 자산 운용에 대한 운용 보고서를  DApp을 통해 
정기 보고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기존 차수의  RADC 투자자는 다음 차수의 투자 자산을 평가하고 Referral Code를 
부여받는다.  

3. RADC 투자자는 해당 차수의 투자 목적물의 전월 운용수익을 매월 약정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PAYX로 정산받는다. 

4. 해당 차수의 투자목적 대상에 대한 매도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Vote권한을 가진다. 
5. 해당 차수의 투자목적 대상의 매도이후 RADC본사의 운용 수수료와 본사가 부담하는 각종 
세금을 제외한 이익을 해당 차수의 지분율만큼 정률로 유틸리티토큰인 PAYX로 배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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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 차수의 투자목적 대상의 Tenant를 유치한 경우 보너스를 지급 받는다. 단,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만료 이후 공실률 발생을 막기 위해 기존 계약만료 이후 1개월 이내 새 
임차인의 입주 계약을 유치한 경우 해당 임차인의 월 임차료의 20%에 해당하는 PAYX를 
지급받는다. 

7. 상기 권리는 모든 RADC투자자에게 주어지며 투자시 온라인 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4.4.DAO의 결정 사항 
시큐리티 토큰 홀더는 회사의 취득자산에 대한 운영과 수익 극대화를 위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  
 

1. 투자목적 대상의 운용 방안에 Tenant 자격 명기, 월 임차료 설정 
2. 자산의 증축, 전체매각, 부분매각 등의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a) 관련 법규상 용도 변경을 통한 증축 
b) 리모델링을 통한 투자 목적물의 수익 개선을 위한 의사 결정 

3. 자산의 운영 정책 결정 
a) 건물 관리를 위한 아웃소싱업체 선정 
b) 관리주체 선정 

4. 각 의사 결정에 대한 DAO 의 의사결정 가중치는 추후에 공개하기로 한다. 
 
 

4.5.DAO 투표 프로세스 

4.5.1.Agenda등록 
Node 자격을 가진 투자자만 투표를 위한 Agenda를 등록한다. 단, 프로젝트 단위로 본 Agenda가 
등록되고 투표를 진행한다. 
 

4.5.2.Agenda 선정 
Node 자격을 가진 투자자의 30% 이상 동의를 얻으면 해당 Agenda가 투표 일정이 공개되고 
프로젝트의 투자자전체에게 공개된다. 
 

4.5.3.Voting 및 투표결과 발표 
투표는 총 7일간 이루어지며, Node투표 결정에 대해 80%의 가중치로 투표권한을 분권화하고, 
20%는 RADC 법인이 투표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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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RADC의 기술적 특징 
 
RADC는 투자 자산에 대해 각기 다른 수익 배분율을 가지게 된다. 투자자가 소유한 2개의 코인이 
각각 다른 자산에 투자된 경우 다른 Tag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는 RADC월렛내에서 Tag 
Release전까지 언제나 다른 지갑에 있는 것 처럼 구분된다. 두개의 코인은 같은 RADC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블록 생성에 있어서  같은 구조의 블록이 생성되지만 블럭 내 저장정보에 
Tag가 함께 PAYX 플랫폼에 저장되어 모든 블록이 Tag정보에 의해 소팅되어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몇번째의 투자 자산에 연동되는지를 기록하고, 이를 거래하는 당사자가 어떤 
투자자산에 투자된 코인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한다. 
 

5.1.RADC Tagging 기술 
일반적인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은 모든 코인이 동일한 코인이다. 
메인 지갑에서 인출될때 몇번째 자산에 투자되는 코인인지 Tagging 되고, 언제나 Tag정보에 따라 
서로 다른 자산의 수익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가 종료된 뒤에 다시 Release 된다. 
 

5.2.RADC 코인 전용 거래소 
RADC는 Tag정보에 따라 투자차수와 투자대상물의 정보를 구분한다. 이 Tag를 이용해 
RADC거래소에서는 같은 코인이지만 마치 다른 코인이 거래되는 것처럼 펀드단위로 개별거래가 
가능하다. 
 

5.3.Pair Policy 
RADC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투자자산에 따라 마치 다른 코인을 
거래하는 것 처럼 분류되어 개별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RADC는 100,000원 미만으로 매도주문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100,000원 이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넣으면 100,000원+프리미엄액수로 표기되어 시세가 표기 되고, 호가에는 프리미엄만 표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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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C 투자자산별 거래의 예] 
 

5.4.코인의 단위 
RADC는 정수로만 존재하며, 최소거래단위가 1 RADC이다. 
이는 투자자에게 수익배당에 있어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 설정하였으며, 관리의 효율성과 
투자자들의 보유 자산의 수량에 대한 인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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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oken Sale 

6.1.토큰 세일 
RADC는 투자 목적물을 3개 이상 선정한뒤 예비 투자자들로 부터 투자 자산 결정 투표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결정된 투자 자산의 Token 판매수량을 확정하고 청약을 시작한다.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페이엑스(PAX) 토큰 최소 보유수량(100,000PAX)을 페이엑스 월렛에 
보유해야 한다.  
홀더 입증을 위해 페이엑스 월렛에서 청약 신청을 실시한다.  
1 RADC는 $100이며, 투자한 시큐리티 토큰의 5%에 해당하는 PAYX를 지급한다. 
 

6.2.청약방식을 사용하는 이유 
투자자들의 로열티와 경쟁적 청약방식을 통해 프리미엄의 창출을 유도하고, 경쟁적 청약방식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경쟁참여 구조를 유지하고, PAYX VIP 멤버십을 가진 투자자들은 우선당첨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페이엑스 다량 보유한 투자자들의 프리미엄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또한 경쟁적 청약방식으로 인해 경쟁적 당첨자에게 5%의 초기 프리미엄을 제공함으로서 신속하게 
완판되고 해당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6.3.페이엑스 VIP 멤버십 혜택 
2019년 1월 현재 페이엑스 VIP 멤버십은 페이엑스(PAX)를 300만개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에 
한하며, 페이엑스 VIP 멤버십을 가진 투자자는 청약시 청약금납부 면제혜택과 우선 당첨권을 
가진다.  
본 정책은 일반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VIP 멤버십 최소 보유수량도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단, 페이엑스 VIP 멤버십 보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6.4.KYC 
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들은 반드시 KYC절차를 거쳐야 하며, 투자자들의 투자내역은 
각 정부의 관할 기관에 보고된다. 
 
 
6.5.AML 
본 프로젝트는 투자자들이 불법 세탁된 자금 유입으로 외환거래 계좌가 금지 당하거나 벌금을 받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법안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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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RADC Dev Plan 

7.1.페이엑스 프로젝트와의 관계 
본 프로젝트는 페이엑스 프로젝트의 부분으로서 페이엑스 플랫폼 개발 스케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본 프로젝트의 모든 개발 로드맵은 페이엑스 지갑 배포와 페이엑스 월렛을 통한 청약 신청, 
수익배분등의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을 위해 페이엑스를 보유해야 하고, 부동산 자산과 프로젝트 사업주체가 본 플랫폼을 위해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서 페이엑스를 보유해야 한다. 
RADC를 통해 투자한 자산의 수익을 페이엑스를 통해서 지불함으로서 페이엑스 토큰 이코노미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페이엑스 토큰을 본 프로젝트의 수익배분 자산이 되는 
유틸리티토큰으로 설계함으로서 두 프로젝트의 상관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페이엑스 VIP 멤버십의 우선당첨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페이엑스 투자자들에게 부가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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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개발 목적물 

7.2.1.RADC 전용 거래소  
 

 
동일한 코인을 다른 종목으로 인식하고 거래되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한 거래소 오픈한다. 

 

7.2.2.PAYX Wallet (투자기능)  
 
PAYX월렛내에 청약증거금을 PAYX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한 청약기능을 추가하여 
오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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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입금시 코인선택)  
 
 
 

       
(입금 지갑주소)                                          (출금시 수량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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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RADC 제3자 토큰발행 기능  
부동산, 사업목적물, 다양한 컨텐츠, 지적재산 등을 등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자산에 대한 
수익배분 권한을 토큰으로 발행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7.2.4.RADC Web Service  
신규 투자 대상에 대한 분석과 소개자료를 프로젝트로 등록하고 투자자들에게 제공한다. 
 

7.2.5.Voting System  
Node 자격을 가진 투자자만 Voting을 위한 Agenda를 개설할 수 있으며, Voting에 참여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페이엑스 월렛에 연동한다. 
 

7.2.6.Monthly Report  
투자자가 소유한 코인의 소유변경 내역을 감안하여 수익이 정확히 배분되도록하고 이를 월단위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리포트를 제공한다. 

7.3.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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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RADC TEAM 

8.1.Team Member 
 
 

 

 

 

 

 

서상재 
CEO, Founder 

 
이찬영 
COO 

 
송기훈  
CMO 

현) Fintech Switch의 CEO 
이며 Crypto Square의 

Founder. FinTech Policy, 
FinTech Regulation, 

Cryptocurrency, P2P 대출 
플랫폼,외환송금업,  

ICT 및 모바일 컴퓨팅에 대한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리맥스 와이드파트너스 
전무 / CCIM 한국협회 
홍보위원장 
- RE/MAX Global Top 100 1위 
    (2019년 10월 
/미국,캐나다제외) 
- 19’ RE/MAX ASIA PACIFIC TOP 
AGENT  - 18' RE/MAX KOREA Top 
Producer  - 15'~17'타운하우스 
(퀸스타운)시행&시공  
- 14' RE/MAX KOREA Top 
Producer - 10’ 美 상업용 부동산 
투자 분석사 취득 

 현) [주]우리원넷 대표이사 

프리미엄리워드 
광고커머스플랫폼 
최초런칭/유료서비스 진행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웹툰, 
네이버시리즈, CJONE, 
레진코믹스, 네오위즈, 한게임, 
애니팡, 넷마블, OK캐시백, 
캐시슬라이드, 캐시워크, 
MCB플러스, 팬플러스 외 다수 

 

 

 

 

 

 

김태완 
이사 

 
신준홍 

디자인 리더 
 

강민성 
마케팅 매니저 

20년의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PAYX에서 블록 체인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는 팀리더입니다. 

 20년의 디자인 경력으로 웹, 
모바일 어플, 각종 어플 UI, UX 
디자인을 맡고 있으며 현재 
마이닝워치, PAYX 멀티월렛 
UI 디자인과 새 프로젝트의 
업무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업체에서 다년간의 
커리어를 축적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하여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담당한 
온라인마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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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Advisors 
 

 

 

 

 

 

윤여표 
CPO 

 
이동형 
고문 

 
Herve Lancorne 

고문 

특허청 기계분야 심사관으로 
근무, 현재 특허법인 웰 대표 
변리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NEP 심사위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객원교수, 
KEA 블록체인 연구회에서 활동 
중. 40년 경력의 기계분야 특허 
및 블록체인 관련 기술 전문가. 

 現 크립토스퀘어 CEO 
前 빌드업코인 CEO 
前 ERGSN CEO 

前 암호화폐거래소 타임빗 
CEO 

 現 윈스턴트페이 CIO(Chief 
Innovation Officer) 

Head of Financial Institution & 
Global E-Banking at Via Bank 

Ltd. 
  

 

    

Thomas Schibli  
고문 

現 크립토스퀘어 CBO 
Blockchain Advisor, Founder of 

cBanQ - Crypto Banq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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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Partners 

8.3.1 주요 파트너 
 

 
 

 

REMAX KOREA PAYX CRYPTO SQUARE 

 

  

BLOCKCHAIN TODAY   

   

   

8.3.2 부동산신탁사 
 

 
 
 
 
 
 

8.3.3 법무법인 

 
 

법무법인 로드맵 법무법인 태한 로엘 법무법인 
 

  

                                                                                                                                          25 



 
 
 
 

8.3.4 보험회사 
 

  

 

더케이손해보험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8.3.5 암호화폐 전문 파트너 
 

 

 

XTOCK XANGLE  
 
 

8.3.6 부동산 관련 미디어 
 

  

 

한국부동산신문 부동산토마토TV 부동산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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