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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pton Market: 라틴 아메리카의 
글로벌 경제를 추진하는 
비트코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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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암호화폐의 구현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분산화하고 비트코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솔루션이 있다. Kripton Market은 해외로 돈을 보낼 때나 상거래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불규칙한 달러화 등의 기타 한계에 맞서면서 결제와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라틴 아메리카에 제공하려 한다.

Kripton Market은 아르헨티나에서 탄생한 마켓플레이스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및 우루과이에서 운영 중이며 콜롬비아에서도 곧 운영될 
예정이다. 이 새로운 대안은 분산형 협동 경제를 지원하는 플랫폼, RSK 
smart contract의 구현을 통해 금융 시장에 혁신을 불러오려 한다. 실제 
사람들과 회사들은 이 메커니즘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 거래를 촉진하는 
가상 통화를 획득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비트코인 사용자가 생성하는 제품 
수요를 찾고 통합한다. 

Kripton Market은 또 사용자에게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큰 수익성을 제공해 
구매 및 판매 속도의 가속화를 책임진다.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거래 과정의 
관리와 감독은 크립토니안이 수행하는데, 이는 독립 메신저로 활동하기도 
하고 마켓플레이스의 분산화에 기여하며 최적의 고객 경험을 보장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Kripton Market의 창립자인 Juan Pablo Moreno는 이에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구매와 판매, 그리고 해외로 돈을 
보내는 작업에 소비자가 낮은 비용과 인플레이션 보호 등 암호화폐의 
이점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와 함께 비트코인 기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플랫폼에 구현된 블록체인 기술 덕에 사용자는 거래에서 더 큰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즐길 수 있다. 비트코인 위에 구축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RSK
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RSK의 공동 창립자이자 IOVLabs의 CEO인 Diego Gutierrez Zaldivar는 이에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우리의 미션은 파트너들이 사람들의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제공해 금융 
통합을 촉진하고, 비트코인을 통해 이들이 거래를 수행하고 지역 경제의 
불안정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및 아르헨티나의 Kripton Market에서 제공될 
서비스

--->캐시 인: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자산을 글로벌 코인으로 디지털화해 
예금주를 현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고, 비트코인 등의 고성능 코인 
사용을 촉진한다.

--->캐시 아웃: 이 서비스는 짧은 몇 가지 단계만으로 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해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빠르고 쉽게 현지 통화로 변환할 수 있게 한다. 

--->결제 방법: 회사들은 각 시장의 허용 법률에 따라 RDOC와 DOC 
스테이블코인으로 급여를 지불할 수 있다. 은행 부문에서 소외된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고려되고 있다. 우루과이에서 해당 런칭은 식품에서 기술 
등 여러 분류의 다양한 제품 500개 이상을 함께 담보 제공할 예정이다.

--->베네수엘라 슈퍼마켓에서의 구현: Automercados Plaza와의 연합을 통해 
불규칙한 달러화와 액면가가 낮은 지폐(1달러, 5달러 및 10달러)의 제한된 
유통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게다가 모바일 지갑 덕에 원하는 제품을 무엇이든 구매할 수 있고, 
베네수엘라의 친지에게 돈을 보낼 수 있어 해외에 사는 가족 간의 물품 
교환을 촉진한다. 

--->모바일 지갑: 우루과이와 콜롬비아 내 사용자들은 곧 지갑 자체의 
암호화폐 잔액을 신용 화폐(현재의 금융 시스템)로 바꾸는 것을 지원해 
거래소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개발 회사, Defiant의 모바일 지갑 설치와 함께 
다음을 진행할 수 있다.

1. Kripton Market에서 DOC와 RDOC 구입 
2. 비구금형 지갑은 주인만이 암호화폐 예금을 사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제공한다. 
3. 현지 통화 인플레이션으로부터의 보호 

--->마켓플레이스의 선구자들이 RSK에 구축한 금융 대안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우루과이 및 베네수엘라에서의 결제 옵션을 제공하는 1,000개 이상의 관련 브랜드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에 소개될 예정이다. 목표는 비트코인을 통해 분산형 거래를 촉진하는 
것.

--->Kripton Market은 암호화 경제가 제공하는 이점을 활용해 라틴 아메리카의 고객이 
해외로 돈을 보내고, 단일 통화로 구매/판매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저렴하게 제공해 시장의 경제적 한계에 좋은 대안이 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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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암호화폐의 구현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분산화하고 비트코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솔루션이 있다. Kripton Market은 해외로 돈을 보낼 때나 상거래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불규칙한 달러화 등의 기타 한계에 맞서면서 결제와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라틴 아메리카에 제공하려 한다.

Kripton Market은 아르헨티나에서 탄생한 마켓플레이스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및 우루과이에서 운영 중이며 콜롬비아에서도 곧 운영될 
예정이다. 이 새로운 대안은 분산형 협동 경제를 지원하는 플랫폼, RSK 
smart contract의 구현을 통해 금융 시장에 혁신을 불러오려 한다. 실제 
사람들과 회사들은 이 메커니즘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 거래를 촉진하는 
가상 통화를 획득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비트코인 사용자가 생성하는 제품 
수요를 찾고 통합한다. 

Kripton Market은 또 사용자에게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큰 수익성을 제공해 
구매 및 판매 속도의 가속화를 책임진다.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거래 과정의 
관리와 감독은 크립토니안이 수행하는데, 이는 독립 메신저로 활동하기도 
하고 마켓플레이스의 분산화에 기여하며 최적의 고객 경험을 보장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Kripton Market의 창립자인 Juan Pablo Moreno는 이에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구매와 판매, 그리고 해외로 돈을 
보내는 작업에 소비자가 낮은 비용과 인플레이션 보호 등 암호화폐의 
이점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와 함께 비트코인 기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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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구현된 블록체인 기술 덕에 사용자는 거래에서 더 큰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즐길 수 있다. 비트코인 위에 구축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RSK
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RSK의 공동 창립자이자 IOVLabs의 CEO인 Diego Gutierrez Zaldivar는 이에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우리의 미션은 파트너들이 사람들의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제공해 금융 
통합을 촉진하고, 비트코인을 통해 이들이 거래를 수행하고 지역 경제의 
불안정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및 아르헨티나의 Kripton Market에서 제공될 
서비스

--->캐시 인: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자산을 글로벌 코인으로 디지털화해 
예금주를 현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고, 비트코인 등의 고성능 코인 
사용을 촉진한다.

--->캐시 아웃: 이 서비스는 짧은 몇 가지 단계만으로 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해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빠르고 쉽게 현지 통화로 변환할 수 있게 한다. 

--->결제 방법: 회사들은 각 시장의 허용 법률에 따라 RDOC와 DOC 
스테이블코인으로 급여를 지불할 수 있다. 은행 부문에서 소외된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고려되고 있다. 우루과이에서 해당 런칭은 식품에서 기술 
등 여러 분류의 다양한 제품 500개 이상을 함께 담보 제공할 예정이다.

--->베네수엘라 슈퍼마켓에서의 구현: Automercados Plaza와의 연합을 통해 
불규칙한 달러화와 액면가가 낮은 지폐(1달러, 5달러 및 10달러)의 제한된 
유통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게다가 모바일 지갑 덕에 원하는 제품을 무엇이든 구매할 수 있고, 
베네수엘라의 친지에게 돈을 보낼 수 있어 해외에 사는 가족 간의 물품 
교환을 촉진한다. 

--->모바일 지갑: 우루과이와 콜롬비아 내 사용자들은 곧 지갑 자체의 
암호화폐 잔액을 신용 화폐(현재의 금융 시스템)로 바꾸는 것을 지원해 
거래소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개발 회사, Defiant의 모바일 지갑 설치와 함께 
다음을 진행할 수 있다.

1. Kripton Market에서 DOC와 RDOC 구입 
2. 비구금형 지갑은 주인만이 암호화폐 예금을 사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제공한다. 
3. 현지 통화 인플레이션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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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K 소개 

RSK는 병합 채굴을 통해 최고의 비트코인 해시 파워의 보장을 받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이다.
RSK의 목표는 smart contract, 거의 즉각적인 결제, 그리고 더 넓은 확장성을 지원해 비트코인 생태계에 
가치와 기능을 더하는 것이다.
해당 네트워크는 분산형을 유지하며 초당 최대 100개의 거래로 확장될 수 있으며, 확률 검증, 사기 탐지 
등을 이용해 저장 공간과 대역폭을 줄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sk.co/를 참고하기 바란다.

Kripton Market 소개

Kripton Market은 더 안전하고 분산화된 글로벌 경제를 추진하는 마켓플레이스다.
Kripton Market은 분산형 협동 경제를 지원하는 플랫폼, RSK smart contract의 구현을 통해 금융 시장에 
혁신을 불러오려 한다. 실제 사람들과 회사들은 이 메커니즘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 거래를 촉진하는 가상 
통화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큰 수익성을 창출한다. 이 모든 것은 독립 메신저로 
활동하기도 하며 마켓플레이스의 분산화에 기여하고 최적의 고객 경험을 보장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크립토니안의 책임이다.

추가 내용은 https://kriptonmarket.com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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