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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록체인 

글로벌 상거래 솔루션 

자기 브랜드의 온라인 스토어 및 시장을 갖춘  

소매업자 및 제조업자를 위한  

글로벌 판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 주요 소매업 트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크로스보더 판매 

옴니채널 온라인 판매 

토큰 기반의 로열티 보상 

블록체인 상의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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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부인 

 

“책임 부인” 항목을 상세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취할 조치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다면 여러분의 법률, 재정, 

세무, 또는 기타 전문가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서의 어떤 부분도 “책임 부인” 항목을 제외한 채 재생산, 

분배, 또는 배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RGT 토큰("RGT tokens", "tokens", 또는 "Tokens") 구입에 대한 이용 약관은 웹사이트<website link>(“Website”)에 게시된 

문서(“Documents”)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큰 구매 행위는 해당 문서에 기록된 토큰 구입 및 보유에 따른 모든 

위험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이 백서의 유일한 목적은 토큰 판매와 관련된 잠재적 토큰 홀더(보유자)에게 리테일글로벌(RetailGlobal)과 RGT 토큰에 

대해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백서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리테일글로벌의 법적 책임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 관계나 의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백서에 가능한 정확한 내용을 담고 관련성이 있는 최신 정보를 담고자 노력하지만 해당 내용이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거나 어떤 종류의 전문가적 조언을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리테일글로벌은 사전 공지 없이 백서에 

담긴 내용을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 및 규칙이 보장하는 내에서 리테일글로벌은 

이 백서에 담긴 내용의 완전성, 관련성, 책임성, 정확성 등과 관련된 어떠한 결과, 그리고 간접적이고, 특수하고, 원인 

및 결과 관계에 있고, 기타 손실 및 배상, 계약 등과 관련된 사항(수익, 소득, 및 이윤의 손실, 그리고 데이터 및 사용 

손실 등을 포함)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이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리테일글로벌은 이 백서에 

담긴 정보에 대한 진실성, 정확성, 그리고 완전성에 대하여 모든 독립체, 개인, 및 기구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도 대표성, 

보증, 및 책임 등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이 백서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거래 등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관련 

있는 독립적인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 백서는 어떠한 법에 의해 보장되거나 공권력을 갖지 않습니다. 어떠한 규제 기관도 이 백서에 담긴 정보를 

감사하거나 승인하지 않았고 관련 조치가 법, 규제 요건, 사법 규칙 등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백서의 발행, 분배, 배포 등이 관련 법률, 규제 요건, 및 규칙 등이 해당 사항을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RGT 토큰을 살 수 없습니다. (i) 미국의 영주권자인 경우, (ii) 미국,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제도 및 기타 미국령 영토, 중화 인민 공화국, 한국의 국민 또는 (세금 등을 납부하는) 거주자, (iii) 디지털 

토큰 및 디지털 통화를 통한 거래가 금지되었거나 관련 법률로 인해 해당 수단이 제한된 나라 및 영토의 국민 또는 

(세금 등을 납부하는) 거주자. (관련 정보 및 문서 등을 포함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오직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제한 사항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된 것입니다.) 구입한 토큰은 언급된 사람들에게 

제공되거나 배분되거나 재판매되거나 토큰 보유자로부터 양도될 수 없습니다. (필요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관련 제한 사항 등을 파악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고, 모든 제한 사항에 대해 준수하는 것도 

본인의 책임이고 이에 대해 리테일글로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GT 토큰은 증권, 디지털 통화, 상품, 기타 금융 수단을 형성하지 않으며, 토큰 보유자의 사법 당국의 증권 법률 등을 

포함한 관련 증권 규제 사항 아래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백서의 내용과 토큰과 관련된 기타 서류들은 투자 

설명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이것의 목적은 사법 당국이 보장하는 증권 형태로의 투자를 요구하거나 증권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어떤 지역의 법률이 RGT 토큰을 증권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리테일글로벌은 이러한 인정 및 승인에 따라 RGT 토큰 보유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토큰 취득, 판매, 기타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언이나 의견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본 백서의 조항 및 내용은 구입 결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에 기록된 토큰 판매 기간 동안 판매된 토큰의 경우 1933 년 미 증권법(U.S. Securities A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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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에 해당하는 증권이기 때문에 수정된 해당 조항의 규정 S(Regulation S)에 따라 해당 토큰은 미국 외 지역에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해당 토큰은 증권법(Securities Act)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미국에서 제공되거나 판매될 수 없습니다. 등록 부재 및 등록 요건 면제와 관련하여 구입자는 자신의 토큰을 재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및 기타 국가 규제 기관 모두 토큰의 가치를 승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았고 토큰 판매에 관한 약관, 관련 서류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승인한 바가 없습니다. 본 백서는 그 

누구에게도 계약에 참가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RGT 토큰 판매 및 구입에 관한 법적 의무를 지우지 아니하고, 지불 

방식으로서 암호 화폐 등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토큰을 구입하는 것은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고 구입한 

전체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구입자는 구입 여부를 자신의 독립적인 평가 및 분석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설명, 추청 값, 그리고 금융 정보는 미래지향적 설명 및 정보입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설명 및 정보는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 및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 때문에 실제 결과는 미래지향적 설명에 나타난 

것과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백서에 사용된 수입 및 이윤의 모든 계산 값의 예는 설명을 목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산업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본 백서에 담긴 정보는 완벽하게 보증되거나 약속될 수 없고, RGT 

토큰 구입에 따른 미래의 이윤을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않고, 리테일글로벌 및 RGT 토큰의 미래 실적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RGT 토큰을 본 백서에 나온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투자, 투기, 및 기타 금융 목적 

등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RGT 토큰은 어떠한 형태로도 소유, 분배 (이윤 등 포함), 상환, 현금화, 재산 (재적 재산 

포함), 기타 금융 및 법적 권리 등 아래에 기술된 사항 외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의 의견 및 피드백이 

고려될 수 있으나 RGT 토큰은 의사 결정 및 레테일글로벌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 방향성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위험 요인” 항목이 리테일글로벌 프로젝트가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리테일글로벌 팀이 주요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귀하는 RGT 토큰 구입 결정 전에 스스로 위험 

평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백서의 영어 버전이 RGT 토큰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담긴 정보는 경우에 따라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될 수 있고, 고객, 계약자, 파트너 등과의 문서 및 구두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 및 커뮤니케이션 과정 가운데 어떠한 정보는 생략되거나, 잘못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번역 및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영어 버전의 백서 사이에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다면, 영어 버전의 백서가 원본 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 백서를 읽을 경우, 귀하는 본 항복 “책임 부인”을 읽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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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리테일글로벌은 소매업 글로벌 진출을 돕습니다 

리테일글로벌(Retail.Global)은 서비스 상거래 생태계에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통해 소매업자 및 제조업자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온라인 스토어 솔루션과 함께 글로벌 판매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브랜드 제품 글로벌 판매를 시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갖춘 인터페이스가 있는 인프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해당 

인터페이스에는 맞춤형 매장, 배송 및 지불, 창고 연결, 고객의 주문 처리, 마케팅, 지원 및 토큰 기반의 로열티 보상 

시스템 등이 해당됩니다. 

현재 저희는 러시아 지역 및 전 세계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러시아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결과를 얻고 있고 전 

세계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 년 이상 경력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문가 팀, 플랫폼 및 인프라, 15 개의 

기업 클라이언트, 연 $400 만의 수익, 그리고 확장 가능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규모가 큰 전자상거래 시장이 있는 전 세계 모든 주요 도시에 사무실을 열고자 합니다. 해당 국가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인도, 홍콩, 베트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리테일글로벌 생태계 내 새롭게 참여한 모든 파트너들 사이에 신뢰 문제를 해결하고 저희의 확장성을 위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각 판매 단계에 있어서 신뢰 및 투명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 확보: 글로벌 제휴 광고 네트워크 

 고객 유지: 토큰 기반의 로열티 보상 시스템 

 주문 배송 및 지불: 블록체인 파트너 생태계 

리테일글로벌 생태계의 모든 과정은 토큰을 기반으로 합니다. 

 플랫폼 커미션: 플랫폼 사용 및 제품과 서비스 공급자 거래에 대한 스마트 계약 

 제품 비용 지불: 고객은 플랫폼에서 매장 제품에 대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로열티 보상 프로그램: 제품 구매에 대해 RGT 를 얻습니다. 

예정된 플랫폼 기능 완료: 

● 맞춤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커스텀 디자인, 외부 데이터베이스 및 서비스와의 기능 및 통합 

● 전 세계 배송 및 지불이 가능한 글로벌 마켓 

● 고객을 위한 최대한의 범위: 모든 창고(도매, 소매)로부터 제품 진열, 공급자 창고로부터 또는 본인의 

제품으로부터 빠른 배송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파트너 창고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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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광고 채널 및 시장에 대한 최대 범위: 구글, 빙, 얀덱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VK, 핀터레스트, 아마존 

등에 통합적인 맞춤형 광고가 이용 가능합니다. 

● 고객 유지를 위한 토큰 기반의 로열티 시스템: 토큰을 기반으로 매장 및 소셜 네트워크 상에 리뷰를 

권장하고 경연 개최 기능을 권장합니다. 파트너 거래소 네트워크와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고객은 매장의 

브랜드 토큰을 리테일글로벌 토큰 거래소에서 다른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시장: 광고, 콘텐츠, 배송, 지불, 그리고 내부 시장에 대한 서비스 통합이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하고, 이를 통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광고를 디자인 및 관리하고, 전환을 높이고, 전 

세계 파트너와의 통합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팀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의 소유주와 시장 

참여자 사이의 관계는 스마트 계약의 규제를 받습니다. 

● 공급자의 내부 시장: 도매 고급자의 제품 라인을 1pc 로부터의 고객 주문 하에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 계약의 규제를 받는 안전한 거래의 도움과 함께 창고로 배달된 배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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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원리 

ᐨ  회사가 스토어 오픈을 요청하고 서비스 마켓플레이스의 관리팀을 선택합니다. 

ᐨ  커스텀 디자인과 최고의 기능들을 통해 온라인 스토어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되도록 합니다. 

ᐨ  글로벌 판매가 쉬워집니다. 다중 언어 인터페이스, 24 시간 지원, 국외 배송 및 지불 옵션을 추가합니다. 

ᐨ  리테일글로벌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전문가들과 온라인 상에서 만나서 여러분의 매장을 

만들고, 마케팅 관리, 고객 지원, 콘텐츠 생산, 고객 주문 처리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지 수익을 얻는 일뿐입니다. 

ᐨ  기업 클라이언트(소매 체인, 제조 회사, 무역 센터)는 수익 공유 모델을 위한 옴니채널이 통합된 전자상거래 

스토어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새 판매 채널, 오프라인으로의 새 고객) 

ᐨ  지역 시장 및 글로벌 시장을 연결합니다 (이베이, 티몰, 아마존). 더 많은 새로운 고객과 판매를 얻게 됩니다. 

ᐨ  제품 재고를 분산시킵니다. 모든 창고, 스토어, 또는 도매 제품 재고를 사용하고, 제 때에 제품을 개인의 

필요에 맞추고, 고객 주문에 따라 제품을 발송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에서 재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ᐨ  블록체인에서 공급자와 스마트 계약을 맺는 것은 전 세계에서 제품 및 서비스 공급자와 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참여자 간의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빠르고, 안전하고, 그리고 저렴한 지불 

및 공급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ᐨ  토큰 로열티 보상 프로그램 실시: 쇼핑 및 피드백에 대해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 유지 

및 고객과의 관계 향상을 이끕니다.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션 

미션 

저희의 미션은 소매업에 혁신을 일으키고 멋진 고객의 쇼핑 경험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리테일글로벌은 글로벌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B2B 고객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어, 배송, 환불, 

세금, 마케팅, 시장, 전자상거래 전문가의 지원 및 도움과 같은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제품 안에서 통합되어 

해결됩니다. 

비전 

저희는 추후 5 년에서 10 년 내에 소매업에서의 다섯 가지의 놀라운 기회를 통해 글로벌 쇼핑과 비즈니스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기회로는 온라인 판매, 크로스보더, 로열티 토큰 보상, 새로운 

테크놀로지 시행, 그리고 블록체인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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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자상거래 판매의 성장 

저희는 성장하는 다섯 가지 트렌드를 바탕으로 저희의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1) 소매업에서의 온라인 판매 성장 

2) 크로스보더 상거래 성장 

3) 더욱 효과적인 로열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4) 옴니채널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새롭고 더 나은 테크놀로지 솔루션에 대한 요구 

5) 제품 및 글로벌 서비스 거래를 위한 암호화폐, 토큰, 그리고 스마트 계약과 같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개발 및 채택 

 

리테일글로벌은 B2B 클라이언트 및 전 세계 배송과 관련하여 동유럽, 러시아, 서유럽,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 조 5,000 억 

소매업 이커머스 판매 (2021 년) 

$6,220 억 

크로스보더 소매업 이커머스 판매 (2022 년) 

$3,000 억 

시가총액 

(2021 년) [5] 

목표 대상 시장: 

- 2018: 러시아 ($250 억), 독일 ($750 억), 프랑스 ($800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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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인도 ($450 억), 한국 ($720 억), 영구 ($1,950 억) 

- 2020: 일본 ($1,250 억), 중국 ($9,750 억)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생성 및 수요 충족에 대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목표와 관련된 거래 파트너 커뮤니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CM 시장은 SaaS 디플로이먼트(Deployments)가 증가함에 따라 2021 년에 $190 억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Gartner,8] 

2016 년 포레스터(Forrester) 연구 보고서는 전 세계 기업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B2C)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는 

2022 년에 $6,210 억에 육박하고 온라인 상거래 전체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 

의류가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구입되었고 (46%), 그 다음 품목은 가전 제품이었습니다 (29%). [4] 

2016 년에 전자 소매는 전 세계 소매 판매에서 8.7 퍼센트를 차지했고, 2021 년에는 15.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11] 2015 년부터 2021 년까지의 전 세계 소매 판매 중 이커머스 비중 (Statista) 

리테일글로벌의 주요 비전은 암호화폐 대중화와 함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지원하고, 공급자와의 스마트 계약을 

통해 쉽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문제점 및 해결책 
 

전자상거래 시장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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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부족: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매업 커뮤니티는 온라인 판매를 증가시킬 기술과 경험이 부족합니다. 

- 오프라인 소매업자,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역량 및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류, 디지털 마케팅, 웹/모바일 개발, 및 옴니채널 고객 상호작용).  

- 이커머스의 빠른 기술 변화는 기업의 개발 및 장애 요소에 대한 유지 보수를 발생시킵니다. 왜냐하면 내부 

팀이 새로운 서비스 및 최고의 실행 방법에 대한 테스트를 분석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고 최고의 산업 시장 

사례에 접근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현재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대부분의 솔루션은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 및 개발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상당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쇼핑 센터와 오프라인 매장은 

트래픽을 잃고 있고 고객을 유치할 새로운 모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을 갖지 못한 많은 도구들과 회사들: 시장에서의 현재 상황은 많은 소프트웨어 제품 판매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비즈니스 수익의 성장에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다. 

- 시장에서 제안된 솔루션은 다양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라인 스토어의 크리에이터는 

다양한 장소, 즉 기타 배송 서비스, 지불 방식, 다양한 채널을 통한 광고 대행사, 개발자, 회계사, 그리고 많은 시간과 

비용들 들여서 모든 것을 합치고 해당 비즈니스에서 기업으로 전자상거래를 시행하는 전자상거래 매니저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옴니채널의 중요성: 판매에 대한 옴니채널 접근의 필요성은 구매자의 요구 사항입니다. 

- 온라인 판매의 증가(시장에 따라 5%에서 30%) 및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오프라인 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비중(산업에 따라 30%에서 75%)은 소매업자로 하여금 커뮤니케이션 및 판매 체계에서 다른 채널과 별개로 

온라인 채널을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개발시키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 기업들은 옴니채널 도구들을 개발시키고자 하지만 해당 도구들을 통합하고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매업과 매우 다른 전자상거래 물류: 창고, 매장, 고객 배송, 그리고 환불 관리에서의 공급망 구조는 

오프라인 소매업의 물류와는 매우 다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 옴니채널 비즈니스의 발전은 모든 매장과 창고의 재고 사용의 필요성으로 이어졌고, 매장과 창고 간의 물류 

지원, 창고에서의 수령, 매장에서의 예약 및 수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글로벌 거래의 발전은 모든 소매업자들에게 국경을 허물어 주었고 또한 새로운 경지의 경쟁을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시장이 지역 소매업자들과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문 배송이 중앙화 된 

창고에서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또는 제조업자의 창고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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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갖고 있는 차이점: 새로운 글로벌 시장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나 운영의 복잡함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화의 복잡성(배송 문제, 언어, 지원 

서비스, 세금 문제, 기타 비용)으로 인해 현재 이것을 소매업자가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 각 나라에는 제품 판매를 등록하고 새로운 주문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송, 배치, 

분류, 서비스에 대한 특정한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기업 개발 로열티 시스템 및 파트너와의 교차 프로모션은 소매업자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 현재 로열티 시스템은 보통 단순한 캐시백이나 할인 제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 발전은 피드백 및 사회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 파트너와의 교차 프로모션은 비경쟁 기업으로부터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케팅 부서의 많은 작업과 노동을 요구합니다. 

 

소매업에서의 혁신은 느립니다. 

- 소매업은 더욱 경쟁을 치열해지고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 개발의 속도는 느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경영자가 새로운 IT 제품을 신뢰하지 않거나 시행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파트너의 생태계를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각 나라는 비즈니스에서 서로 다른 차이점 및 업무의 신뢰도 및 투명성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파트너의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곳에 책임, 품질 관리,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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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글로벌은 전자상거래 시장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리테일글로벌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로부터 수익의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o 리테일글로벌은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 모두를 편리하게 하고 개인의 필요에 맞추는 옴니채널 도구를 

개발합니다. 

 

o 완전한 도구 세트에는 고객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상품 이용 가능 여부, 매장으로부터의 배송, 그리고 고객 

커뮤니케이션 통합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 있습니다. 

 

o 리테일글로벌 플랫폼은 오프라인 구매자에게도 적합합니다. 오프라인 구매자는 “가장 좋아하는 매장” 기능, 

매장 예약, 가까운 매장에 대한 빠른 연결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통계 자료에 따르면 30%에서 80%에 

해당하는 오프라인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조사하거나 프로모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o 쇼핑몰은 쇼핑센터에 입점한 모든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쇼핑센터의 모든 상품들을 직접 구입하거나 배송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소매업 재고 사용 – 매장에서 배급 창고로 

 

o 산업의 많은 경우 다양한 대량의 상품들은 배급 창고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창고, 도시 및 국가의 

넓은 지역에 분포한 매장들과 관련하여 리테일글로벌은 회계 데이터베이스 통합 및 창고 물류와 구매자 배송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뮌헨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의 배송이 판매자 및 구매자 모두에게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13 | 38 
 

 

o 타국으로부터의 배송 관리를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타국에서 구입 시 공급자 및 에이전트 간의 

관계를 관리하고 플랫폼에서 생성된 스마트 계약을 통해 배송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주문을 받고 

에이전트가 공급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때 상품은 안전하게 배송 서비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배송 시작에 대한 메시지가 

배송 서비스에 전달이 되면 공급자가 비용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여러 나라에 위치한 창고에 상품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무엇이 재고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해당 상품이 클라이언트에게 배송됩니다.  

 

지역 참여자가 세계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진입이 많은 참여자들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o 리테일글로벌은 매장이 가진 기존의 온라인 스토어와 타국의 유명한 시장을 통해 여러 새로운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o 다중 언어 기능은 해당 지역에 맞는 언어로 빠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서비스로서 자동 또는 수동), 

자주 이용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지역 고객 지원을 제공합니다. 

 

o 웹사이트 전화율을 최대로 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많이 이용되는 배송 및 지불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o 지역에서 인기가 많은 시장과의 통합은 지역 시장으로부터 즉각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o 리테일글로벌 서비스 마켓플레이스의 전문가들은 지역 광고 채널을 통한 광고에 도움을 줍니다. 

  

o 판매 증대와 함께 플랫폼을 통해 지역 저장 창고 및 주문 처리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빠르고 

더 값이 싸게 고객에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참여자를 위한 토큰 기반의 로열티 시스템 및 단골 고객과의 새로운 단계의 관계 

 

o 리테일글로벌은 토큰 기반의 로열티 시스템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캐시백 지원 등을 통해 매장에 

맞춤형 로열티 시스템을 빠르게 생성하고 또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피드백에 대해 자동으로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o 플랫폼의 많은 파트너들은 교차 프로모션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이 없는 매장에 신규 고객을 창출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구매자들은 구입과 함께 부수적인 것을 얻게 되고 사업 고객의 경우 새로운 판매 채널을 얻게 됩니다. 

 

o 브랜드가 있는 제품의 프로모션을 위해 연결된 시스템은 사업자로 하여금 할인뿐만 아니라 1pc 로부터 제 

때에 만들어진 브랜드 기프트를 제공하게 한다. 

  

o API 를 통해 제삼자 블록체인 로열티 시스템, 거래소 토큰을 통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추천 

시스템을 통해 돈이나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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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글로벌은 소매업에 새로운 테크놀로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o 리테일글로벌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소매업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취득 및 R&D 를 위한 

자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고객에게 소매업이 더욱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o 많은 중대형 판매자들을 통해 저희는 실험, 제품 개발, 전 세계 규모의 스타트업을 위한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o 플랫폼의 사업자 사용자는 시장 혁신에 접근할 수 있고 최신의 솔루션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최소의 통합 

비용으로 스타트업은 리테일글로벌 통합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테일글로벌은 블록체인을 통해 저희의 확장성을 키우고 리테일글로벌 생태계 내 모든 새로운 파트너 

사이의 신뢰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신뢰 및 투명성 문제 해결은 저희가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파트너와 통합을 이루는 것은 매우 쉽고 더 빨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파트너가 서비스에 대한 

지불 방식에 확신을 갖게 되고 브랜드의 퀄리티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트래픽 소스와 추가 정보가 담겨 잇는 모든 매장의 주문은 블록체인에 저장됩니다. 

 

스마트 계약을 사용한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웹마스터(광고 파트너)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발생된 주문에 대한 금액을 받습니다 (전액 모두 기한 내). 

- 브랜드 및 리테일글로벌: 스마트 계약은 배송 및 지불 상태에 근거해서 자동 지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로서 작동). 모든 참여자는 배송된 주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 고객은 매장에 지불 시 에스크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장은 주문 제품이 배송되고 고객이 확인했을 때 

돈을 수령합니다. 

- 모든 나라의 모든 파트너는 에스크로 비용 지불을 사용해서 확실하게 서비스와 지불이 이루어지도록 주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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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글로벌 생태계 
 

 

플랫폼의 모듈 
 

온라인 스토어 제품 및 주문 관리 시스템 글로벌 광고 네트워크 

모든 판매 필요를 위한 전천후 

솔루션을 갖춘 맞춤형 온라인 

스토어입니다. 

제품 목록을 보여주고, 모든 

곳에서 주문을 받고 배송을 

합니다. 지불 및 지원 등의 서비스 

공급자와 연결됩니다. 

전 세계 최고의 모든 제휴 

네트워크 및 광고 대행사 

통합을 통해 전 세계로부터 

고객을 유치합니다.  

 

   

로열티 보상 프로그램 분석 및 제어 옴니채널 비즈니스 

단골 고객 증가를 통한 판매 

증대  

모든 판매, 고객, 및 제품 

분석합니다. 서비스 공급자를 

제어합니다. 미래형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옴니채널을 가능하게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판매 채널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합합니다.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제품 공급자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공급자 

마켓플레이스 

 

개인화, 광고 도구, 

이메일/문자/알림, 분석 

및 기타 사항  

생산자 직송, 기한 내 

생산, 재고 분배 

콘텐츠, 지원, 개발, 

마케팅, 지불,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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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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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브랜드 온라인 스토어: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데스크탑, 노트북, 모바일 온라인 스토어 버젼 

2) 통합된 주문 관리 및 지원을 갖춘 앱과 보트: 모바일 앱, 페이스북 앱, 메신저 보트, 텔레그램, VK, 위챗 

3) 마켓플레이스와의 제품 피드 및 주문 통합 (아마존, 이베이, 엣지, 얀덱스) & 광고 서비스 (구글, 얀덱스, 빙) 

4) 통합 시스템: 파트너 CRM 와 함께 

5) 다중 언어 인터페이스 및 자동 번역 시스템 

 
 

서비스의 마켓플레이스: 개인화, 광고 도구, 이메일/문자/알림, 분석 및 기타 사항 

 

제품 및 주문 관리 시스템 

 

1) 창고 및 매장의 재고를 연결하여 모든 제품은 제 때에 매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 생산자 직송 및 배급 창고를 통해 판매가 증대됩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해서 창고 주문을 위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창고와 연결되어 배송이 더욱 빨라집니다. 

3) 의류, 액세서리 등에 기한 내 프린트를 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한 내 프린팅 서비스는 

서비스 마켓플레이스에 통합되어 있음). 

4) 주문 관리 시스템을 통해 모든 곳에서 주문을 확인하고 처리하고 배송할 수 있습니다. 

5) 제품과 창고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재고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6) 공급자, 구입자, 그리고 제삼자 등의 다수의 서명과 함께 이루어지는 스마트 계약에 기초해서 공급망이 

이루어집니다. “이용 사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배송, 지역 지불 방식, 다중 언어 고객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리테일글로벌 플랫폼에서 판매, 제품 재고, 그리고 판매한 나라의 트래픽 모두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매장을 시작하고 관리하는 리테일글로벌 서비스 마켓플레이스의 전문가 팀이 중형 및 대형 기업이 온라인 

스토어를 시작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프로젝트의 생성, 이전, 및 개발을 지원합니다. 

 

제품 공급자의 마켓플레이스: 생산자 직송, 기한 내 생산, 재고 배급. 서비스 공급자의 마켓플레이스: 콘텐츠, 

지원, 개발, 지불 및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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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광고 네트워크 

 

전 세계 최고의 모든 제휴 네트워크 및 광고 대행사 통합을 통해 전 세계로부터 고객을 유치합니다.  

다음의 모든 주요 광고 채널로부터 고객을 유치합니다. 

- 광고 네트워크 및 검색: 구글, 빙, 얀덱스, 바이두 

-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VK, 웨이보 등 

- 제휴 네트워크 

- 마켓플레이스: 아마존, 티몰, 엣지, 이베이, 얀덱스마켓 등 

- 고객 유지: 이메일, 알림, 리타겟팅, 로열티 보상 

서비스 공급자 마켓플레이스: 제휴 네트워크, 광고 대행사, 프리랜서 

 

로열티 보상 프로그램 

리테일글로벌 로열티 보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토큰 기반의 로열티 보상 시스템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과 리뷰를 얻습니다. 

2) 여론 주도자 및 CPA 파트너를 위한 특별 추천 파트너 프로그램을 생성합니다. 

3) 파트너와의 프로모션을 위해 파트너 API 를 사용합니다. 

4) 상품권 등을 위한 파트너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5) 특별 제공, 쿠폰 등의 고객 관리 수단을 사용합니다. 

 

암호 토큰인 리테일보너스 토큰으로 클라이언트로부터 피드백과 리뷰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서 비즈니스를 

개선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쇼핑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새로운 제품에 대해 알려줍니다. 

저희는 플랫폼의 모든 클라이언트를 위한 로열티 보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없는 매장은 그들의 고객이 다른 매장으로부터의 신규 고객에 대한 로열티 포인트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서 새로운 판매를 이끌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다음으로부터 토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제품 구입의 캐시백 

● 매장, 소셜 미디어에 대한 리뷰 

● 매장 콘테스트 및 여러 마케팅에 참여 

● 신규 리즈를 위한 추천 프로그램 

파트너는 구입 비용의 일부로서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API 는 여러 파트너와의 통합된 마케팅 캠페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게 토큰의 교환: 매장 토큰을 변경해서 할인 및 기프트에 적용 

 

분석 및 제어 

모든 판매, 고객, 및 제품 분석. 

1) 서비스 공급자 제어: 대시보드 및 태스크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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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드맵 및 파이낸셜 모델링 

3) 보고서가 포함된 대시보드 

4) 데이터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옴니채널 비즈니스 

옴니채널 서비스 및 통합은 매장 비즈니스에 매우 유용합니다. 

플랫폼 기능: 

- 현재 구입하는 매장 보여주기 

- 가게에서 온라인 예약 

- 가게에서 3 시간 내 배송 

- 고객용 모바일 앱과 이용 가능성 및 주문 확인을 위한 매장 도우미 

- 기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연결 기능 등 

딜로이트의 추정에 따르면 오프라인 소매업 판매의 약 60 퍼센트는 디지털 기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7], 따라서 

옴니채널 통합은 고객을 매장에 충성된 고객으로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리테일글로벌 생태계 구조 

 

플랫폼을 바탕으로 형성된 생태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브랜드 

제조업자, 매장, 브랜드 소유주, 쇼핑몰 

 

- 제품 공급자 

제조업자, 배급자, 도매, 생산자 직송, 기간 내 생산 

 



 

 

 20 | 38 
 

 

- 서비스 

분석, 광고, IT 인프라 등 

 

- 서비스 공급자 

콘텐츠, 배송, 지불, 관리, 컨설팅 등 

 

- 연계 파트너 

연계 광고 네트워크, 웹마스터, 대행사 

 

- 로열티 보상 파트너  

가게, 항공사, 은행, 공급자 등 

 

모든 생태계 참여자는 선별되어 플랫폼에 최대한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전 세계 판매를 

가능하게 합니다. 

 

각 나라의 사무실 

 

주요 시장(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있는 리테일글로벌 사무실을 통해 다음 

사항들이 가능합니다. 

- 지역 비즈니스와 긴밀이 상호 협력 

- 새로운 생태계 구성원 발견, 확인 및 통합: 상품,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광고 및 지원에 대한 지역 채널의 

공급자 

- 지역 법률 및 회계 문서 제공 

플랫폼 사용 시 토큰으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서비스가 공급되는 나라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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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플랫폼의 혜택 
 

1. 지역 회사 서비스와 같은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 모든 필요한 리소스는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 광고 채널 관리, 시장 주문, 지역화 및 고객 지원을 위한 지역 팀).  

2. 수익 공유 지불 모델(판매 중 %)은 프로젝트의 부정적인 경제적 위험을 제거합니다. 단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주문만 지불하면 그 외 여러 가지 효과를 얻고 오프라인 판매가 증가하게 됩니다. 

3. 사스(Saas) 플랫폼은 높은 서비스 적응성, 여러 나라에서의 빠른 이용 가능성, 고객을 위한 빠른 다운로드가 

가능한 사이트 콘텐츠 최적화를 제공합니다. 또한 플랫폼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새로운 모듈, 파트너 

서비스와의 통합 및 최선의 실행 구성을 통해 온라인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합니다. 

4. 전 세계의 판매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하는 것이 쉽습니다. 확인된 기업 팀들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기업의 대표자와 직접 연락을 취함으로써 온라인 

비즈니스를 개발합니다. 수익 공유 모델로 인해 이러한 팀은 직접적으로 온라인 성공과 관련을 맺게 됩니다. 

모든 공급자들은 완전히 플랫폼에 통합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흠 없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5. 높은 성장을 위한 온라인 판매 경로 제어 및 관리: 리테일글로벌 플랫폼의 성공은 또한 광고 및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지원, 배송, 및 로열티 시스템까지 온라인 비즈니스가 판매의 주요 길목이라는 점에서 성취되어 

집니다. 이러한 각 단계는 굉장한 비즈니스 성공을 이끄는 데 효과적입니다. 

6. 최선의 계획, 판매 채널, 더 나은 연결 조건, 그리고 콘텐츠 및 다른 나라에 대한 지원 활용 – 리테일글로벌 

사용자는 특별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에 다양한 마켓의 수많은 기업이 있고 서비스 공급자 

및 상품 관련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7. RRG 토큰은 전 세계 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사용자 및 파트너가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토큰에 대해 입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지불 연기가 가능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플랫폼의 혜택 
 

1. 전 세계로부터 고객을 유치하고 자신의 제품을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하나로 통합된 플랫폼을 통해 고객 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전 세계의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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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스택 
 

저희 플랫폼 및 생산 팀은 MySQL, MongoDB, Redis, Memcached, Sphinx, Elastic Search, PHP, 

Python 을 사용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더리움, 하이퍼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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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터페이스 
 

현재 기업 클라이언트 사용을 위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프로젝트(순수 온라인 매장, 매장 체인 및 제조업체)는 다양한 유형의 통계, 주문 관리, 창고 재고 

통계 자료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주문 목록 

 

 

 

통계 자료  

 

  

공급자 용 통계 자료 

 

 

주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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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플랫폼 사용료 
기업은 수익 공유 모델에 따라 플랫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 소매업자 

수익 공유 모델과 함께 10%에서 25%. 

 

- 서비스 회사: 수입 공유 모델과 함께 

1%에서 10%. 

 

- 스마트 계약 및 로열티 보상 토큰 비용: 

0.2%에서 5%. 

 

목표 대상 클라이언트 

다양한 규모의 비즈니스에 대해 플랫폼에는 다양한 계획이 있습니다 

1) 독립적인 오프라인 매장의 소유주 

이들은 온라인으로부터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옴니채널 도구와 로열티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고객 

관계를 형성합니다. 

전 세계에서 단골 손님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판매를 현실화합니다. 

2) 무역 센터 및 백화점 

저희는 무역 센터가 모든 매장에 대해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무역 센터는 무역 센터 용량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스토어 실현과 모든 

제품에 대한 실제 이용 가능성을 담은 목록 제공은 판매 증대와 단골 손님을 만드는 데 최고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3) 패션, 미용, 인테리어, 식료품, 스포츠 용품 등의 제조업체: 옴니채널 도구와 글로벌 서비스로 공식적인 

단일 브랜드 온라인 스토어 개발에 대한 기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상품의 숍 인 숍 통합은 판매를 증가시키고 고객 유지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4) 모든 곳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기 원하는 기업가: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글로벌 판매 및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목표 대상 산업 

1) 패션 의류, 액세서리 및 신발 – 크로스보더 판매의 대략 절반 

2) 건강 및 미용 

3) 아웃도어 및 스포츠 

4) 특산물 및 전문 음식, 고가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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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사례 
 

1) 지역 거래 네트워크를 가진 지역 신발 제조업체가 글로벌 크로스보더 판매를 시작하고 유럽에 재고를 

이전합니다. 

 

리테일글로벌은 플랫폼에서 다음 사항을 실시합니다. 

- 온라인 스토어 및 카탈로그를 만들고 제조업체와 파트너를 통합합니다. 

- 모든 매장의 제품 재고 및 도매업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 다중 언어 지원 및 전 세계 배송이 준비됩니다. 

- 브랜드 로열티 보상 시스템을 보유하게 됩니다. 

- 지역 고객에게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에 운영 창고가 만들어집니다. 

 

2) 지역 마케팅, 배송, 고객 지원을 더욱 키워서 글로벌 판매를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문제점 

 

글로벌 판매 소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역 마케팅 및 콘텐츠 팀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해당 작업의 

결과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자금을 모으고 분쟁을 해결하는 제삼자의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해결책 

 

리테일글로벌 플랫폼 내에서 가능한 다중 서명을 지원하는 스마트 계약 및 지불은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먼저, 고객은 스마트 계약과 함께 플랫폼 주소로 자금을 이체합니다. 계약자는 자신이 담당한 

일을 처리합니다. 고객이 결과에 만족한 경우, 그들은 스마트 계약에 서명을 하고 자금은 계약자에게 이체됩니다. 

해당 플랫폼은 리테일글로벌 토큰으로 비용을 받습니다. 

 

3) 중국의 도매업자로부터 상품 주문 및 확인하기 

 

문제점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주문할 때 고객은 너 나쁜 질의 문제를 맞이하게 되고 지역 에이전트(에스크로)는 공급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책 

 

리테일글로벌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먼저, 공급자가 플랫폼에서 스마트 계약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조건을 읽고 동의하면 자금을 이체시킵니다. 공급자가 상품 발송 준비가 되면 그들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제삼의 기관이 배송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물류 회사가 화물(“오라클”)을 추적하고 자금은 

공급자에게 이체가 됩니다. 

 

4) 지역 무역 센터는 온라인 스트어와 새로운 쇼핑 센터로 인해 판매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리테일글로벌은 플랫폼에서 다음의 사항을 시행합니다. 

- 모든 매장의 제품에 대해 온라인 스토어 생성 

- 카탈로그 콘텐츠 생성 및 모든 참여자 통합  

- 모든 옴니채널 도구 제공 (예약, 매장 이용 가능 여부, 모든 매장에서의 제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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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프라인 및 온라인 매장을 위한 로열티 보상 시스템 

-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모든 구입 기록 보관 

- 사회 활동에 대한 보너스 시스템 

- 친구들에게 쿠폰 전달을 통해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추천 시스템 

- 할인 대신에 보너스 계정에 캐시백 제공 기회 

- 사용자에게 암호 토큰을 주는 로열티 시스템 (현재 모든 사용자 사이에서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화가 

있음) 

- 파트너 로열티 시스템과 보너스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 

로드맵  
 

전자 상거래에 모든 인프라를 생성하기 위해 10 년 전에 저희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7 온라인 매장 Proskater.ru (스포츠 용품) 시작 

2012 모든 인프라 생성: 창고, 지원, 콘텐츠 생성, 마케팅 및 회계 

2015 첫 번째 기업 클라이언트 – 퀵실버, 보드라이더(brd.ru) 

2016 $300,000 의 첫 번째 엔젤 투자 유치 

2016 

새로운 클라이언트 - A3Sport, 나이키, SuperDry, Stride (DropSneakers.ru 온라인 스토어 

- Spacekix.com 으로 재오픈) 

2016 새로운 온라인 매장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위해 모든 프로그램 인프라 생성 

2016 오프라인 매장 연결을 위해 옴니채널 모듈 생성 

2017 다음 단계의 개발을 위해 $300,000 엔젤 투자금 유치 

2017 고객 매장 시작 - Glance, Mail.ru, VK.com, Soho, Union, JustCoffee, Anta 

2018 새로운 클라이언트: 5Pockets Chain, Comma, Ripcurl, Steinberg 

2018 로드맵 및 차후 발전 비전이 담긴 백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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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판매 이후 저희는 리테일글로벌 플랫폼을 위해 다음 모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온라인 스토어를 

위한 플랫폼 

기업 온라인 스토어를 

위한 플랫폼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마켓플레이스  

제품 공급자 

마켓플레이스 

토큰 기반의 로열티 보상 

시스템 

2019 년 

3 분기 

필요한 절차 생성 및 연결 

기능 (배송, 지불, 지원, 

도메인) –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다중 언어 인터페이스 

및 국제 배송 & 새로운 

기업 클라이언트 관계 

시작 

시험 실행   가게에서 시험 실행 

2019 년 

4 분기 

다중 언어 인터페이스 및 

국제 배송 – 독일 

유럽 및 러시아 내 첫 번째 

사용자 및 파트너 

    

2019 년 

4 분기 

확장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전체 공개 시험 실행 플랫폼의 모든 참가자 시작을 

위한 작업 

2019 년 

4 분기 

  확장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확장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유럽 및 러시아 내 첫 

번째 사용자 및 파트너 

  

2020 년 

1 분기 

확장 (영국)     전체 공개   

2020 년 

2 분기 

  확장 (영국) 확장 (영국) 확장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오프라인 소매업 및 첫 번째 

실행을 위한 모듈 생성 

2020 년 

4 분기 

확장 (인도)         

2021 년 

1 분기 

  확장 (인도) 확장 (인도) 확장 (영국) 오프라인 및 온라인 매장에 

대해 실시 

2021 년 1, 

2 분기 

확장 (중국)         

2021 년 3, 

4 분기 

  확장 (중국) 확장 (중국) 확장 (인도)   

2022 년 1, 

2 분기 

확장 (다른 아시아 국가들)         

2022 년 3, 

4 분기 

  확장 (다른 아시아 

국가들) 

확장 (다른 아시아 국가들) 확장 (중국 & 다른 

아시아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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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및 토큰 판매 

 

 

RGT(리테일글로벌 토큰, Retail.Global Token)은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RGT 는 플랫폼 사용료로 사용됩니다. 

 스마트 계약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한 거래 비용 

 플랫폼 사용료 

2) 플랫폼 상의 매장 상품에 대한 비용 지불 

3) 로열티 보상 프로그램: 고객은 매장 상품 구입에 대해 보상으로 RGT 를 얻습니다. 

 

토큰 홀더(보유자)는 투표에 참여합니다. 

토큰 홀더의 의견에 대해 1 토큰은 1 투표로서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이슈에 대해 플랫폼에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1) 스타트업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스토어 개설: 

플랫폼이 개설 및 개발 비용, 온라인 스토어 광고 비용, 수익 공유에 대한 수익 비용을 

감당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처음에 실제 판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2) 소매업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 펀드 후보에 대한 선택: 

해당 자금은 초기 자금을 제공하고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고 플랫폼 스토어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스타트업은 금융 및 개발 사례를 얻고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위한 플랫폼을 얻습니다. 

 

토큰 역학  

토큰 이름 RGT 

토큰당 가격 1.00 USD (미화 1 달러) 

토큰 표준 (블록체인) ERC20 (이더리움) 

하드캡 (라운드 A + 라운드 B) 20,000,000.00 USD 

하드캡 (라운드 A) 10,000,000.00 USD 

하드캡 (라운드 B) 10,000,000.00 USD 

어퍼캡(Upper Cap) (사전 판매) 1,000,000.00 USD 

토큰 특혜 플랫폼 내 사용 토큰 

  

토큰 배분  

토큰 판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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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판매 유보 30% 

프로모션 (포상, 에어 드롭, 추천) 프로그램 5% 

경영 및 팀 15% 

옵션 풀 & M&A 리저브 10% 

기술 지원 및 고문 10% 

서비스 공급 및 북 빌딩 플랫폼을 고려하여 192 BTC 가치의 토큰이 추가적으로 ICOBox 토큰 

홀더에게 발행될 것입니다. 

  

수익금 사용  

월급 30% 

사무실 2% 

인프라 23% 

마케팅 36% 

벤처 자금 8% 

  

  

구입: 1.00 USD 에 1RG 토큰 판매 

토큰 판매 목표: 10,000,000 RGT 

판매 가능한 최대 토큰 공급량 24,300,000 RGT 

판매되지 않은 모든 토큰은 지갑으로 이전되어 “옵션 

풀 & M&A 리저브”로서 1 년 간 거래가 정지됩니다. 

생성된 토큰: 40,500,000 RGT 

코튼 최소캡: 2,000,000 RGT (이백만) 

토큰 가격: 1.00 USD 

티커심볼: RGT 

권장 1 인당 최소 구입 100 USD (=100 RGT) 

가입(구독)당 최대 구입 1,000,000 USD (1,000,000 RGT) 

지불 가능한 암호 화폐: USDT, BTC, ETH, ETC, LTC, ZEC, DASH 

지불 가능한 국가 화폐: 다음 나라들의 국민 및 거주민을 제외한 모든 나라: 

미국, 싱가폴, 베트남, 중국, 이란, 한국, 북한, 시리아, 

수단, 또는 쿠바. 더 자세한 사항은 백서 맨 앞에 있는 

책임 부인 항목과 저희 웹사이트 retail.global 에 있는 

토큰 판매 약관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자금 배분 비중:  

2019 33% 

2020 47% 

202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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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및 보너스 

 

단계 시작 날짜 종료 날짜 발행 비중 할인 거래 정지 

라운드 A 2019.07.15. 2019.07.17. 10% 50% 2019.08.12.까지 

거래 정지, 이후 

매월 10% 

라운드 B 2019.08.08. 2019.08.10. 50% 30% 초기 10%, 이후 

매월 10% 

라운드 C 2019.08.22. 2019.08.25. 40% 20% 초기 10%, 이후 

매월 10% 

 

 

1 RGT 의 구입 비용은 모든 단계의 토큰 판매에서 미화 1 달러(1 USD)입니다. 

 

RGT 토큰 배포 및 토큰 판매 참여자 지갑으로의 전달은 토큰 판매 완료 후 10 일 내에 이루어집니다.  

 

토큰 판매 종료 시로부터 2 년 동안 팀 및 고문은 토큰 귀속 시간(vesting time)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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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및 현재의 비즈니스 
 

모든 팀원은 전자 상거래, 소매업, 그리고 도매업 분야에서 10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테일글로벌은 고문단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광고, 소매업, 기술 시장 분야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팀 

Zhdankin Pavel 

리테일글로벌, Proonline (러시아 전자 상거래 서비스 회사), Proskater.ru (러시아 전자 상거래 

스포츠 분야의 선두 주자), Brandship (브랜드 상품 비즈니스)의 CEO 이자  설립자. 전자 상거래에서의 

10 년 이상의 경력 

Satsunkevich Artur 

파트너십 및 비즈니스 개발 디렉터. 패션 및 FMCG 분야 판매에서의 10 년 이상의 경력 (Gloria Jeans, 

Lacoste, Jeans Symphony, KixBox) 

Evgeniy Sorokin 

리테일글로벌의 COO. 전자 상거래 인프라 생성 제어 기업에서의 7 년 이상의 경력 (창고, 콜센터, 문서 

처리 및 물류) 

Gagiev Arkadiy 

마케팅 팀장 

패션 및 FMCG 판매 관련 데이터 분석에서 6 년 이상의 경력. 모든 디지털 마케팅 채널의 전문가 

(컨텍스트 광고, SEO, 미디어 구입, SMM, 이메일 등) 

Gavrish Dmitry 

플랫폼의 CTO. 웹개발에서의 7 년 경력 

+ 60 명의 팀원들: 콘텐츠, 지원, 마케팅, 개발, 창고 및 회계 

 

고문 
 

Roger Crook 

DHL Global Forwarding 의 CEO. 30 년의 국제 무대 경험. Deutche Post DHL 이사회 회원.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아마존, 라자다/알리바바와 협업. 

Keith Te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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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Crunch 의 설립 주주, Accelerated Digital Ventures 대표, Archimedes Labs, EasyNet 

(>$10 억 가치), RealNames (>$10 억 가치), Minds and Machines Inc. 등의 창업자 

Ken Leaver  

Wayfair 제품 디렉터 ($70 억 미국 전자 상거래), 프로덕트 라자다(알리바바 기업) 대표, 그루폰 UA 전 

CEO, VISA 및 BCG 전략 파트너 

Gary Baiton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고문 및 블록체인 & 토큰 판매 전문가 (IBC 그룹, Crypto Lawyers Corp, 

엔젤/암호화폐 투자자) 

Shamis Alexander 

Dostavista 파트너 (글로벌 크라우드 소스 같은 날 배송 서비스), Printio 창업자 (시간 내 기프트 

생산), Foodik (음식 배달) 

Nester Roman 

Segmento 의 CEO 이자 공동 창업자  

Segmento 는 데이터가 주도형 옴니채널 마케팅 선두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Sberbank Group 

(LSE:SBER, 동유럽에서 가장 큰 은행)과 AFK SISTEMA (AFKS (MCX))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Matskevich Dmitry 

dbrain(AI 앱을 형성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의 공동 창업자, Flocktory(QIWI 가 보유)의 공동 창업자, 

Relap.io. 투자자, 파트너, 소매 및 미디어의 AI 기술과 관련된 고문. 

Aizen Ilya 

Flocktory(QIWI 가 보유)의 창업자, 다수의 스타트업 투자자, 전자 상거래, B2B, 그로스 해킹, 투자 관련 

고문. 

Solodov Vladimir 

비즈니스 컨설턴트, MBA (Cornell Institute), Boston Consulting Group (BCG)에서 근무. 네트워킹, 

파이낸스, 글로벌 비전 협력. 

Tomashevskiy Denis 

퀵실버(러시아, 핀란드, 덴마크) CEO, 마케팅 아디다스 CIS 전 대표. 소매업 체인, 도매업 시스템, 

국제적인 확장 및 경영 관련 고문. 

Dostavista Global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 멕시코, 영구, 인도네시아, 터키 등에서 우버 모델에 기반한 B2C & P2P 배송. 

배송, 시장에서의 우버 모델의 역량, 리테일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실행 관련 고문. 

Dbrain 

비즈니스에서 AI 사용에 초점을 맞춘 블록체인 스타트업. 모든 리테일글로벌 사용자는 Dbrain 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온라인 스토어에 이미지 및 비디오 처리)에 미리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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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현재 클라이언트 

 

1) Proskater (온라인 스포츠 의류 소매업) 

https://www.proskater.ru/info/platform 

스포츠 분야에서 순수 온라인 매장의 리더 – 4 개 도시의 50 개 이상 창고를 통합 

 

2) Billabong (패션 브랜드) 

https://www.billabong.ru/info/platform 

여성의 일상 패션과 관련된 국제적인 패션기업 

 

3) BOARDRIDERS (퀵실버의 체인) 

https://www.brd.ru/info/platform 

스포츠 및 의류 상품과 관련된 옴니채널 소매업 – 7 개 창고 통합 

 

4) GLANCE (디자이너 의류 제조업 및 매장 체인) 

https://glance.ru/info/platform 

150 개 매장에 이르는 대형 패션 소매업 

 

5) SOHO (신발 매장 체인) 

https://sohoshop.ru/info/platform 

Clarks, Ara, EMU, Porsche Design 등의 신발 소매업 및 배급 

 

6) Gifts.Mail.ru (온라인 기프트 매장)  

https://gifts.mail.ru/info/platform 

온라인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로서 기프트 매장 (시장 가치 $40 억) 

 

7) VK.com/Shop (온라인 기프트 매장)  

https://vk.com/shop 

Russia VK.com 에서 가장 큰 소셜 네트워크 기프트 매장 

 

8) JustCoffee (커피 제조업)  

https://justcoffee.ru/info/platform 

 

9) UnionBoards (스포츠 장비 제조업)  

https://unionboards.ru/info/platform 

 

https://www.proskater.ru/info/platform
https://www.billabong.ru/info/platform
https://www.brd.ru/info/platform
https://glance.ru/info/platform
https://sohoshop.ru/info/platform
https://gifts.mail.ru/info/platform
https://vk.com/shop
https://justcoffee.ru/info/platform
https://unionboards.ru/info/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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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nta (중국 최고의 스포츠 제조업, 전 세계 10,000 개 이상의 매장 운영)  

https://anta-sport.ru/info/platform  

 

11) 5 Pockets (러시아 최고의 패션 소매업, 100 개 매장 이상)  

https://5karmanov.ru/info/platform 
 

12) Ripcurl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 중 하나)  

https://ripcurl-store.ru/info/platform 

모든 프로젝트는 플랫폼과 함께 연 $4,000,000 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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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인 
 

리테일글로벌 토큰(이하 “RGT” 또는 “토큰”)을 구입하는 것은 높은 위험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토큰의 

잠재적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리테일글로벌 팀은 잠재적 위험성 등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이번 

장에서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 안내: 아래에 기술된 위험 요인 목록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본 백서에 기록된 위험 외에 현재 리테일글로벌 팀에 예측하지 못한 다른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여기에 구체화된 것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토큰을 구입하기 전에 구입자는 

주의 깊게 모든 정보를 살펴보고 구입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에 근거하고 구입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술적 위험 

 

블록체인의 위험성. 토큰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됩니다. 따라서 이더리움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토큰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토큰 및 플랫폼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해커의 플랫폼, 스마트 계약, 또는 토큰에 대한 공격의 위험성. 토큰은 해킹 등으로 인해 몰수되거나 타인에 

의해 무단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커나 다른 조직들이 스마트 계약이나 토큰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바이러스 공격, 디도스 공격, 전면 공격, 네트워크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플랫폼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은 의도적이거나 또는 의도적이지 않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토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토큰 제어 및 접속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이러한 에러나 결함이 있을 경우 치료 방법이 없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토큰 수요주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커의 토큰 홀더 컴퓨터 공격, 비밀번호 및 비밀 키 손실의 위험성. 구입한 토큰은 구입자의 디지털 

지갑이나 금고에 저장되고, 이때 비밀번호, 디지털 키 또는 디지털 키 조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지갑 및 금고와 관련된 키를 잃어버릴 경우 토큰에 대한 접속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삼자가 (해킹 

등을 통해) 비밀번호나 비밀 키를 알아서 토큰 홀더의 호스팅 지갑 등에 로그인하여 토큰 홀더의 토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에 대해 리테일글로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래에 새로운 테크놀로지 이용 및 변경의 위험성. 토큰 및 블록체인은 최근의 기술로서 상대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것의 효율성, 신뢰성, 보안성은 많이 입증되었지만 미래에 이러한 기술에 

어떠한 실패가 전혀 없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의 진보 과정 가운데 이러한 기술에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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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술이 미래의 새로운 기술과 

호환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큰 및 

블록체인의 사용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호환 불가의 위험성. 토큰 획득 및 저장을 위해 선택한 전자 암호화폐 지갑 또는 

지갑 서비스 공급기는 토큰과 기술적으로 호환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토큰 

홀더는 자신의 토큰에 접속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토큰 홀더는 자신이 등록한 암호화폐 지갑의 호환성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리테일글로벌은 이와 관련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러 사항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규제 관련 위험 Regulatory Risks. 

 

규제 불확실성의 위험성.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 상황은 많은 사법 관할 

구역에서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토큰과 같은 기술이 미래에 법률 등의 규제와 사법부의 판단 

등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토큰의 소유 및 사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토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이 때문에 토큰은 

여러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거나 등록 과정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리테일글로벌은 규제 기관이 

토큰에 대해 불법적인 요소로 판단을 한다면 토큰 배포, 플랫폼 개발 등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자격 및 면허의 취득, 유지, 또는 갱신과 관련된 위험성. 토큰 판매 시점에 리테일글로벌이 토큰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자격 및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는 법적 요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는 위험성은 조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토큰 판매 및 사용은 관련 자격 및 면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해당 조건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관련 법률 요건이 리테일글로벌이 기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지역에 필요한 

자격 및 면허 획득이 불가할 경우 리테일글로벌은 토큰 배포를 중단하거나 플랫폼 개발을 중단하거나 또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 조치 관련 위험성. 블록체인 산업 및 토큰 발생은 새로운 기술이고 이로 인해 감독 및 규제 대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관련 당사자의 활동을 감독하지 않을 가능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토큰 및 플랫폼 개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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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실패의 위험성. 파산, 기술적 문제, 경영상의 문제, 새로운 기술의 등장 등으로 인해 백서에 기술되어 

있고 리테일글로벌이 개발한 모델이 원하는 기능이 개발자가 원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작동하거나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인해 모델의 개발 및 시행이 

리테일글로벌이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모델이 준비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 

시장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불충분한 실행의 위험성. 시장 전략의 실패, 외부 제약, 또는 경쟁자의 조치 등으로 인해 리테일글로벌이 

개발하고 백서에 기술된 모델이 부족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삼자 의존의 위험성. 개시 이후에도 리테일글로벌이 개발하고 백서에 기술된 모델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의 채택 및 개시, 그리고 계속적인 개발,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제삼자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삼자는 리테일글로벌 팀이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지만, 제삼자가 일을 적절하게 하고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보증 및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플랫폼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금 손실의 위험성. 백서에 기술된 프로젝트, 리테일글로벌이 개발한 모델, 플랫폼, 토큰 판매 구조 내에서 

모아진 모든 자금은 보장되거나 보증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프로젝트이 실패하거나 토큰 및 

플랫폼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토큰 홀더가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 및 공공의 보험 대표자가 

있지 않습니다. 

 

불가항적인 상황 발생의 위험성. 미래에 리테일글로벌이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는 예외적인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리테일글로벌 및 토큰 플랫폼의 운영에 제약이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