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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백서(white paper)는 WISDOM Foundation에 의해 2018년 10월에 발간되었습니다.

이 백서는 잠재 구매자에게 WISDOM Foundation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FWC 토큰의 구매를 진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백서는 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의 매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WISDOM Foundation, 관리자, 배포자, 직원들 그리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외부 관계자들
은, 이 백서가 발표된 날짜에, 빠진 부분이 없도록 모든 사실 정보를 담아 작성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 백서에 담겨 있는 정보는 수정, 추가, 보완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 백서는 WISDOM Foundation의 비즈니스 목적과 FWC 토큰 문제에 관해 얘기하고 있
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감독기관이나 규제기관도 검토, 검증 또는 허가나 권한을 부여하
지 않았습니다. 다음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솔루션 제공의 접근 방식에 대한 정보
입니다. 다음의 정보는 포괄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적 관계에 관한 어떠한 요소도 포
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WISDOM Foundation과 연관된 사람들은 정확성에 대한 신뢰나 완벽성 혹은 이 문서에
포함된 어떠한 요소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증하지도 법적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WC 토큰의 미래 고객들은 스스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백서의 출판과 FWC 토큰 제공은 특정 관할권에서 제한될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개
발하려는 사람이나 백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FWC 토큰을 사용할 때 스스로 법률적인 측면
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백서는 해당 제안이나 권유가 합법적이지 않거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관할권의 모든
사람에게 권유 또는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플랫폼과(혹은) FWC 토큰은 어떠한 범위 내에
서도 담보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백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투자서나 문서로 제공될 수 없
으며 유가증권, 증권 투자, 투자자 모집 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FWC 토큰의 잠재 구매자는 법적 정보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구매, 보유, FWC
토큰활용, 제한규정 및 자신의 시민권, 주거지 등 해당 지역의 세금에 대해 스스로 알아봐
야 합니다.

FWC 토큰은 미국에 거주중이거나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싱가포르 국적인 사
람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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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법규를 최대한 확장하는데 WISDOM Foundation은 회사 설립자와 회사 관계자는
발생한 중대한 손실에 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령 그 손실이 불법이든 계약이
든 혹은 그 외에 기반을 둔 어떤 것이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업 재무상태, 비즈니스 전략, 계획, 그리고 산업 잠재력에 관한 이 모든 내용은 미래지향
적(forward-looking)인 내용입니다. WISDOM Foundation이나 이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 혹
은 그 어떤 사람도 실제 미래의 결과, 성과 그리고 기업의 성취에 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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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stract
1992년 Dwork와 Naor에 의해 제안된 proof-of-work(POW) 개념을 토대로 발전 된 비
트코인은 혁신적이고 새로운 전자화폐 시장을 열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포킹(forking)
을 통한 진화가 가능한 개방된 시스템으로 사용자와 채굴업자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포
크(fork)를 생산 할 수 있고, 이는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전자화폐의 시장이 열렸음에도 암호화폐는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 다음 4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 다 음 1. 사용의 어려움
2. 암호화폐 가치의 실시간 변동성
3. 대금 처리(트랜잭션) 속도의 문제점
4. 실생활 결제와의 관련성

WISDOM Pay가 이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합니다.
WISDOM Wallet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
북, USB 등)를 지원하며, 누구나 쉽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WISDOM Pay가 가지고
있는 AI기반의 “Sign&Pay”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폐의 가격변동에 대한 리스크 없이 결제
및 정산이 100% 가능 하게 합니다. 또한, “Sign&Pay"를 통해, 어떤 블록체인 서비스 보다
빠른 대금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 우리는 전세계 소매점 POS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비접촉식 지불카드
등을 사용함으로써 암호화폐를 소비자들에게 보급 하고자 합니다.

WISDOM은 통합된 보완시스템(Complimentary System)을 개발 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WISDOM Pay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행동은 WISDOM에 기록 되고, 사용자에게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 받게 됩니다.

WISDOM WALLET에 보관된 자산은 사용자의 동의하에 사용자가 정한 비율 만큼 AI 자산
운용을 하게 됩니다. WISDOM PAY는 Clustering AI 자산 운용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3년간 놀라운 수익을 실현 하고 있습니다. WISDOM Wallet에 자산을 보관 하는 것만
으로도 사용자는 매해 놀라운 수익을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자들은 암호화폐를 투자의 수단으로만 사용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WISDOM PAY만 있다면 암호화폐는 결제의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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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며, 빠르고, 혁신적인 금융 프로세싱 블록체인 생태계를 WISDOM Pay가 만들고
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WISDOM PAY는 각국의 KYC/AML 이슈를 모두 검토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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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roduction
2.1 What is WISDOM PAY?
WISDOM PAY는 암호화폐가 실물경제에서 다양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제 플
랫폼이며, PG, COIN, CARD, MOBILE APP, WALLET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ISDOM PAY는 기존의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와 다른 차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는 신용카드, PG, PSP사업자의 결제 프로세스 없이 암호화폐 중심의 결제처리 서비스라는 측
면입니다. 두 번째는, WISDOM PAY는 결제의 안정성, 신속함, 지불 화폐 보증을 위한 계약
과 지불이 분리된 결제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는 암호화폐 가격의 안정성을 위한 가맹점과 지
불업체 간의 선물(futures) 형태로 지불 가격을 보장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암호화폐 결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떤 솔루션 보다 빠르고, 안정적이며, 가맹점
에게는 암호화폐의 시세변동 위험 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한 해결책 입니다.

WISDOM

PAY는

암호화폐

시장의

확대를

위해

통합

보상

시스템(Integrated

Compensation System)을 개발 합니다. WISDOM PAY 가맹점 내에서 사용할수록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Incentive)입니다. 이 인센티브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가
맹점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 10억 명의 WISDOM PAY 사용자를

확보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WISDOM PAY는 다양한 DAPP의 개발과 WISDOM PAY 네트워크 배포를 위해
모든 소스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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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WISDOM WALLET
WISDOM Wallet은 모든 암호화폐를 보관 할 수 있는 통합 Wallet입니다. WISDOM Wallet
은 다른 암호화폐 지갑에 없는 특별한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매점이
WISDOM Wallet을 통해 거래소를 직접 운용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소매점이 직접 거래소
를 운영 한다는 의미는 POS가 설치 된 소매점에서 누구나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판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 보상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활성화
를 위해,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WISDOM WALLET에 적립 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인센티브(Incentive)는 소매점 내에서 할인 및 무료 사용에 대한 혜택
을 누릴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비용은 WISDOM FOUNDATION에서 지급 하는 형태입니다.

[ WISDOM WALL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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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WISDOM MOBILE APP
WISDOM MOBILE APP은 현금 혹은 카드를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구매 및 판매하거나, 결
제를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WISDOM MOBILE APP은 NFC 혹은 MST기술을 활용하여 결
제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 WISDOM MOBILE A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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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WISDOM PAY PG
WISDOM PAY는 PG 또는 VAN과 함께 Crypto Payment Gate Processor 역할을 수행합
니다. 이는 암호화폐간의 트랜잭션(거래)을 통한 환불, 취소, 바로 결제를 가능 하게 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1. 구매자와 판매자는 암화화폐 지불에 대한 전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2. 판매자는 전자 계약을 통해 WISDOM FOUNDATION로 부터 법정화폐를 수취하게 됩
니다. 판매자는 암호화폐의 변동성 리스크 없이 정해진 법정화폐를 수취하게 됩니다.
3.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환불 및 취소 계약이 발생할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는 서로
환불 및 취소 계약을 하게 됩니다.
4. 판매자가 법정화폐를 수취하기 전인 경우 WISDOM FOUNDATION이 구매자에게 암호화
폐를 환불해주며, 판매자가 법정화폐를 수취한 이후인 경우, 판매자가 법정화폐를
WISDOM FOUNDATION에게 환불 후, 암호화폐를 구매자에게 환불해 줍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Fiat-Collateralized Stablecoin의
담보 증가, 소매점 및 구매자 인센티브, WISDOM PAY 운영비로 사용 됩니다. 수수료율은 신
용카드 및 PG 사의 수수료를 기준점으로 하나, 이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5 WISDOM TERMINAL

WISDOM PAY는 COBALT RAY와 협력하여, 암호화폐용 POS를 개발 하고 있습니다. 매장
용 단말기부터 이동형 단말기까지 안드로이드 기반의 POS를 통해 모든 암호화폐가 결제를 가
능 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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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AI Based, Asset Manager
WISDOM PAY는 이미 개발되고 상용화 된, AI자산 운용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 운용 시스템은 대한민국 현물 주식, 선물, 옵션, ETF를 포트 폴리오로 구성 하고 있습니
다.

WISDOM Wallet을 이용 중인 고객은 Wallet을 통해 이 펀드 운용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Wallet에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참여를 하게 되며, 회사는 참여 시점에 디지털 자산
을 법정화폐로 교환하여 펀드를 운용하게 됩니다. 참여 된 펀드의 운용 수익은 Wallet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WISDOM은 운용수수료를 매분기 1.5%로 책정 합니다. 또한, 이익금의 30%를 성공보수로
책정 합니다. 고객은 wallet을 통해 펀드를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 즉시 수수료를 제외한 비
용이 WISDOM Wallet에 입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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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SDOM Architecture
3.1 P2P Exchange Architecture
WISDOM Block chain은 소매점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
다.

Relay Server는 각 거래소와 이용객 매칭을 통한 거래의 효율을 높입니다. 각각의 거래

소와 이용객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며, 거래 화폐를 Node로 구분 합니다. 이 Node들의 코인
보유량과 거래 활동에 대한 합의알고리즘을 통해 블록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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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ntegrated Complimentary Layer
WISDOM PAY의 보상체계는 WISDOM PAY를 이용해서 발생 하는 모든 보상 서비스를 통
합 합니다. 이는 이용객이 WISDOM Wallet을 사용하여 POS에 결제하고 이용 하는 것을 기
록하고 관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WISDOM Wallet과 코인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
에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용객은 보상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추가로 WISDOM PAY토큰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습니다.

3.3 Application
WISDOM 스크립트 언어를 활용하면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습니다.
WISDOM은 활동, 기록, 등급, 보상체계, 후원, 예산, 결제, 암호화폐 거래 등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자들이 WISDOM 플랫폼에서 발급한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게시하고 배포하며
수집할 것을 기대 합니다.

WISDOM 플랫폼에서 구현 할 수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기술 명세서는 없습니다. 다만,
온/오프라인 결제,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 하며, 이는 WISDOM 플랫
폼을 통해 거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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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ISDOM Token
4.1 Token Standard

WISDOM 코인은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된 ERC 20 토큰입니다.

- Token Standard : ERC20
- 토큰 이름 : WISDOM Coin ( FWC )
- 총 발행량 : MAX 2,600,000,000
- 유통수량 : Appx. 702,000,000
- Token Issue Condition : 발행 완료.

4.2 Exchange of WISDOM Token

WISDOM 토큰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WISDOM
POS를 가지고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판매자는 거래소 개설 비용을
WISDOM 토큰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거래소 수수료를
WISDOM 토큰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개설 비용과 지불 수수료는 WISDOM Foundation에 의
해 결정 되며, 수수료는 비용은 Wallet에 항상 표시 됩니다.

4.2.1 토큰의 획득
a. 토큰 세일 과정에서 구매
b. 사용자 계좌에서 구매
c. 거래소를 통한 구매

4.2.2 토큰의 소비
a. 제휴된 상점 온/오프라인에서 사용
b. P2P거래소 개설 비용
c. P2P거래에 따른 수수료 비용
d. 보상 시스템(Compens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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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oken Sale
FWC 토큰은 WISDOM 플랫폼 내에 사용되는 ERC20 Standard Token입니다. FWC 토큰
판매는 프라이빗 세일로만 진행됩니다. 이 기금은 백서에 언급된 일정에 따라 WISDOM 프
로젝트 업 스케일링에 지출 될 것입니다.

5.1 General Token Sale Overview
WISDOM 토큰의 총 발행량은 2,600,000,000 FWC입니다. 프라이빗 세일에 따른 토큰
지급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WISDOM 지갑 및 ERC 범용 지갑에 배포 됩니다.

Project
symbol
blockchain info

WISDOM PAY
FWC
ERC-20 Standard Token

start date

Oct 1, 2018

end date

Dec 14, 2019 ( when it's sold out )

token price
total amount

Final 5,000 FWC / ETH
2,600,000,000 FWC

soft cap

20,000 ETH

hard cap

100,000 ETH

5.2 Time Schedule

WISDOM 프라이빗 세일은 2018년 10월 11일 01:00 PM(KST)에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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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Token Distribution Plan
토큰의 최종 판매 가격은 5,000 FWC/ETH로 진행합니다. 토큰 프라이빗 세일은 프라이빗
투자 제안에 의해 Crypto Fund 및 Accredited Investor에게만 허용 됩니다. 토큰의 판매는
단계별 판매에 의해 실행되며, 초기 구매자에게 더 나은 시장 가치를 보장 합니다.

Allocation

Ratio

token price

Funds

FWC Amount

due date

previous

3.85%

20,000 FWC/ETH

5,000 ETH

100,000,000 FWC

2018.10.31

private

9.6%

10,000 FWC/ETH

25,000 ETH

250,000,000 FWC

2018.11.30

private

13.46%

5,000 FWC/ETH

70,000 ETH

350,000,000 FWC

2018.12.31

5.4 Funds Allocation Plan
토큰에 대한 일정 및 내용은 http://wisdompay.io/ 에 공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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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oad Map

6.1 WISDOM Development Plan

2018.4Q

2019.1Q

2Q

3Q

4Q

Coin distribution
Wallet Beta
Platform
Mobile App
Wallet
MainNet
PG / POS

6.2 WISDOM Alliance Plan
2019년 상반기 : 국내 제휴
2019년 하반기 : 중국 제휴
2020년 상반기 : 중국 제휴
2021년 하반기 : 미국/유럽 제휴

6.3 WISDOM Roa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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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ISDOM Team

7.1 Managing Team

2013년 호주 Trade Max Group Pty Ltd (ABN: 76 162 331 311)
- 호주 증권과 투자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는 금융서비스 회사
（AFSL: 436 416）
- 현재 2019년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회계감사 작업 중
- www.trademax.com.au
2016년 10월 Golden Rock Global Plc 런던 주식 거래소

Chen Wei
Co-Founder

- 금융 기술 분야
- www.grg.london
2018년 6월 호주 코인 거래소 Australian National
Cryptocurrency Exchange Pty Ltd 설립
- 2014년 홍콩 퍼스트 위즈덤 홀딩스 그룹 설립
(http://firstwisdom.com.hk/)
- 2011년 과학 기술 회사 루비 (Loovee) 설립
-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Triangle Capital Corp（TCAP）경영
-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Professional Diversity Network, Inc (IPDN)

Cai Shengqi
Co-Founder

경영자_온라인 네트워크 개발 및 경영
- 2018년6월 호주 코인 거래소 Australian National Crypto currency
Exchange Pty Ltd 설립
2019-현재 (주)에이아이엠글로벌 대표
2016-현재 (주)퍼스트위즈덤홀딩스코리아 대표
2015-2018 (주)에이브트리일렉트로닉스(홍콩) 대표
2008-2013 (주)더리치 투자자문회사

Moon Jinho

2007-2008 한국투자증권 펀드매니저

Co-Founder
- Criteo Korea 지사장
- CJ Mooter COO
- Overture / Yahoo Korea 임원
- HK Newray IT Manager
- 두루넷 쇼핑 개발매니저

Khang
Yongseok
Co-Founder
Marketing

- LG-CNS System Engineer
- 효성물산 해외자원 개발
- 싱가포르 VHEQ B2B 결제
- 국내 리타겟팅 온라인 광고 2000억 시장 개척
- 국내 Contents-Matching 광고 1000억 시장 개척

Devel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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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Advisor

- Maastricht Univ.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Professor
- 마스트릭트 대학교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교수(7년)
- ABN AMRO 은행에서 18년간 최고소통/혁신/지식책임자
(Chief Dialogues/Innovation/Knowledge Officer) 역임
- 빛나는 실패 연구소(Institute of Brilliant Failures) 창립자 겸 소장, 최고
실패책임자(Chief Failure Officer) (8년)
- 차세대가치창조연구소(Institute for Next Generation Value Creation)
창립자(2년)

Paul Iske

- KnocoM(Knowledge-conscious Management) 회장: 18년간 강연자, 작가,
컨설턴트로 활동
- 이론물리학(양자 통계학) 박사
- COMPO Software CEO
- 1983년부터 소프트웨어 회사 경영
-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업체 직원 소프트웨어 제공
- 기업의 조합 혁신(Combinatorial Innovation)과 사회적 혁신

Theo Breuers

(Social Innovation) 의지를 북돋우는 소프트웨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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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ntact

8.1 E-Mail

contact@wisdompay.io

8.2 Phone

Office : +82-2-2051-0620
Mobile : +82-10-9651-0620
Office Hour ( 10:00 ~ 18:00 )

8.3 Location
WISDOM FOUNDATION ( HongKong ) :
Address Room 1103 11 / F, Jubilee Centre, 46 Gloucester Road, WanChai,HK
( Tel : +852-3547-0561, +852-3547-0562, Fax : +852-3547-0510 )
WISDOM KOREA :
3F, 175-2, NonHyun-Dong, Gangnam-gu, Seoul, Republic Korea

8.4 Social Media

Twitter : https://twitter.com/firstwisdomcoin
Github :
https://github.com/organizations/firstwisdomcoin1/settings/member_privileges
Telegram : https//t.me/joinchat/firstwisdomcoin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wisdom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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