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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Abstract

암호 화폐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모든 암호 화페는 2017
년 9월 부터 2018년 9월 까지 1년 동안 급격한 가격의 변동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급격한 가격 변

동은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사실이었는데, 명확한 경제적 가치와 이러한 가치 안정화에 대한 방법
없이, 미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만으로 암호 화폐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비록 전통적

인 경제학에 속하는 화폐 경제학 연구에서 화폐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거품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
만, 현실에서 암호 화폐가 부분적으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부분적

으로 자산의 역할을 수행함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급격한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문제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안정화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이다. 해외 송금 및
지급결제 플랫폼 서비스로서 우리 REMIIT 은 이러한 안정화된 블록체인 토큰을 이용하여 풍부한

유동성을 지니고 가격이 안정적인 토큰 이코노미를 형성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금융경제학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생태계에 도입했다. 이러한 금융경제 메커니즘의 도
입은 암호 화폐 혹은 블록체인 토큰이 법정화폐가 존재하는 한 경제체제 내에서 제한적으로 외환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외환 역시 법정화폐가 존재하는 한 경제체제 내에서 부분적으로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고, 부분적으로 자산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메커니즘을 더욱
정교화하고 발전시켜 사용자들에게 더욱 발전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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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암호 화폐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비트코인을 비롯
한 암호화폐는 급격한 가격의 변동을 겪었다. 사실 이는 일정 부분 예견된 사실이기도 했는데, 명

확한 경제적 가치와 뚜렷한 사용처의 제시 없이, 미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만으로 암호 화
폐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 경제학의 화폐경제학 이론에서는 화폐는 재

화 혹은 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선행적으로 소유되어야 하는 거래의 수단이며, 그 자체의 가치가 없
이 그 화폐가 미래에 공급하는 유동성의 그림자 가격(shadow price)의 현재가치이기 때문에 화폐

의 가격은 근본적으로 거품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Samuelson 1985, Stockson 1982,
Svensson 1985, Lucas and Stokey 1987).1) 그렇지만 이러한 경제학 이론에 기초해서 보더라

도, 통화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부분적으로 투자 자산의 역할을 하는 암호 화폐의 가격 상승은 일종
의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러한 자산 가격의 상승 더 이상 미래 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거나 혹
은 이러한 기대에 대한 외부 - 특히 정부 - 의 규제가 개입할 경우 급격히 꺾일 가능성이 높다. 외부

개입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 및 잠재적 참여자들의 기대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역시 마찬가지다. 분명 사토시 나카모토가 백서를 통해 제시한 “A purely peer-to-peer

version of electronic cash would allow online payments to be sent directly from one
party to another without going through a ﬁnancial institution.” 은 놀라운 발상이다. 그렇

지만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 발상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총 발행량이 2,100만 코인으로 제한되

서론

고, 각 코인이 미세하게 작은 단위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기술적 측면을 제외하면 왜 코인의 총 발행

량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코인이 작은 단위로 분할되는지, 코인의 구체적 사용은 어

떻게 되는지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이 미비하다. 이에 더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기존의 블록체인 토
큰들은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화폐의 네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치의 척도, 가

치의 저장, 교환의 매개, 국가 지불의 수단. 화폐가 한 경제 체제 내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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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화폐 가치의 안정이다. 가치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상술한 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폐의 가치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어
떠한 재화 혹은 서비스를 거래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화폐 자체의 가치가 움

직이는 것이기에 이는 곧 그 화폐가 가치의 척도 및 교환의 매개로 기능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

서 만약 암호화폐가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화폐 혹은 그에 준하는 지급결제 수단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법정화폐와의 관계

암호화폐에 대한 상기한 가치의 안정 요구에서 최근 등장한 것이 가치안정화폐다. 가치안정화폐는

말 그대로 안정된 가치를 추구하는 암호화폐다. 가치안정화폐의 종류와 그 구체적인 작동 메커니즘
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지만,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 REMIIT 프로젝트에서 추구하는 것

도 이와 같은 가치가 안정된 블록체인 토큰이라는 사실이다. 기술백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REMIIT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목표는 투명하고 편리한 해외 송금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
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토큰의 가치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아무리 투명
하고 편리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그 이용을 통해 가치를 얻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

서 우리는 이 백서에서 REMIIT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가치를 얻

불가능의 삼각정리 이후

을 수 있도록 만드는 안정적인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 한다.

1) 이러한 이론을 선행현금제약조건 이론 (Cash-in-Advance Theory)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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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는 신뢰다. 어떻게 보면 종이 쪽지에 불과한 현행 화폐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사용되는

이유는 그 가치를 보증하는 중앙은행과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상술한
것처럼 법정화폐는 국가 지불의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한 주권국가의 체제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라면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당연한 사실도 화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기저가 된다. 아쉽게

도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 존재하기 힘든 현행 암호화
폐는 그 메커니즘 상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

럼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urity and Exchange Commision, SEC) 로부터 화폐에 준하는 기능
의 수행을 인정받은 암호화폐도 있지만, 그것은 권위 있는 기관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 사용하기 때문에 형성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인한 신뢰다. 즉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 달

리 사람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사용 혹은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신뢰를 유지하

는 근간이 된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한 사용에 있어 보편성의 획득은 암호화폐의 본질에

있어 딜레마를 초래한다.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암호화폐는 그 가치의 안정이 중요하
다. 이는 현실 경제에서 우리가 화폐의 높은 가격 변동을 좋지 않은 신호로 파악하고 안정적인 가격

을 좋은 신호로 파악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원화는 하루에 가격이

서론

제한선까지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화폐의 이와 같은 급격한 가치 변동은 경제 전체에 좋지 않

은 신호다. 이러한 현실과 반대로 암호화폐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사람들에게 거래되면서 가격 변동
성이 증폭된다. 이는 암호화폐가 원래 의도대로 화폐에 준하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투자 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야기하며, 이러한 딜레마는 심각

한 문제다. 즉 안정된 가치를 지니고 화폐에 준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암호화폐가 사용자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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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와 활발한 사용을 획득하기 위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면서 미래 가격 변동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생기며 그 성격이 변질되어 장래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퇴장되어 축적되는 문
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안정적인 사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블록체인 토큰을 REMI와 REMD 의 둘로 분리해서 발행

하고자 한다. 우선 모든 블록체인 토큰은 기본적으로 오직 REMI로 발행된다. REMI는 외부 거래소
에 상장되어 법정 화폐 혹은 다른 블록체인 토큰과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블록체인 토큰이다. 이

러한 REMI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이를 staking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REMD를 획득하

법정화폐와의 관계

는 것이다. REMD는 우리 블록체인 메커니즘의 가장 핵심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이 블록체인 토큰
을 이용하여 국가 간 송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REMD를 이용해 국가 간 송금업무를 수행하려

는 사람은 먼저 시장에서 REMI를 획득한 후 이를 staking하여 REMD로 교환해야 한다. 이 교환 과
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는 REMI를 REMD로 교환하는 시장 참여자에게 그가

staking 하는 REMI의 금액과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REMI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려 한다. 이

러한 staking을 통한 REMD와 REMI의 구체적인 전환 및 거래 메커니즘과 가치 안정에 관한 논의
는 이어서 계속 진행할 것이다.

불가능의 삼각정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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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폐와의 관계
: 불가능의 삼각정리

국제경제학에 있어 IS-LM 모형에 국제수지를 추가로 고려한 먼델-플레밍 모형의 중요한 시사점인
이 정리는 소국개방경제에서 환율의 안정, 통화정책의 독립성, 그리고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 화폐

정책의 3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셋 중 하나는 포기해야만 하는 현상이 발생

함을 설명한다. 만약 어떤 경제 체제가 안정된 환율을 원한다면 고정환율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러
한 고정환율을 선택할 경우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자율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없기
에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포기해야 한다. 만약 안정된 환율과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면, 경제조건의 변화에따라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그 과정에서 환율이 자율적으로 변화하

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이 경제 체제는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포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한다면 이 경제 체제는 환율의 안정을 포기해야 한다. 이처럼

환율의 안정, 통화정책의 독립성, 그리고 자본이동의 자유화 셋은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 이는 암호

화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암호화폐는 비록 자체 생태계 안에서 제한적인 역할에 불과할지언정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법정화폐가 존재하는 한 경제 체제에서 일종의 외환(FX)에 준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법정화폐와 교환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역시 불가능의 삼각정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암호화폐는 법정 화폐와의 관계에서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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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 통화정책의 독립성, 그리고 자본이동의 자유화 셋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테
더(Tether) 같은 경우 USD 와의 1:1 페깅을 통해 환율의 안정과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달성했지만,

자신들이 발행하는 테더의 총량에 상응하는 달러화 지급준비금을 항상 보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체적인 거버넌스, 즉 자유로운 통화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이러한 경직된 통화 운용 체제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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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1971년 닉슨의 달러화 금 태환 정지 선언 이전 브레튼우즈 체제 혹은 금본위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경직된 운용체제는 복잡한 현대 경제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불가능의 삼각정리에 의해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와 관계 및 자체 생태계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셋 중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만 한다면, 마땅히 환율의 안정을 포기해야 한다. 법정화폐와 관계에
서 환율의 안정을 포기하는 대신 해당 암호화폐는 자유로운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고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현재 많은 국가들이 환율을 운용하는 기본이기도 하다. 따라서

REMIIT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로 법정화폐와의 교환 비율은 시장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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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이 수요-공급 법칙에도 맞고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고정된 교환 가치를 포기하고 일정 부분
법정화폐와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을 채택하는 대신 우리는 자체 생태계에서 거버넌스를 갖고 독립
적으로 암호화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은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건전한 시
장 운용을 하도록 촉진하는 이유가 된다. 물론 이는 법정화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즉 우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
호화폐 생태계의 기축통화에 연동되는 것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불가능의 삼각정리가 적용된다.

이러한 경제학적 메커니즘 적용을 통해 우리는 자체 생태계를 경제학적으로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

불가능의 삼각정리 이후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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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의
삼각정리 이후
: REMIIT의 운영

국가 간 송금 및 지급결제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토큰으로서 REMI 와 REMD는 법정화폐와 교환된

다는 측면에서 외환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외환은 상술한 것처럼 불가능의 삼각정리가 적용되
는데, 이 셋 중에서 우리는 환율의 안정을 포기하는 대신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를 추구하고자 한다. 법정화폐 및 다른 블록체인 토큰과 교환되어 송금 및 지급결제에 사용되는 블
록체인 토큰으로서 REMI와 REMD는 자본이동의 자유가 필수적이다. 자본이동의 자유를 추구한다

면 우리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즉 자체적인 화폐 발행 및 유통량 조절) 혹은 환율의 안정 (법정화폐

와 고정된 교환비율)을 포기해야 한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REMI와 REMD의 발행 주체이자 유통
주체로서 우리가 해외 송금 및 지급결제 플랫폼으로서 REMIIT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를
보유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에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환율의 안정을 포기한다. 환율의 안
정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발행하는 블록체인 토큰의 가격 변동성을 - 비록 그것이 상당히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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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을지라도 -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역으로 우리가 발행하는 블록체
인 토큰의 변동성을 우리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의 허용과 발행량 및 유통량 조절을 통해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리가 도입하려는 것이 후술할 staking 메커
니즘이다. staking 메커니즘을 통해 사용자는 REMI 가치 변동에 대한 걱정 없이 REMD를 획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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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할 수 있고, 우리는 시장에 장기간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법정화폐와의 관계
불가능의 삼각정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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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큰의 분리

REMIIT의
구체적 운영

상술한 것처럼 기존의 암호화폐는 부분적으로 지급결제 역할을 수행하는 화폐의 역할을 하지만, 거
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일종의 투자자산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딜레마 혹

은 역할 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고 REMIIT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치의 변동이 낮은 안정
적인 토큰을 사용한 해외 송금 및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2단계 토큰을 발행하여

운영한다. 최초 발행되는 이더리움 기반 토큰인 REMI는 외부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이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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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staking 하여 사이드체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해외 송금 및 지급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토큰인 REMD를 획득하는 수단이 된다. REMI를 staking 하고 REMD를 획득하는 이 과
정에 있어 우리는 staking 하는 REMI의 양과 staking 기간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한

다. 이는 우리 사용자들에게 REMI를 REMD로 전환하고 이를 해외 송금 및 지급결제 시스템에 공
급하여 이 시스템이 풍부한 유동성을 갖는 시장이 되도록 해준다.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은 원활한

시장 운영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별도의 섹션에서 다루고자 한다.
REMD는 전술한 것처럼 사이드체인을 통해 참여자들 간 거래되며 해외 송금 및 지급결제 서비스에

사용된다. 이러한 REMI와 REMD 간 교환은 발행 초기에는 정해진 약정 비율로 이루어지며, 그 이

후에는 시장에서 REMI와 REMD의 가격 변화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격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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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른 구체적 조정 메커니즘 역시 별도의 섹션에서 다루고자 한다.

REMD는 해외 송금 및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사용되기에 시장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를
획득해야 한다. REMI의 가치는 바로 이 REMD를 획득하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REMD는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이자 REMI 의 내재가치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해외 송금 비즈니스
에 사용되는 동시에 외부에서 거래되는 REMI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REMD 는 안정된

가치가 필요하다. 이어지는 섹션에서는 REMI와 REMD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에 대해 서술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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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MI와 REMD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

상술한 것처럼 REMI는 staking을 통해 RMED로 전환되며, REMD는 해외 송금 및 지급결제 네트
워크에서 사용된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치 안정화를 추구해야 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 (a)

REMI 와 REMD 교환 가치의 안정화 (b) REMD 가격의 안정화. 이러한 안정화에서 REMI가 왜 제외
되었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REMI는 외부 거래소에 상장되어 법정 화폐와

거래되기에 그 가치의 안정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REMI의 가격 안정을 추구
하지 않는 대신 REMD의 가치 안정을 통해 REMI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한편 REMI와 REMD의 교환
가치의 안정화를 추구하려 한다. 이러한 안정화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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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만기 시점에 사용자가 돌려받는 금액을 PF 라고 하자. 그리고 staking 하는 양을 PN 이라 하

자. 이 경우 우리는 시장 상황을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상황은 시장에서 가격이 비록 단
기적인 변동은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혹은 답보하는 경우다. 이 답보 상태의 경우 ±

10% 까지 인정한다. 둘째 상황은 시장에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로, 이 경우 사용자는
staking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상쇄가 필요하다. 첫째 상황은 간단하

다. 100,000 REMI, 3개월 위탁의 경우 만기시점에 한국은행 기준 금리의 두 배에 해당하는 비율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100,000 REMI 에서 50,000 REMI 증가할 때마다 해당 금액에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만기가 3개월에서 6개월, 9개월, 1년으로 증가할 때마
다 이 추가 인센티브에 한국은행 기준 금리만큼을 다시 가산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PF = 100,000(1 + 2r ∗) + (PN − 100,000)(1 + r ∗) + (PN − 100,000)(1 + Ar )
, where r ∗ = 한국은행 기준 금리, A = 만기 가중치

둘째 상황은 약간 복잡해진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용자에게 그가 손해

불가능의 삼각정리 이후

보는 만큼을 보상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repo를 적용한다. repo는

Re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사용자가 담보를 맡기고 일정 금액을 빌린 이후 만기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를 다시 찾아가는 계약이다. 물론 우리 계약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주체는 사용자가 아닌 우리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지급 공식은 다음과 같다 :

PF − PN × (tF − tN / 365)
, where PF = 계약 만기 시점의 가격, PN = 계약 시점의 가격, tF − tN =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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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100,000 REMI, 3개월 이상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1년 약정을 한 사람의 경우 시장에서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고 3개월, 6개월, 9개월은 차감된다.

이러한 staking 계약은 만기시점에 시장 참여자가 해당하는 양의 REMD를 가져와서 계약 종료를
요구할 경우 청산된다. 단, 계약 연장 옵션이 있어 시장 참여자는 계약 연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렇게 계약 연장을 선택할 경우, 우리는 REMI 와 REMD 시장 상황에 따라 역시 추가적인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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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한다. staking 기간을 연장할 경우, 상술한 staking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연장이 된다. 이
계약 연장 옵션은 최초 staking 기간 동안의 성과를 보고 결정할 수 있기에 일종의 실물 옵션 (real

option)의 성격을 가진다. 실물 옵션은 기업의 자본예산 결정에 있어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초

반에 소수의 금액을 다수의 프로젝트에 투자한 뒤 시장상황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프
로젝트를 결정해서 투자하는 의사결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자신의 REMI를 staking
한 시장참여자들은 만기 시점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staking 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므
로 staking 기간 연장은 일종의 실물 옵션이다. staking 옵션의 경우, 우리는 이미 가격 상승 상황

과 가격 하락 상황의 둘로 나누어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설명한 바 있다. 그렇기에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staking 옵션에 수반되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계약 연장 옵션에 한한 인센티브다. 만기 시점

의 REMI 가격이 초반 대비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decision
tree 를 통해 살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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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cision tree

Go
Up

Price

Stop
Go

Down

Stop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staking 을 이어가는 이유는 장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고, staking 을 중단
하는 것은 차익실현이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staking 을 계속하는 것은 장래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고 staking 을 중단하는 것은 exit 이다. 물론 이러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제 시장 상황이 되겠지만, REMI 는 외부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통제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은 제외하고, 각각
의 상황별로 우리가 제시하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

불가능의 삼각정리 이후

up and go :

PF = 100,000(1 + 2r ∗)+(PN − 100,000)(1 +r ∗) + (PN − 100,000) (1 +A ∗r∗),
where r ∗ = 한국은행 기준 금리
A ∗= 만기 가중치+기간 연장 인센티브
up and stop : 인센티브 없음

REMIIT의 구체적 운영

down and go :

(PF − PN) × tF − tN / 365 + (PF − PN ) × (1 + A∗r∗)tF − tN /365,
where PF = 갱신 계약 만기 시점의 가격

PN = 갱신 계약 시점의 가격

REMI와 REMD 교환 관계와 지수의 사용

tF − tN = 계약기간
r∗ = 한국은행 기준 금리
A∗ = 만기 가중치+기간 연장 인센티브
down and stop : 인센티브 없음

이러한 인센티브 부과를 통해 우리는 staking 계약자들에게 계약의 만기 시점에서 그 계약을 연장
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인센티브는 우리 내부 시장에 풍부하고 안정적인 유
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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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우리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해외 송금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총 약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한 시장 참여자들에게 Liquidity Incentive를 부여하고자 한

다. 이 유동성 인센티브는 일종의 통화 승수 개념을 차용한다. 다시 말해, 약정 기간 동안 사용자가
REMD를 우리 네트워크에 통화승수 2 이상 효과로 통화량을 공급했을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이는 승수가 커질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유동성 인센티브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약
정 기간동안 활발하게 해외 송금 및 지급결제를 할 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유인을 통한 풍부한 유

동성은 우리 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REMD 가치가 안정화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이러한 승수효과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통화경제학에서 통화 승수는 부분지급준비제도 하에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하는

데서 발생하는 신용창조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다. 통화승수로 표현되는 이러한 신용창조효과를 통
해 한 경제 체제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보다 더 많은 통화를 유통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메커니

즘은 REMD 유통에 있어서도 실제 발행량보다 더 많은 양이 유통되는데서 기인하는 풍부한 유동성

을 측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통화승수는 1/1 − r (여기서 r=지급준비율) 로 측
정된다. 즉 지급준비율이 20% 일 경우 이에 따른 통화승수는 5가 된다. 그러므로 상술한 통화승수
2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급준비율 혹은 Linker 들의 내부 보유량이 50%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

으로 지급준비율이 높을수록 시장이 불안정한 것이기에 50%의 보유량은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또

한 통화량 측정 역시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하면 무리없이 측정할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유동성 인센
티브를 지급하는 메커니즘이다. 위에서 우리는 staking 인센티브를 가격 상승 상황과 가격 하락 상

불가능의 삼각정리 이후

황 둘로 나누어 지급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유동성은 가격 상승과 하락 상황과 상관없이 지

급된다. 내부 사이드체인에서 거래되는 REMD 총량이 통화승수 2 가 되면, 통화량의 1% 를 시장참
여자들에게 그들이 기여한 양에 비례해서 분배한다. 이후 통화승수가 1 증가할 때마다 다시 1% 씩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시장 참여자들의 기여분 :
REMIIT의 구체적 운영

C1 , C2 , ...,Cn , and ∑ni =1 (Ci ) = M ,
where M 은 총통화 M1 = 2M , 그러면 각 시장 참여자들은 0.01M / (Ci / M )
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만약 M1 = 3M 이라면 각 시장 참여자들은 2(0.01M /
(Ci / M )) 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REMI와 REMD 교환 관계와 지수의 사용

그러면 이제 우리 자체 송금 네트워크에서 REMD 가격 안정 메커니즘을 살펴보자. 본격적으로 거
래 메커니즘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 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술한

것처럼 REMD는 해외 송금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기에 송신측에서는 지속적으로 고갈되고, 수신측
에는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송금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REMD의 과부족 문제를 시장 참여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REMIIT Decetralized Exchange (REX) 를 제공한다. 이러한 REX의 작동 메커니
즘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REMI와 REMD 사이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는 내부 해외 송금 시장에서 REMD

의 안정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 시장에서 거래되는 REMI의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다.

09

REMI 와 REMD
교환 관계와
지수의 사용

상술한 것처럼 REMI 는 staking 을 통해 REMD 와 교환된다. 이러한 교환 메커니즘에 있어 초반에
우리는 REMI 와 REMD 간 고정된 교환비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REMI 와 REMD 모두 거래소에 상

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가격의 지속적인 변동이 발생한다. 이에 더해 두 토큰의 가격 변동에 있어

커플링 혹은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외부 거래소와
내부 거래소에 상장되어 법정 화폐 및 다른 암호화폐와 거래되며 가격 이 변동하는 REMI 와 REMD

간 교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핵심이 되는 이슈는 교환 비율의 기준이 되는 REMI
와 REMD 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다. 이에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지수를 적용하여 교

환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산출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지수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불가능의 삼각정리 이후

되는 주식들의 전반적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시장참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특정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가의 움직임을 리포트하는 것이다. REMD 의 경우 해외송금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에 교환되는 화폐가 한국 원화, 태국 바트화, 베트남 동, 필리핀 페소 등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화
폐와 교환되기에 REMD의 가치를 지수화하여 리포트하는 것은 시장참여자들에게 적정 정보를 제

공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중요하다. 우리는 REMD의 지수를 만드는데 있어 달러를 핵심으로 이용하

고자 한다. 즉 현실 경제에서 각국의 통화는 달러와 적정 비율로 교환된다. 이를 이용하여 REMD와
각국 화폐간 교환비율을 달러화로 표시된 각국 화폐의 환율을 사용하여 도출한다. 이를 통해 우리
는 REMD와 현실 경제에서 사용되는 법정 화폐 간 교환비율을 지수화하여 리포트함으로써 REMD

의 적정 가치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REMD와 주요 블록체인 토큰 - 예를 들어

REMIIT의 구체적 운영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 간 교환비율 역시 리포트하고자 한다. REMD와 주요 블록체인 토큰 간 교

환은 Linker (MTO) 간 거래 정산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REMD와 주요 블록체인 토큰 간

교환비율은 최초 발행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자 한다. 지수를 도출하는 공
식은 다음과 같다 :

REMD 의 지수를 RD ∗ 라고 놓고, REMD와 각 국가 화폐와의 환율을 ʄk , ʄv , ʄp , ʄt 로 놓자. 여기서 하

첨자는 각각 한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서 거래되는 환율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각 시점에 각
국가 화폐와 달러 간 환율을 이용해서 위 환율을 다시 ʄkd , ʄvd, ʄpd , ʄtd 로 변경할 수 있다.

REMI와 REMD 교환 관계와 지수의 사용

이제 각 국가별 REMD 가격을 달러로 산출한 것을 각각 RDk , RDv , RDp , RDt 로 놓고, 이에 거래량
을 곱한 시장 전체 거래량을 M ∗ 라 하자. 즉, M ∗ = sum (RDk × Mk + RDv × Mv + RDp × Mp + RDt
× Mt )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전체 거래량에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다시 wk , wv , wp , wt 로

구할 수 있다.

이 특정 시점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REMD 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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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 ʄkd × wk + ʄvd × wv + ʄpd × wp + ʄtd × wt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REMI의 지수를 RM ∗ 라고 놓고, REMI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거래소가 있

는 국가의 법정화폐와의 교환비율을 각각 dk , dj , dc 라고 하자. 여기서 하첨자는 각각 한국, 일본, 중
국 거래소 환율이다. 만약 서로 다른 거래소에 상장되어 다른 비율로 거래된다면 다시 k1, k2, ... 이

런 식으로 넘버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각 국가별법정화폐와 달러 간 환율을 이용하여
REMI 의 달려화 표시 가격을 RMkd, RMjd, RMcd 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REMD 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우리는 지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RM ∗ = RMkd × wk + RMjd × wj + RMcd × wc

마지막으로 RD ∗ 와 RM ∗간 교환 비율을 지수를 이용해 정해 리포트한다.

불가능의 삼각정리 이후

예를 들어 100 RD ∗= 1 RM ∗.

이처럼 지수를 사용하여 가격을 시장에 리포트할 경우 우리가 갖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시장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각 개별 국가별 혹은 개별 국가 화폐와
다른 블록체인 토큰 간 별도로 보고되는 거래 비율을 지수화하여 보고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가

격 정보를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켜 거래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투명성 있는 지수를 제공하는 것은 시장참여자들의 탐색비용과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편의

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지수를 바탕으로 하여 가격 변동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러한 지

REMIIT의 구체적 운영

수 없이 각 국가별 화폐와 REMD 간 교환비율 / 주요 블록체인 토큰과 REMD 간 교환비율을 따로
따로 본다면 Linker 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 모두 복잡한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야 할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 변동성을 종합해서 파악하기 힘들다. 반면에 상술한 지수화 과정을 거치면 주가지수를 통해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처럼 REMD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취득하고 분석할 수

있다. REMI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REMI 가 한국에 있는 거래소 하나에만 상장되어 거래된다면 지

수를 산출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한국에 있는 여러 거래소 혹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거래소
에 상장되어 거래된다면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에 대해 정보를 원활하게 습득하고 분석하도록 가격
을 지수화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REMI와 REMD 교환 관계와 지수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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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와 REMD 교환 관계와 지수의 사용

REX
운영 메커니즘

REMIIT 시스템 내부 거래소의 운영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현재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동
일한 Order Book Transaction 이다. Order Book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매도 주문과 매

수 주문의 리스트를 의미한다. 주식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는 각각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의 수

량과 가격이 모두 다르다. 그래서 거래 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주문들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필

요한데, 이 리스트를 Order Book 이라 한다. 거래의 체결과 청산은 matching engine 이 Order
Book을 이용하여 상호 조건을 충족시키는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을 일치시키는 방식을 통해 이루

어진다. 이러한 Order Book 메커니즘은 REX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물론 REX 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암호화폐는 REMD 지만, 그 거래의 지불 수단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등 다양하다.

물론 이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상품이고 그 지불

수단이 REMD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상품 수는 현실에서 금융시장보다 훨씬 한
정적이다. 또한 주문 역시 시장가 주문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지정가 주문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거래의 체결을 위해서는 Order Book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REX 상에서 주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일반 송금 유저, 즉 최종 사용자가 아니라 이러한 최종 사용자

REX 운영 메커니즘

들에게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Linker 들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방식이 더욱 적합하다고 생
각된다. 물론 언제나 시장에는 거래가 장시간 청산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Market Making Incentive 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시장참여자들에게 있어 최선은 급격한 가격의 변동 없이 현재 가격에서 거래가 청산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Market Maker 가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을 현재 시장가에 근접해서 청

산할수록 더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현재 시장가에서 멀어질수록 점진적으로 그 인센티브를 감
소시키려 한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 REX에서 가격은 안정될 수 있고, 유동성은 풍부해질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아래와 같다.

시장의 초기 안정화

REX에서 REMD가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P ∗ 라고 하자. 이 P ∗ 는 매 시간 갱신된다. P ∗ 가 결정
이 되면, 이 P ∗ 가 평균이고 표준편차가 ơ 인 정규분포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정규분포 그래프에

서는 +- 1ơ 범위 안에 전체 분포의 68.2%, +- 2ơ 범위 안에서는 95.4%, 그리고 +- 3ơ 안에 99.6%
가 위치한다. 따라서 우리는 +- 0.1ơ, 즉 P ∗ 기준으로 6.82% 안에위치한 가격에 거래를 성사시키

결론

는 Market Maker 들에게 거래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이 인센티브는 매 + -0.1ơ 마다

0.1% 씩 감소하여 1ơ 밖에서 성사되는 거래는 인센티브가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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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Norm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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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센티브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현재 시장가격에 주문을 체결할 유인을 준다.
앞서 설명한 Incentive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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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되어 우리 사용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은 시장의 초기 안정화다. 이는 곧 우리 서비스가 런칭한 이후 초반에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 서비스
는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제일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신뢰의 형

성이다. Diamond and Dybvig (1983) 이 밝힌 것처럼 금융시장에서 Bank Run 이 발생하여 금
융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부분지급준비제도하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예금을 돌려줄 것을

믿지 못하는 예금주의 불신이다. 이는 우리 서비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만약 우리가 REMI와
REMD의 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REMIIT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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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도 모른다는 불신이 생겨서 증폭되면 이는 우리 시장에서 Bank Run과 서비스 자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장을 초기에 안정화시키고 사용자들과 신뢰관계를 형
성하는 일이다.

블록체인 토큰을 이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는 SWIFT 망을 이용한 은행 간 송금과 달리 신뢰할 수 있

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을 찾지 못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가
counter party risk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을 뜻하고, 이는 곧 우리 서비스 전체의 신뢰성과 연결
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가 제공하는 시스템이 기술백서에서 언급한 바 있는 RSC다. 소액해외송

금 사업자(MTO)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믿을만한 사업 파트너를 찾기 힘든 것이다. 대형 은행 간
이루어지며 intermediate bank 가 존재하여 counterparty risk 가 발생하기 힘든 현행 SWIFT

시스템과 달리 소액해외송금은 사업자들 사이에 이루어지 때문에 counterparty risk 가 크다. 이
러한 counterparty risk 를 해결하지 못하면 소액해외송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이거니와 우
리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는 RSC 를 만들어 이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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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O 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로 경쟁하는 플랫폼을 형성하고자 한다. 즉 사업 파트너를 발굴하고 추

천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인 우리가 책임지고, 참여하는 MTO 들은 counterparty risk 를 신경쓰
지 않고 그들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RSC 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추천하여 원활한 소액해외송금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 서비스에 대해
참여자들이 신뢰를 갖게 함으로써 시장의 초기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시장의 초기 안정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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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REMIIT 의 시장 운영 메커니즘과 그 구체적인 교환비율 및 가격지수 산출에 대해
알아보았다. 해외송금 및 지급결제 플랫폼 서비스로서 REMIIT 의 목적은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사

용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안정된 가
치로 유통되는 토큰 생태계 형성과 유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풍부한 유동성을 갖고 안

정적인 가치를 지닌 토큰으로 유지되는 토큰 이코노미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경제적 매커
니즘을 적용하였다. 법정화폐가 존재하는 경제 체제 내에서 블록체인 토큰 혹은 암호화폐는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는 외환으로 가능하고, 그렇기에 그 안정적 사용과 유지를 위해서는 현실에서 적영되
는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현실에서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현실 경제학에서 개발되는 경제학적 방법론과 분석을 적용하여 우리 토큰 운
용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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