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적인 최대 1,000,000,000개의 보상토큰 : Qredo Network 사용을 
포함하여, 마일스톤에 대해 네트워크가 Qredo Network 사용자들에게 

독점적 형태의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발급하는 토큰입니다.

이코노믹스

아키텍처 : ERC-20



초기 총 공급량: 1,000,000,000



최대 공급량: 2,000,000,000 




2022년 활성화

Qredo 네트워크를 
위한 연료

Qrdo 

토큰 

QRDO 토큰은 QRDO 네트워크에 연료를 공급하
고 QRDO 네트워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위임지
분 증명(Delegated Proof of Stake)방식의 레이
어2 블록체인인 Qredo 블록체인에 유틸리티 및 
거버넌스 수단을 제공합니다

QRDO 토큰에 대해

NET WO R K  T R A F F IC

네트워크 사용이 QRDO의 

수요를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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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 벨리데이터에게 지불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QRDO를 구매하도록 장려됩니다.  

벨리데이터들은 더 많은 보상 수익을 
얻기 위해 QRDO를 스테이킹 하도록 
장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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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보상

활 성 화  중

QRDO 자동 스테이킹 프로그램


누구든지 Qredo 네트워크에 QRDO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APY 10.1% 상당의 스테이킹 이자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는 매 달 QRDO로 
지급됩니다.

트렌젝션 마이닝


Qredo 네트워크는 레이어 1 자산이 전송 
혹은 거래될 때 0.5 베이시스 포인트로 
네트워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들은 최대 99% 까지 QRDO 토큰
으로 보상됩니다.

출 시  예 정

벨리데이터 보상


벨리데이터들은 네트워크 수수료
로부터 수익을 창출합니다. 추가로, 
인플레이션 형태의 리워드 정책을 
통한 보상 또한 수령합니다.

출 시  예 정

유동성 채굴


유동성 제공자들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며, 마켓 뎁스 제공에 대한 레이어 1 
및 QRDO 토큰 보상을 수령합니다.

출 시  예 정

모든 Qredo 네트워크의 수입들은 레이어 1 자산들로 
수집되며 프로토콜은 이러한 자산들이 QRDO를 위해 
2차 시장에서 판매되도록 지시하고, 검증자들에게
QRDO 토큰으로 보상을 제공합니다.

레 이 어  2  채 택  촉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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