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블록 체인 및 암호 화폐를 사용하여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백서 V1.4.1 

소비자가 대체 에너지 사용 및 생성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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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 프로젝트는 2018 년에 설립 자체 블록 체인 (FRED 에너지)에 채굴 

동전으로 시작되었다. 아이디어는, 신 재생 및 탄소 중립 에너지 장치의 개발을 

가속화 암호 화폐 및 블록 체인를 사용합니다. 이 우리는 에너지 장치로 자금 

연구 (FRED)를 불린다. 

2019 년 6 월, FRED 에너지는 친환경의 암호 화폐가되기 위해 스텔라 네트워크에 

토큰을 사용자 정의 및 그린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의 광범위한 세트의 구현을 

위해 인상 자금 토큰 판매를 유지의 목표로 전환했다. 

때문에 현재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 하락에, 우리는 최근 우리의 가격 전략을 

검토하고 소프트 / 하드 캡 재 정렬 우리의 새로운 목표로하고있다.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미래의 포커스를 어디에 우리는 항상 언급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시장과 에너지 장치 혁신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최소한의 

자금을 계속할 수이다. 

프로젝트는 아시아에서 전기 및 태양 강화 툭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인해 

브랜드 / 프로젝트 노출과 구현의 낮은 비용의 혜택을 계속하는 것이 가속화. 

함께 우리의 혁신 파트너 (DSA)은 우리는 또한 DSA에 의해 설계 변경으로 인해 

개선 된 자기 충전 기능에 요금 사이에 태양 강화 된 툭 - 툭 몇 시간을 제공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을 계속 영역입니다. 

프로젝트 에너 자이스는 미래의 목적이 될 것이다 아직도이 백서에서 

기능을합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와 투자자들로부터 큰지지를 얻을 수있는 경우에, 갈 길이 멀지 

만,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있다. 

 

Michael Josefsen-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 

소개및프로젝트

업데이트

 



FRED Energy Whitepaper v1.4 3 

내용
프로젝트

개요

에너지효율 장점

우리의마켓플레이스

마켓플레이스세부정보

우리의프로토타입장치

에너지장치개발

프로젝트가속화

태양및전기툭툭

미래성장조준

스테이션시장을충전

토큰할당

.토큰경제                

 에너지 토큰 스왑 교환

스텔라블록체인

스텔라블록체인                

사업개요                               

.재무예측                               

로드맵

팀

참조                               

면책조항            

콘택트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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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목표  

프레드 프로젝트의 목적은 (FRED)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에너지 장치에 기금 연구에 

의해 더 큰 채택과 대체 에너지의 생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의 목표; 

블록 체인 기술과 암호 화폐을 사용하여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의 핵심 선수로 인식 •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브랜드가 • 그 목표 소비자의 요구 

소비자가 대체 에너지 사용 및 세대의 가속 • 원조 

암호 화폐를 받아들이는 대체 에너지 제품에 대한 주요 온라인 시장의 장소 • 

• 혁신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에 새로운 에너지 절약 및 생성 장치를 가져와 

2~3년 내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수익 (ROI)을 달성 • 

 

우리의 목표; 

• FRED 에너지 (FRED)를 통해 인상 자금에 토큰 판매 및 민간 투자는 식별 사업 기회의 

달성을 가능하게 

• 온라인 대체 에너지 제품 시장을 만들려면 

• 시장에 우리의 JV의 제품을 가지고 

• 투자 가능한 에너지 장치 프로젝트를 소스에 

• 우리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됩니다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려면 

• 소비자 에너지 생성 및 저장을 장려하려면 

하지백서좋아합니까우리의피치갑판에서보세요

FRED 에너지 백서의 V1.4 

프로젝트

https://www.swipe.to/2191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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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전기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사용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이동하며 전기 될 것입니다. 세계 에너지 

사용량은 전기가 가장 큰 소비자 성장 지역 (iea.org, 2017)되는 신흥 경제에서 산업 및 인구 

성장에 주로 2040 년 30 %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이 에너지 기업들에 수조 달러의 기여하지만 소비자를위한 위의 

인플레이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체 효과는 우리 모두 있지만, 느끼는 것 그와 

같은 저소득층하고는 "연료 빈곤"이라고 무엇에 해당하는 원인 성장 에너지 비용을 충족 할 

수 없습니다 노인 등 취약. 

에너지공급업체 중국전신인 친환경대체에너지원으로이동할것으로예상되며 이는환경에

대한좋은소식이지만 비용수준에서소비자에별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점점 인구와 신흥 국가의 산업화는 세계 에너지 수요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증가 할 것이다 향후 몇 년 동안, 기술은 진화, 에너지 소비는 대규모 

지구와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증가 할 것이다. 

우리는이주기가소비자수준의에너지수요를줄이고소비자가대체에너지장치를사용하여

자신의에너지 전기를생성하여에너지효율의장점에대한인식을높여중단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레드프로젝트는우리의아이들과앞으로자신의세대를위한깨끗하고친환경적인

미래를만들수있도록녹색에너지프로젝트에참여하여우리의목표를달성하는것을목표로

우리의프로젝트는자연의윤리적 아직사업초점을맞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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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 의연구에따르면 감소에너지수요와낮은온실가스

배출량의전통적인수단을넘어 간다에너지효율의더넓은관점이있다 이넓은관점은에너지

효율의잠재력 에너지시스템보안및도움말빌드번영을보장 환경적지속가능성의발전

사회발전을향상 경제성장을지원하기 를보여준다

본질적으로 어떤보고서강조하는것은에너지효율소비자교육에의해많은혜택이비용을

절감가처분소득을높이고유해가스의방출을저하떨어져있다는것입니다 영향과혜택은

전체소비자에의해서가아니라사회에걸쳐뿐만아니라생각된다

 
원본소스에서적응

암호화폐및블록체인에너지효율향상에대한가능성에보일수있지만파괴적인기술입니다

우리는장기적으로긍정적인변화를만들것입니다사업으로인식하고기금을모금을목표로

에너지집약적인광산 작품의증명 을사용하지않는스텔라블록체인를선택했다

프레드프로젝트는확고하게그사회의요구가더나은자신의에너지소비습관을변경하고

환경에있지만 소비자의미래이익을위한뿐만아니라친환경에너지사용및생성으로

이동하는방법에연락믿고있다

 

에너지효율의사회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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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마켓플레이스

제조 및 신 재생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을위한 도매 비용은 계속 떨어지고 이것이 

소비자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또한, 전기 자동차 (EV) 도입을 향한 

움직임은 가격이 가속화되고 또한 소비자에게 더 매력적인되고있다. 소비자가 신 재생 

에너지의 생성, 저장 및 EV 도입을 향한 전환은 손에 손을 이동합니다. EV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비용 상승을 상쇄하고 미래의 에너지 안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전기를 

생성하는 고려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이 기술이 더 저렴하고 더 널리 인정되면서 그린 에너지 관련 

제품의 소매 판매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각의 새로운 EV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 할 수있는 홈 EV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구입했습니다. EV 충전기는 

오프 피크 시간에 듀얼 속도 옵션을 기반으로 충전 할 수 있어야합니다. 소비자의 요구의 

중요성은 또한 EIA에 의해 최근에 형성된 조직 사용자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 의해 

공유되는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로 변환 에너지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렇게하려면, 

"기술은 쓸모해야하며, 그들의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해야합니다. 일부 자동차 

제조 업체는 구매 패키지의 일부로 EV 충전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들은 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기존 시스템에 소스 추가 또는 교체로 모양과 현대적인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LED 전구와 기존의 백열 전구를 대체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성이된다. 

 

 

FRED 에너지 백서의 V1.4 

 

마켓 플레이스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FRED 에너지의 더 큰 사용을 제공하고 암호 화폐의 

사용을 촉진 할 것이다. 시장은 우리의 최소 실행 가능한 제품 (MVP)이며, 데모에서 

확인할 수있다https://shop.fredenergy.org/shop/ 

FRED 에너지의 시장은 미래의 녹색 혁명과 만나 소비자의 요구 가입을 찾고 있습니다. 

 

 

 

https://shop.fredenergy.org/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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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플레이스세부정보

시장은 우리의 파트너 제품 및 결국 우리 자신의 브랜드 제품을 처음 기능을한다. 여기에는 홈 

EV 충전기, 태양 광 및 풍력 에너지 발전 시스템, 배터리 스토리지 시스템, 대체 전기 자동차, 

LED 전구 및 기타 관련 기기 등의 그린 에너지 관련 제품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기존 

결제 방법 외에도 우리는 FRED 에너지 토큰 및 기타 암호 화폐를 사용하여 제품의 지불을 

구현합니다. 그들이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 승인을 얻은 후 시장에 공급 업체는 제품의 모든 

측면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USP 

• 더큰질량채택으로이어지는암호화폐지불을수락

• 자신의암호화폐지갑을통해제품에대한은행거래에대한액세스를제공

• 소비자에너지효율의가속에이즈 저장및생성

• 콘텐츠제작을통해에너지효율과에너지생성시스템정보

• 상품고유의녹색에너지관련제품

• 우리자신의브랜드제품

• 실제소비자제품평가

• 소비자는 토큰에서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Year 1 Year 2 Year 3 Year 4

Cumulative Revenue 55,875 184,125 388,375 729,625

Cumulative Cost 27,250 56,600 103,600 139,150

Net Return $28,625 $127,525 $284,775 $59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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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첫번째

프로토타입장치
우리의 프로젝트의 투자자들은 새로운 에너지 생성 및 우리의 첫 번째 프로토 타입 완전 조립 

장치 및 작업을 포함하여 저장 방법의 개발에 투자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시장에 가져 오는 

방향으로 회로 설계 및 모양을 완료해야합니다. 

이 장치는 오프 - 그리드 및 캠핑 / 아웃 도어 시장으로 겨냥하고 전원 태양입니다. 세계 캠핑 

장비 시장은 2020 [16]에 의해 $ 5.22 억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많은 

이러한 장치는 220V 출력, USB-C 출력과 유사한 장치에서 찾을 수없는 몇 가지 독특한 

기능이있다, 그러나, 시장에 있으며, 예비 전원 은행은 주요 은행의 85 % 충전까지 가능. 이 

장치는 오프 - 그리드 / 야외 캠핑 사용 및 비상 전원으로 적합합니다. 

초기 사양 

산출: 15 ~ 18 앰프 또는 더 큰 200Amp 

버전을 사용할 수 

220V DC 작은 팬 추가 220V 등, 노트북 

및 기타 낮은 와트 장치 (<600W)에 

전원을 공급할 수, 붙박이 LED 빛 

산출: 220V, USB-C, USB의 X2 1a 및 2A  

입력: 태양 전지 패널 붙박이 또는 10-

100W 외부 태양 전지 패널을 통해 7 ~ 10 

W를 통해 선택 사양 220V AC, 5V 

충전 시간 :2-5 시간. 붙박이 예비 전원 

은행 (정상 용량의 최대 85 %) 

무게: 1.5kg의 

치수: 24cm X 32cm X 12cm 

 

 

 
프로토 타입 제품 

진행 사실 : 

• 두프로토타입제품을하는 큰 장치는성능기대치를초과하는

• 회로기판요구사항은진행중인

• 테스트및준수실시한다

 
먼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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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장치개발

에너지장치로자금연구

우리는협력과자금의가치가새로운에너지절약및발생장치

프로젝트를찾아나갈것입니다

세계최고의발명품의대부분은약간의과학적전문지식을

가지고있지만 시행착오를통해자신의발명품을개발한

사람들에의해이루어졌다

 

 

우리의약속은그리드떨어져사람들을돕기위해

의 최근 기사 빌 게이츠그리드에서 벗어나거나 전기를 신뢰할 수없는 액세스 사는 

사람들이 직면 한 문제를 강조했다. 간단한 태양 또는 기계적 전원 충전 장치는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장치를 개선 간단한 생활의 예는 작은 

태양 전원 빛과 전화 충전기입니다Deciwatt의 중력 / Nowlight 태양에 의존하지 않고 빛을 

제공 할 수있는. 

우리의 프로젝트 공약 볼 (제기 된 기금를 $ 1000 당 하나의 장치를 구입하기 위해 우리의 

홍보 영상데이빗 파크 먼에 의해)과 그것을 필요로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우리의 토큰을 구입하는 것은 우리의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뿐만 

아니라 그리드 떨어져 그 생활의 일부 혜택을 제공 할 것입니다. 

 

 
출처: https://deciwatt.global/gravitylight 

오늘 엔지니어 과학자및일일우리가생성하는방식을바꿀것입니다기술을개발아마추어

발명가가 소비하고에너지를저장한다 그얼굴의가장큰문제많은사람들이완전히자신의

발명을실현하고시장에그들을얻을수있는자원이나자금의부족이다 우리는에너지생성및

저장을극대화하는것을목표로여러혁신과특허에관한토론에이미

우리의목표는이기술개발자들과협력하고오늘날우리가알고있는에너지시스템을변경할

수있는프로젝트를위한자금을제공함으로써협력관계를만드는것입니다

 

 
예 태양 하전 장치 

https://www.linkedin.com/pulse/hidden-costs-unreliable-electricity-bill-gates/
https://deciwatt.global/
https://www.youtube.com/watch?v=Gq89eNt9vJE
https://deciwatt.global/gravity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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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가속화는 현재 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툭툭의 운송 인기 방법하지만 연료 

효율성 고통과 대기 오염에 기여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전기 툭툭의 채택에 지속적인 진행이되었지만 채택 

장벽은 여전히있다; 새로운 전기 툭 - 툭의 비용은 이점에 

대한 인식 및 충전소의 부족이 부족하다. 함께 혁신 파트너 

(DSA)와 함께 우리는 인해 향상된 자동 충전 기능에 요금 

사이에 태양 강화 된 툭 - 툭 몇 시간을 제공 할 수있다 

DSA가 설계 한 배터리 및 충전 수정을 확인했다. 

우리의 목표는 전기 및 태양 툭툭 공급 업체와 파트너 및 

녹색 에너지 수송 및 증가 브랜드 노출을 촉진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프레드 에너지 로고를 

부담합니다 후원 각 차량은 시간의 합의 된 기간 동안 

차량에 유지하고 추가 프로젝트 및 인상 인식을 증진한다. 

우리는 아시아와 유럽 연합 (EU)의 도시와 관광 지역에 

위치해 툭툭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우리의 초기 

프로젝트의 여섯 개 도시를 선택하고이 미래의 프로젝트 

에너을위한 무대를 설정합니다.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 신생 충전 EV 훌륭한 기회를 

제공 저탄소 사회와 스마트 도시를 향한 큰 움직임을 

만들고있다. 

 

우리의 프로젝트의 장점; 

• 운영비용을줄임으로써더높은소득과

툭툭드라이버를제공합니다

• 운영비용은툭툭드라이버에게녹색

에너지차량을사용할수있는인센티브를

부여감소

• 대체에너지사용에대한전반적인인식을

증가

• 모두를위한청소기건강한환경을선도하는

탄소배출량을감소

• 촉진과지역사회의이익을위해지역

사회와함께작동하는혁신적인그린

에너지브랜드로시장 에너지를

• 아시아와유럽연합 에프로젝트

에너을위한무대를설정합니다

 

프로젝트가속화

등록툭 툭태국택시

수십억달러의시장을만들었습니다인도의

전기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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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전통 인력거 또는 툭툭의 낮은 비용과 접근 교통을 

제공하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일상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나의 툭 - 툭는 연간 

10,000km를 주행 평균 자동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연간 CO2의 약 사톤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는 약 150 만명이 차량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새로운 억 달러 시장을 만들어 오염을 

줄이기위한 노력에 모든 전기 버전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태양 툭 - 툭 출처 : c-fee.com 

같은 전투 상승 CO2 수준으로 아시아의 많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대기 오염이 너무 높은 

오염 마스크가 일상 생활의 일부임을이다.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국가는 많은 서방 국가의 

노력을 추월 전기 구동 전송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급속히 발전 분야는 전기 

자동차 및 지원 인프라 모두에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합니다. 

 

 
출처 : bzzt 

유럽 
유럽 연합 (EU)의 여러 도시와 관광지, 이러한 Bzzt의 포드 택시와 같은 전기 툭툭 최근 새로운 

디자인은 기존의 택시에 친환경, 효율적이고 저비용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 혁신과 사업은 우리의 프로젝트를 탐구하고 인식 된 브랜드와 blockchain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의 핵심 선수가 우리의 목표 중 하나에 도달 할 수있게됩니다 기회를 활용합니다 

초점을 맞춘. 

 

전기및태양전원툭툭

 
출처 : tukt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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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의질량채택을향한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우리는전기소비자를위한주요에너지원이될

것이다에너지사용의새로운시대에진입하고있습니다
 

13 FRED 에너지 백서의 V1.4 

미래성장목표

프로젝트에너

 

 

프로젝트 에너은 전기 자동차 (EV) 충전 스테이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수요가 

충전 스테이션의 수를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구현 초기에 유럽 연합 (EU)과 영국의 신흥 EV 시장을 

대상으로하는 추가 계획을 아시아쪽으로 볼 것이다. 

EV는 전략적으로 다른 서비스 제공 업체와 공모 큰 장기 

전망을 수혜 지역 사회의 허브가 될 수를 차지하는 

충전소. 커뮤니티 허브 모델은 중앙 기반을 제공하고 

작업 사이에 최고 업을 가능하게 충전 포인트의 큰 수를 

포함 할 것이다. 

충전 스테이션은 일부 소유권이거나 완전히 FRED 

프로젝트 소유하고 현지 통화로 지불을 용이하게하는 

목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PAYG 방식을 

사용하고, FRED 에너지 토큰의 사용됩니다. 

투자 수익 (ROI)에 도달 한 후, 충전소 소득은 다른 틈새 

영역으로 충전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자금 

추가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EV 충전 스테이션이 제공하는 피어 - 투 - 피어 (P2P) 신 

재생 에너지 거래 다른 블록 체인 플랫폼과 협력의 추가 

가능성을 가져온다. 글로벌 전기 자동차 인프라 시장이 

새로운 생태계의 일부로보고있다 2025 (GVR, 2019)와 

FRED 에너지에 의해 $ (63) 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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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자동차제조업체는이제효율성과경제성을

증가하기위한대규모투자와 와하이브리드기술에서

경쟁하고있다

전기자동차에이대규모투자 제조업체는친환경수송의

채택을가속화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의의

상승은접근가능한충전스테이션의지원인프라에대한

투자가필요합니다

큰석유회사들은이미다양화와수요증가에대비하여

기존의 의 점연산자를충전 및확장인프라의

대부분을취득하고있습니다

큰기업의투자는주로빠른충전분야에서하고있지만

기존의소매연료네트워크의한부분으로왔다 어떤국가

충전네트워크의독점에우려를위한고려사항이다 경쟁을

제공하고소비자의변화하는요구를충족하기위해

혁신적인비즈니스모델을추구하는작은무소속는

충전시장에진출하기위한필요가존재한다

출처 전기자동차전망

FRED 에너지 미래의 목표 중 하나는 연구와 소비자의 

요구 구동되는 틈새 시장을 발전 식별 독립적 인 

CPO로 자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0 10 20 30 40 5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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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in electric vehicle production capacity 

(Billions USD)

(14) FRED 에너지 백서의 V1.4 

 

충전스테이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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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의연구는영국모델을기반으로네충전세그먼트를식별이집 대상 신속하고일터충전이다

국가와문화의차이를고려할때이러한세그먼트는하지만 우리의사업모델은낮은투자및수익스택

세그먼트으로보일것이다 다르다 우리의계획은아시아에서시작하고더기회를유럽연합 과

영국시장에보는것입니다

영국의대상세그먼트를사용할수있습니다같은쇼핑몰 레저센터 호텔 테마파크와숙박의길이가더

긴관광지역과낮은비용 느린충전전기자동차서비스장비 등의위치를고려할것입니다

큰잠재력을가진예는주차장및충전 모델이다 사이의충전시간을가능하게 의범위

모델은 에서중저가 충전기를사용하는것이 시간과빠른충전설정보다훨씬낮은

투자를필요로한다 또한위치에따라광고추가수익스태킹기회를종료하고 의유형이사용

의약 가집에있을것입니다충전것으로추정되며이분야는큰잠재력을가진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홈 년대는동일하게하고우리의시장을통해 에너지에대한또다른

시장진입점을집에서 충전기의오른쪽유형과소비자를한다제공한다

올바른비즈니스모델이선택되면 충전시장은빠르게성공의큰잠재력을발전하고제공합니다

다른 프로젝트는달리 우리는모든토큰판매종료후 개월이내에우리의프로젝트에

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중요한점은물론전기사업자인해하룻밤충전요구에더이상요금피크오프제공할수있는

지점이있을것입니다 우리의프로젝트인상인식하는것을목표로하고생성과저장을고려하는

소비자를장려곳이다자신의전기는이미많은사람들의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하는에너지가격

상승을상쇄합니다

 

FRED 에너지 백서의 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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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기준시간

사전판매시작

사전판매종료 어떤자금이

발생하지

우리의플랫폼매출은 의초기토큰

가격으로미래와함께 년 월 일에서

목록을계속

 

Token Sale 57%Coin Swap 6%

FRED Project 
Reserve 14%

Founder (locked 
for 8 months) 

6%

Team (rewarded 
monthly) 6% Marketing 5% Advisors 3% Partners 3%

토큰할당

다음과같이할당됩니다

제기자금

프로젝트 가속화 및 프로젝트 에너 35 % 

제품 개발 20 % 

에너지 장치 20 %로 기금 연구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10 % 

10 %를 마케팅 

법률, 회사 설립 수수료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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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경제
우리의 토큰은 스텔라 네트워크 (XLM)에 사용자 정의 자산입니다. 

토큰 공급은 시세 FRED와 808,000,000 FRED 에너지 토큰입니다 

 

총공급 토큰

배당

판매

동전토큰스왑

프로젝트예약

설립자 개월동안고정

팀 매달보상

마케팅 수배

어드바이저

파트너

만

 

참고 : 마켓 플레이스에 관계없이 제기 자금 구현 될 것입니다. 또한, 토큰으로 인해 

제기 자금 수준에서 진행됩니다 토큰 스왑 (6 %) 프로젝트를 통해 이전 코인 홀더에 

배포된다. 

판매 할당 460,560,000 = (57 %) 

토큰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에 걸쳐 우리의 플랫폼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https://token-sale.fredenergy.org/signup및 IEO 판매와 함께 실행됩니다. 

우리의 플랫폼에서 구입 한 토큰은 토큰을 구입하고 몇 가지 단계가 토큰 홀더 보상 

기능 수의 양에 따라 변수 보너스를해야합니다; 

 

 
조심스럽게 약관을 읽고 조건은 우리의 토큰을 구입 대한 추가 조치를 복용하기 

전에 웹 사이트에서 찾을하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약관을 읽고 조건은 우리의 토큰을 구입 대한 추가 조치를 복용하기 

전에 웹 사이트에서 찾을하시기 바랍니다. 

https://token-sale.fredenergy.org/sig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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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프로젝트는 우리 9 월 2018 우리 자신의 블록 체인을 개발하고 현재 설치 한 

사회가, 블록 체인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스텔라 기반 토큰의 변경으로 이동함에 따라, 우리의 오래된 동전 교환 할 

필요가 우리가 앞서 도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이전 블록 체인 중단. 

우리의 스왑은 성공과 총 토큰 공급의 6 %는 이전 코인 홀더에 할당되었다. 이 토큰은 

모든 토큰 판매 완료 될 때까지 거래 가능한되지 않습니다, 또는 팀은 프로젝트 초기에 

유익한 것으로 간주 무엇에 따라 교환 토큰을 해제하기로 결정. 

이전 코인 최대 공급 8,080,000,000 FRED 동전이고 808,000,000 FRED 토큰 10 % 

감소로 감소되었다. 

스왑에 약 14 억 기존의 동전은 6 % 또는 48480000 토큰의 토큰 할당에 있었다. 이 제외 

남은 동전은 약의-내 사전. 탄 400,000,000 동전입니다. 

총 스왑에 대해 전송 동전 771,162,690이며, 스왑 전송되지 않은 뛰어난 동전 지금 불 

것으로 간주된다 확인했다. 

 

교환 토큰 비율은 다음 식에 기초 하였다 

스왑 / 토큰 할당 확정 동전 

771,162,690 / 48,480,000 = 15.9 

따라서, 1000,000 FRED 동전 (1 백만)이 약에 대한 교환 할 수 있습니다. 62893 개 FRED 

토큰. 

이미 설립 된 공동체를 갖는 지속적으로 2018 년부터 우리의 프로젝트를 개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프로젝트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계획의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바랍니다.  

우리는 100 %가 개발하고 현실에 우리의 프로젝트를 가져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FRED 에너지 토큰 

스왑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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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블록체인
주요한전송 및 통화의 쌍에 돈을받을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분산 지불 프로토콜입니다. 

이 방법 사용자는 예를 들어, 자신의 유로 잔액에서 트랜잭션을 보내는 USD, 엔, 또는 

(cryptocurrencies 포함) 다른 통화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일반적인 범주가 

지원됩니다 상인에 대한 지불, 지불 집에 백업하거나 룸메이트로 분할 임대. 

스텔라 함께 제공 내장 된 "스텔라 루멘 (XLM)"통화의 가치가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디지털 통화;.하지만, 그 주요 기능은 다른 통화 사이의 변환 경로를 제공하고있다. 

응용 프로그램 도움말 다리에 스텔라의 상단에 디지털 및 전통적인 통화 사이의 간격을 

구축 할 수 있습니다. 

 

개발 

스텔라는 비영리 단체, 스텔라 개발 재단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그 코드는 오픈 

소스이다. 

작동 원리 

게이트웨이 

사람들이 및 네트워크 나가자 기관 - 스텔라는 게이트웨이의 개념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용하는 게이트웨이를 신뢰해야하지만 네트워크에서 다른 참가자를 신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용자를 대신 보증금을 유지하기 위해 현지 은행을 신뢰와 

유사하다. 스텔라, 당신은 명시 적으로 정책을 설정하여 게이트웨이를 신뢰 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환율 잔액 게이트웨이에서 크레딧로 표시됩니다. 크레딧은 게이트웨이를 포함하지 않고 

사용자간에 거래 될 수 있습니다. 이 분산 및 개방형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게이트웨이를 시작하고, 신뢰에 게이트웨이의 자신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오늘 

스텔라 네트워크는 많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이지만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있어 대형 IT와 은행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계속합니다. 스텔라는 최근 국경 

간 지불 시스템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IBM과 파트너십을 체결세계 와이어 . 

 

https://www.ibm.com/blockchain/solutions/world-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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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TH (ERC-20) 네트워크를 통해 FRED 에너지에 대한 스텔라을 선택? 

● 스텔라는 일반적으로 거래를 확인하는 매우 에너지 소비 방법입니다 작품의 증거 

(POW)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FRED 에너지와 우리의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무엇에 더 공감 

● 스텔라 네트워크의 거래는 번개처럼 빠르다 : 4000 개 거래 초 기본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에 달성 한 당, BTC의 현재 3.3-7 TPS에 비해, ETH의 15 TPS 또는 현재 

볼륨이있는 VISA의 1736 평균 TPS 

● 별 거래 비용은 매우 낮은 (거래 당 <$ 0.00001)이다 

● 스텔라 네트워크는 다양한 통화 및 토큰 사이에 쉽게 교환 할 수 있습니다 

● 스텔라는 ETH 같은 "스마트 계약"레이어를 포함하지만, 스텔라의은에 개발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것은 매우 복잡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지만, 반환, 그것은 훨씬 더 

취약점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싱가포르와 UCL의 국립 대학 연구원들은 적극적으로 테스트의 

순간에 에테 리움의 플랫폼에 존재하는 모든 라이브 스마트 계약을 다운로드하기로 

결정했다. 이 거의 백만 활성 라이브 스마트 계약을했고, 초기 테스트는 위험도가 높은 

취약성을 보여주는 2000을 통해 스마트 계약을 체결 한 그 이상의 34000 개 스마트 

계약했다 취약점을 발견했다. 이이 계약의 경우 대부분의 ETH 스마트 계약에서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활용하려는 해커를 나타낼 것 타사에서 "쉽게"조작 할 수 있음을 의미 

● 전체 AML / KYC 준수 (자금 세탁 및 네트워크의 테러 사용의 자금 조달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분산 교환 (DEX)에 ● 액세스하는 수단이 2018 년 2019에서 암호 화폐 시장을 해치지 된 

어떤 타사 적 "호스트"한 사용자의 동전, 방지 "출구 사기"또는 교환 해킹 

● 스텔라 재단은 또한 더 나은 / 공정한 세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공감 많은 자선 단체를 

지원하는 유명합니다 

왜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에 블록 체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술 혁신, 블록 체인 녹색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더 제어 소요 하나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FRED 에너지는이 새로운 파괴 미래의 일부가 될 및 발생 

할 기회를 준비하고자합니다. 토큰 판매를 통해 우리의 프로젝트 금융을 추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토큰은 우리의 미래 플랫폼과 협력 관계 내에서 유틸리티를해야합니다. 시장은 

전통적인 방법과 함께 암호 화폐를 사용하여 제품을 구입할 소비자를 허용합니다. 우리의 

제품의 일부는 아웃 도어 / 캠핑 시장을 겨냥한되어 그리드에서 벗어나거나 전기를 신뢰할 

수없는 액세스 할 수있는 사람들. 또한 오프 - 그리드 사람들의 생활도 은행 거래로 분류되는 

1.7B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장을 통해 생활 변화 제품을 제공 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손이 닿지 않는 

것 획득 제품에 사람들이 더 쉽게하는 것을 목표로하지 않습니다. 

스텔라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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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요약 

세계의 에너지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친환경 대체 에너지 생성 및 사용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있다. 주요 기업과 이제 큰 석유 거대 에너지 요구 사항과 요구의 증가 변화에 대비하여 

그린 에너지 사업에 많은 투자를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이 많은 미래의 전망을 독점하는 동안, 큰 잠재력 작은 무소속 특정 틈새 시장 세그먼트를 

채우기 위해 그린 에너지 공간을 입력 할 필요가 여전히 우리의 프로젝트의 목표는 블록 체인 활용 

격차를 채우기 위해 곳이있다. 

프로젝트 개요 

시장은 우리의 최소 기능 제품 (MVP)과 토큰 판매에서 제기 자금에 관계없이 라이브 Q1 2020 갈 

예정이다. 시장은 자신의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대체 에너지 제품 소매 업체와 혁신을위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매출위원회는 제품의 가치에 따라 5 ~ 10 % 사이에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혁신적인 야외 / 캠핑 시장을 목표로 파트너 (DSA) 및 그 생활 오프 - 그리드 

제품을 개발하고있다. 우리의 첫 번째 제품은 더 많은 기능과 사용성을 수 있도록 설계 수정과 작은 

태양 전원 빛과 휴대폰 충전 장치를 기반으로합니다. 이 제품은 또한 FRED 에너지 / DSA 브랜드 

제품으로 우리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에너지 장치에 기금 연구 (FRED)는 이미 첫 번째 파트너 및 혁신 (DSA)가 있습니다. 이 파트너는 

에너지 발생 장치를 개발하고 새로운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에너지 저장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에너지 생성 및 저장 장치의 몇 가지 프로토 타입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특히 하나에 대한 특허 출원을 향해 찾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가속화 효과적으로 마케팅 전략과 브랜드 인지도, 제품 판매 및 우리의 토큰의 시가 

총액을 통해 프로젝트에 엄청난 부가 가치를 제공 할 수있는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DSA에 의해 

태양 전원 툭 - 툭의 사용 방법의 추가 개발은 개선 된 자동 충전 기능으로 인해 충전 AC 벽 사이에 

몇 시간을 가능하게하고 더 시장 진입 점을 제공 할 수있다. 

프로젝트 에너은 빠르게 성장하는 EV 충전 시장 (종속 펀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비자 

요구 사항의 점진적 변화에 대비 스테이션 (EVCS)를 충전 아시아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초기 투자 

잠재력이 존재 유럽에서 확인 된 많은 틈새 시장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충전 

포인트 연산자 (CPO)를 할 경우, 우리는 자금 때문에이 프로젝트가 미래의 목표 것 높은 수준을 

필요로한다. 

일을 얻기. 우리는 각각의 프로젝트는 작업에 적합한 사람을 획득,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이해하는 것은 자본을 달성 할 수있는 일이다. 신생 프로젝트 또는 기업이 투자를 받으면 다음 

작업에 적합한 사람을 고용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시장 

글로벌 EV 충전 인프라 시장은 추정 EV 충전 스테이션 장비 시장에 비하면 정말 왜소이 존재가 

혼자 EV 홈 충전기 시장은 2027 년까지 $ (35) 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에 의해 $ 1,786 억 

달러로 2025 $ (63) 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은 에너지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소비자 있도록 더 저렴 해짐에 따라 소비자 수준의 신 

재생 에너지 발전 및 스토리지 시스템의 판매는 유사한 성장 수치를 볼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캠핑 장비 시장은 2020 년 $ 50 억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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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망
 

1 년 200일 (위치에 4 개 단위 기준) 7kWh EV 충전기 @ $ 20 년 2 2백50일 @ $ 24 년 3 290일 @ $ 32 년 4 @ 300 $ 38 

1 년 2백일 (위치에 4 개 단위 기준) 7-22kWh EV 충전기 @ $ 26 년 2 2백50일 @ $ 30 년 3 2백90일 @ $ 38 년 4 3백일 @ $ 40 

YEAR1 2백일 (4 개 위치 당 단위 기준) 7-22kWh EV 충전기 (광고 모델) @ $ 42 년 2 2백50일 @ $ 48 년 2 2백90일 @ $ 50 년 4 300일 @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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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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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발명가및엔지니어

전기기계전문가및

고문

 

창립자 최고경영자

정보기술시스템컨설팅

분야에서 년이상

블록체인및녹색

에너지애호가

 

크리에이티브디렉터및

커뮤니티관리자

 

  
 

Daryl Naidoo  

 

조언자 

 

신 재생 에너지 및 

ICObench 전문가 

 

 

 

모든라운드정보기술

전문가 프로젝트

관리자및

공동

설립자   

 

 

 

마케팅및암호화폐

콘텐츠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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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검색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

시장가치

에서

만회에의해 억

 세계에너지전망국제

에너지기구

에서 검색된

 에너지효율의장점

에서검색

 새로운세계 에너지

변환의지정학

에서검색

 삼일 앞서전원켜기 전기

자동차충전사업모델의감각을만들기

에서검색

 태국

에서검색

 전기자동차 충전기시장개요

 이작은전기툭툭스톡홀름에서동네

짱에복용

참고문헌및링크

 어느정도의전기툭툭사람들이주위에

얻을방법을변경

 전기자동차베트남의미래

 차량으로전기자동차시장 승용차및

상용차 차량클래스 중간이선정한

저렴한 럭셔리 역 일반및슈퍼 및

지역충전 추진 및

판매 업체 모델 글로벌 년

예측

 전기자동차판매최대 에서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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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신중하게이 면책 조항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의심이 있다면 당신은 금융, 

법률, 조세 또는 기타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참조해야합니다. 

프레드 프로젝트 및 FRED 에너지 번호 12054644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등록 된 

"회사"FRED ENERGY LTD에 의해 제어 프로젝트가있다. 

FRED 에너지의 구매자는 그녀가 / 그가 이해 및 암호 화폐, 블록 체인 시스템 및 서비스의 

경험을 가지고 백서이를 이해하는 의무를 토큰 그녀는 / 그는 완전히 사용과 관련이있는 

책임을 포함 IEO / ICO 캠페인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는 안전한 저장을 포함 암호 

화폐와의. 

프레드 프로젝트 및 FRED 에너지의 미래 프로젝트와 비즈니스 모델을 요약 한 것입니다 

백서이에 포함 된이 정보는 우리의 FRED 에너지 토큰 판매, 관련 기능 및 모금 목표에 

대한 소개를 제공합니다. 프레드 프로젝트는이 백서에 설명 된대로 프로젝트와 최종 

서비스의 개발, 상용화 인상 펀드의 토큰 판매를 실시한다. 

정보 설명 특성이며 변경 될 수 구속력없는 백서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포함 

백서이 내부 또는 공개 출판물에서 얻어졌다 상대적으로 산업과 시장 전망을 형성 공급. 

소스가 신뢰할 수있는 것으로하는 동안, 프레드 프로젝트는 정보와 예측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규정 준수 및 규제 조치 또는 조치는 우리의 프로젝트 및 제한하거나 개발 또는 구현되는 

것을 방지 할 수있는 미래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일부 지역의 관련 법규에서 이러한 새로운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요구 사항으로 인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FRED 에너지는 스텔라 (XLM) 네트워크에있는 사용자 정의 자산과 공유로 분류 또는 보안 

또는 투자 자산으로하는 것은 아니다. FRED 에너지 토큰은 FRED 프로젝트 및 관련 

프로젝트의 토큰 유틸리티입니다. FRED 에너지 토큰은 FRED 프로젝트 플랫폼과 에코 

시스템의 외부에 존재하는 유형 또는 물리적 자산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FRED 에너지 토큰은 기업 자본, 배당,이자, 이익 또는 소득 주식, 주식, 로열티 또는 권리를 

표현하지 않는 문제 토큰 또는 기타 지역에서 다른 엔티티. FRED 에너지 토큰은 설계 또는 

FRED 프로젝트 플랫폼과 에코 시스템 외부의 특정 값이되는 것은 아니다. FRED 에너지 

토큰 사용하거나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 할 수 없다. FRED 에너지 토큰을 유지하면 

회사, 수익이나 자산에 대한 권리의 제공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나 투표, 지적 

재산권 (소유권) 또는 기타 법적 또는 재정적 권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하지 백서이  

프레드 프로젝트는 투자 목적으로 증권이나 자산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 백서 이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서 또는 어떤 종류의 안내서로 구성된다. 투자 권유하지 

않습니다 및 기타 지역에서 증권, 주식, 옵션이나 선물의 제안에 어떤 식 으로든 관련이 

없습니다 백서이. FRED 에너지 토큰의 사용률이 FRED 프로젝트의 플랫폼과 에코 시스템 

내에서 사용할 수있는 FRED 프로젝트의 목표, 미래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요를 제공 

백서이.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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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권고 또는 조언하지 백서이  

프레드 프로젝트와 이익을 만들 것입니다 FRED 에너지 토큰에서 해당 참가자를 보장 할 

수 없습니다 또는 발생 손실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이 백서에서 논의 된 토큰 판매는 

규제 당국에 의해 검토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법률 또는 관할의 규정에 따라 규제 검토 할 

계획이 없습니다. 

제한 

FRED 에너지 토큰은 미국, 캐나다, 알제리, 볼리비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레바논, 모로코, 나미비아, 네팔, 파키스탄, 에콰도르을 포함 할 수있다 

시민과 주민에게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제한이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 사항이 명시되는 

경우, 참가자는 FRED 에너지 토큰의 토큰 판매 및 구매에 참여하지 않아야합니다. 

프레드 에너지 토큰 판매에 참여는 또한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주민들에게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의 해당 법률에 부합 역할을 확인하며, 그들의 관할 규제 

당국의 위치를 배웠습니다. 

책임의 한계  

그것은이 백서에 포함 된 당신이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프레드 프로젝트, 그것은 창시자, 팀 구성원, 고문과 FRED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제 3 자 그리고이 프로젝트의 결과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손실에 대해 

책임을지지하거나 손상되거나 다른 사람이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지 않는다 당신 또는 

정보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의 결합에, 그리고 포함하지만 FRED 에너지 토큰을 

사용하도록 무능력에 한정되지 않고, 백서이 포함. 

보증의 면책 조항 

제공되는이 백서에 포함 된 모든 정보는 어떠한 보증도없이 "AS는". 프레드 프로젝트 

진술과 권리를 포기 명시 적, 묵시적하고 및 / 또는 제 3 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법적 

보증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목적에 대한 정확성, 의견, 완전성 또는 적합성에 

보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래 법률 

당신은 이해하고 FRED 프로젝트 적용 트랜잭션 법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동의하고, 해당 법률은 포함 할 수 있지만, 법률, 증권 거래법, 지방 세법을 세탁 

방지 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해하고 적용되는 모든 트랜잭션 법률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동의합니다. 위의를 위반하지 않고, 이해하고 FRED 에너지 토큰의 

구입시 발생하는 모든 납세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말했다 납세 의무의 부담되지 않은 FRED 프로젝트는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잘못된 연산에 대한 우리의 IEO 캠페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를 

포함하지만, 테러 자금 세탁의 자금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용어와 우리의 토큰 판매 조건은 https://token-sale.fredenergy.org/signup/terms-and-

condition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콘택트렌즈
 

웹 사이트 블로그 : http://fredenergy.org 

토큰 판매 웹 사이트 : https://token-sale.fredenergy.org 

불일치: https://discord.gg/uhAjg9w 

전보: https://t.me/FREDEnergycommunity 

페이스 북 : https://www.facebook.com/TheFredProjectOfficial/ 

트위터: https://twitter.com/energy_fred 

매질: https://medium.com/@fredenergy.org 

 

피치 갑판 가능합니다 : https://www.swipe.to/2191nm 

 

토큰 문의는 이메일 ieo@token-sale.fredenerg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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