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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록(Abstract): 라스카랜드 아토 유니버스 – 반려 동물을 포함한 모든 세대의 융합과 조화를 꿈꾸는 문화 생태계 블록체인 플랫폼

초록 (Abstract): 라스카랜드 애견 테마파크 플랫폼 -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의 융합과 조화를 꿈꾸는

종합 애견 테마파크를 통한 문화 생태계 블록체인 플랫폼

라스카랜드 애견 테마파크와 플랫폼 시스템은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모든 사용자 보상 제공과 원패스 통합 결제 서비스

제공에 기반한 모든 세대의 조화로운 융합을 이끌어낼 종합 애견 테마파크 문화 생태계 블록체인 플랫폼(Culture

Ecosystem Blockchain Platform)이다. 라스카랜드 플랫폼은 크게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제1의

목표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들을 위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세대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의 활성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제2의 목표는 이러한 플랫폼상에서 일어나는 서비스 이용

에 대한 결제와 보상을 블록체인 기술로 통합함으로써 국제적 통합 결제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문화 생태계란 그 생태계에 속한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때 존재하게 되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적 공간이다. 어떠한 문화가 꽃피기 위해서 먼저 공동체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방식이 되었든 문화를 가진다.‘나’와 ‘너’가 인격적으로 사회를 이루며 상호작용을 하는 곳엔 반드시 문화가 있다.

1민족의 문화, 국가의 문화, 이익집단의 문화와 같은 다양한 문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라스카랜드가 관심하는 문화는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각 세대들의 문화들이다. 라스카랜드는 모든 세대들의 문화들, 즉 아이, 청소년, 부모와 그리고 할

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의 문화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감상하며 합의 문화를 구축하기를 시도하는 플랫폼, 즉 문화들의

문화를 가꾸어 갈 문화 생태계 플랫폼이다.

라스카랜드는 또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융합의 이념에 알맞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통합 결제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때 블록체인은 투명성과 탈중앙화적 성격을 통해서 사용과 결제 시에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모든 구성원들

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라스카랜드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토큰들을 구매하고

이 토큰들로 라스카랜드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쉽게 지불하고 사용한다. 또한 라스카랜드는 봇을 통해서 사용자들

의 사용 패턴을 분석한 뒤에 각 사용자에게 걸맞는 보상을 토큰으로 제공함으로써 플랫폼상에서의 경제활동을 더욱 격

려한다.

라스카랜드는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서비스들에 대한 이용과 지

불을 블록체인을 통해 최적화함으로써 전 세계의 모든 사용자들에게 가족공동체의 화목을 증진하고 경제적 윤택함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세대 간의 문화 차이는 더 이상 갈등과 고립의 원인이 아니라 무한한 화

목의 원천이 되며, 이러한 화목화 과정은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해서 더욱 가속화된다. 라스카랜드에서 모든 인류는 지

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풍요와 화목의 무한한 우주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1. 심지어 둘 사이에서도 오래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뚜렷하지 않을 지라도 인식할 수 있는 패턴들이 발생하게 된다. 문화란 이러한 패턴

들의 모음이다.



코로나 19 이후 우리의 놀이터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아이들은 유치원과 초등학

교가끝나면 놀이터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이를 하고 동네 어른들에게 사랑도 받고 야단도 맞으며 자랐다. 비록 대한민

국 사회가 빠르게 근대화되면서 마을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아이들이 뛰고 놀며 사회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의 놀이터가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요즈음 한국에서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풍경이 사라져간다.

부모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혼자 내버려져 놀 수 있는 놀이터란 공간을 신뢰하지 않는다. 아동 성폭력과 같은 아동 대

상의 범죄들이 크게 늘어난 탓에 부모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자유롭게 방황하도록 놔둘 수도 없는 지경이다. 2 또한 한

국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로 더 이상 놀이터를 가지 않는다. 놀이터를 갈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초등학

생들은 영어, 수학, 음악과 같은 다양한 사교육을 받으며 일평균 2~3시간의 자유시간만을 갖는다. 3 학교 종이 울리자마

자 아이들은 학원으로 향해서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난다. 태권도 학원에, 피아노 학원에 가지 않으면 친구들을 만날 수

도 없을 정도다. 4

중고생들에게는 이러한 경향이 매우 심해진다. 중고생들이 친구들과 서로 뛰어 놀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대부분의 중고생들은 학교를 마치자마자 바쁘게 단과학원, 종합학원, 과외교실을 전전하면서 거기서 이미 학원에 와있

는 친구들을 만날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학원을 마친 학생들이 모여서 놀러갈 공터 마저도 줄어들고 있다. 요즘 청소

년들은 PC방, 노래방, 당구장을 전전한다. 이러한 형태의 놀이 공간에서 학생들은 같이 있지만, 따로 노는 형태로 상호

작용을 한다. 5 이렇게 성인들과 문화공간을 공유하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가족들로부터도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1,538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2016년도 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하루 50분도 대화를 할 수 없는 가정

이 무려 70%에 가까우며, 25분 이하의 대화를 하는 가정이 전체 가정의 4분의 1 이상인 26.5%에 달한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만이 이러한 공동체적 활동을 도와줄 문화 공간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

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공간은 보통 양로원뿐이다. 비록 양로원이 지역 노인들을 위한 만남의

장으로서 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의 양로원과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

은 전체 노인의 0.4%일 뿐이다. 6 결국 노인들은 외로움과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지하철과 공원으로 몰리고 있다. 사

태가 이렇다 보니 모든 세대들이 어울리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2. 아동 성폭력은 놀이터나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참조: http://www.hani.co.kr/arti/PRINT/118476.html.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4년 동안 한국에서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율이 69%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조: http://www.hani.

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3016.html

3. http://data.noworry.kr/130

4.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35641.html. 맞벌이 사회에서 이제 학원은 새로운 형태의 탁아로 발전하고 있다. 참교육연구소

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5-6학년이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30분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5. https://youthassembly.or.kr/bbs/board.php?bo_table=B54&wr_id=20154&page=16

6.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2/1893081_19562.html

코로나 19 이 후 우리의 놀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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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더 이상 마을의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지 못한다. 청소년들은 부모와 거의 접촉을 하

지 않은채 성인들과 문화 공간을 공유하며 음성화된 문화를 형성해 간다. 가족의 해체와 함께 고독하게 남겨진 노인들

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공원들을 떠돈다. 현대 한국인들은 마을을 잃어버렸고 공동체를 잃어버렸다. 아이와 부모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청년과 노인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소통이 없기에 세대 간의 갈등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세대간에 갈등은 코로나 19 이후 그나마 있었던 놀이터를 없애 버렸다. 세상은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fter Corona)로 부르며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국가 간 거리 두기(international 

distancing)가 요구되는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 환경은 그 동안 구축해 온

글로벌 밸류 체인을 분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 질서가 가고 과거의 성곽 시대(walled city)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의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에 봉착했던 우리 산업의 생태계를 더욱 급격하게 새로운

변화의 물결로 거세질것이다. 산업혁명이 기계 산업의 발전이라는 겉모습 이면에 자유 경쟁이라는 시장경제논리의

사회적 확산이란 시대적 담론과 함께하듯이, 결국 지금 우리는 정체된 산업경제 시대, 그 이후의 시대를 급격하게

맞이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주도적인 선도아래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분야의 융합을 통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제조업 혁신전략을 추진되면서 ‘사물인터넷(IoT)과 사이버물리시스템(CPS) 기반의 제조업 혁신, 특히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한 제조 서비스로 빠르게 흘러갈 것이다.

라스카랜드 플랫폼은 코로나 이후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비대면(virtual) 사회는 원격 시스템의

사용으로 가족이나 이웃과 더 많은 대면소통을 하고 인간관계를 쌓을 시간을 벌어준다. 출퇴근 시간의 자유와

재택근무는 여러분이 건강관리 같은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여유로운 캠핑을 즐기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이 적응이 필요할 뿐이다.

코로나 이후 취업과 직업은 일자리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들고 발명해 가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세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이든 배우려는 욕구를 갖는 것이다. 

배움을 사랑하게 만들어라. 자발적 동기 부여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시대의 교육이 되어

버렸다. 코로나 이후로 급격히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협력(collabor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콘텐츠(contents),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적 혁신(creative innovation), 

자신감 (confidence) 등 ‘6C’를 요구하고 있다.

정보의 공유는 예약하는 기능 외에 ‘경험’이라는 또 다른 버튼이 있다. 거기를 눌러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열정으로 돈을 버는 일종의 ‘열정의 현금화(passion 

monetizing)’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일이 될 수 있다.

코로나 19 이 후 우리의 놀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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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ttps://www.google.com/maps/d/viewer?mid=1XNvlhjVsrQFtelWfLapc76MiJ9c&ll=37.36723203343466%2C127.2199602249068

&z=10. 구글맵에서 제공하는 노키즈존/키즈존 지도이다. 파란색이 노키즈존을 나타내며 초록색은 키즈존을 나타낸다. 지도에서 보이듯이 노키즈존이

키즈존을 엄청난 숫자로 압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그림 1 구글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서울 및 경기)

노키즈존7 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JTBC 방송국의 2015년도 9월 조사에 따르면 100명 중 63명이 ‘노키즈존’

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키즈존은 서울의 강남과 홍대 지역과 같은 젊은이들이 많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등

장하기 시작했으며 점점 경기권에서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노키즈존을 영업 공간의 다른 연령대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엄마와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여론은 특히 ‘아이들을 방임하는 무식한 부모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판국이나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무리

훈계를 하더라도 통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분명한 건 이러한 노키즈존의 확

산이 지역공동체의 화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정이며 계층 간의 소통을 점점 더 삭제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코로나19 사태에 의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실내 공간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지고 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되어 비대면 (virtual) 사회는 원격 시스템의 사용으로 가족이나 이웃과 더 많은 대면소통을 하고 인간관계를

쌓을 시간을 벌어준다. 출퇴근 시간의 자유와 재택근무는 여러분이 건강관리 같은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여유로운 캠핑을 즐기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이 적응이 필요할 뿐이다.

코로나 19 이 후 우리의 놀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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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의 확산과 코로나 19의 비대면 거리 두기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구성원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압도적

으로 많은 어머니들이다. 특히 노키즈존의 확산과 함께 ‘맘충’이라는 새로운 경멸의 용어까지 등장하면서 여성에 대

한 차별과 혐오가 일상화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방관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키즈존의 정책을 선택한 업주들의 입장도 납득할 만 하지만 아이들이 마치 흡연과 같은 제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 모두는 한때 아이였었다. 어떤 소수의 잘못 때문에

한 계층 전체가 일방적으로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아이들이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오히려 불편함을 무릅쓰고 공간을 세대 간 융합의 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오히

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회적 규범과 연대의식이지 아닐까? 아이들이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맘껏 사랑을 받으면

서도 공존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의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만약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 아래에서 다른 계층들에게 피

해를 주지 않고 조화롭게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존재한다면 어떨까?

2.2 노인 소외 문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26년도에는 인구의 20%, 2050년도에는 인구의 35%

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고령화의 속도와 어울리는 노인에 대한 복지 및 혜택은 실질적으로

줄어만 들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노인이 가장 불행한 것으로 나타

났다. 8 보통 OECD국가에선 노인이 될수록 삶을 느긋하게 받아들여서 노인 행복 지수가 상승곡선을 보이지만 유독 한

국에서만 60세 이상을 넘어서 늙어갈수록 더욱 불행해진다. 한국의 노인자살율은 OECD 평균의 4배를 보여주고 있다.

보통 55세에서 65세가 정년인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은 퇴직 후 ‘역할 없는 역할에 사로잡히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

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9 단지 경로당에 앉아서 장기나 바둑을 두거나 공원들을 방황하는 것 외에는 대안

적인 노인 문화를 지지할 기반 구조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노년기는 매우 황폐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은 유교적 가치관의 붕괴로 노인들은 더 이상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며 엄청난 양의 심리

적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교육수준과 현 젊은 세대들의 교육수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세

대 간의 사회화 방법의 차이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지혜로운 계층으로 여겨졌던 노년의 계층에 대한 젊은

이들의 인식은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노인들과 원활한 소통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며 10 ,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혐오 현상마저도 근본적으로 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

다. 11 이처럼 노인들이 다른 세대들과 겪는 갈등은 우리 사회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요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은교>의 대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

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8.

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2260717

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81017/92435686/1

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7/2018031700236.html?Dep0=twitter&d=2018031700236. 해당 기사에
따르면 88.5%의 청년층이 노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1. https://www.segye.com/newsView/20180917005246, "노인혐오 이유있다" vs "그래도 공경해야"…깊어가는 '혐로( )'

코로나 19 이 후 우리의 놀이터는



구분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

활동
휴식활동

기타사회
활동

현수준 55.0 68.2 59.5 57.1 36.5 44.6 55.3 60.5

증가 42.7 25.3 33.9 36.1 60.2 51.3 32.9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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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인들이 받는 대우가 무색하게 노인들은 여전히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은 노인들이

손주들을 돌보는데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2년도에 이미 조부모 육아 비율은 50%가 넘어서 이젠 아빠, 엄마

를 대신하는 ‘할빠’, ‘할마’란 신조어도 등장한 상황이다. 12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절반 이상이 물질적 보상을

못 받고 있다. 13  당연히 손주들을 돌보고 있는 노인들 중 73.8%는 여건이 되면 손주를 돌보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14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노인용 여가 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노인들의 여가 시설의 98%는 경로당이 차지하고 있으나 별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여 노인들이 수동적으

로 소일거리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노인들의 여가활동 요구에 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노인들이 가장 참

여하고 싶은 활동은 문화예술 활동 68.2%, 기타 사회활동 60.5%, 스포츠 관람 활동 59.5%라는 것을 볼 때 현재의 수

동적인 노인 여가 프로그램들은 노인들의 욕구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5 결국 아이들만큼이나 노인

들도 자신들의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누림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콘텐츠들이 제

공되는 공간이 많아질 때 노인들의 삶은 이전보다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간이 다만 노인들만 다니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들이 함께 사용하는 다목적 공간의 일부가 될 때 세대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켜 온 세대가 서

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2.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today/article/3654478_17828.html

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405221611111, 손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 절반 이상 "물질적 보상

못 받아"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405221611111#csidx6b05529a5bdbb9c9388

8dc69c11260a

1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0/0200000000AKR20160210055500005.HTML

15. http://repository.jthink.kr/bitstream/2016.oak/110/1/11is36.pdf

자료: 문화관광부2006). 2006 국민여가조사

그림 2 노인 여가활동별 이용의향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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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덴마크에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애용하던 문화 공간이 박탈되는 것에 분노하여 시위를 벌였다. 경찰들이

시위 관련자 180여 명을 체포할 정도의 상당한 규모의 시위였다. 특히 시위 주체자가 청소년들이란 걸 생각했을 땐

굉장히 인상적인 숫자이다. 청소년들이 시위를 시작한 이유는 코펜하겐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청소년 회

관’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매각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이 후 우리의 놀이터는



2.4 아이들과 엄마들만을 위한 놀이터

시위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콘서트와 예술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시가 멋대로 매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당국에 대응하고 있다. 16 비록 이 일이 11년 전에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날 한국에도 시사

하는바가 크다. 왜냐하면 한국은 여전히 마땅한 청소년 문화공간조차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많은 청소년들

은 학교를 마치고 학원들을 전전하며 입시 지옥에 시달린다. 그나마 학원이라도 가지 않으면 친구들을 만나기도 어렵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집에 일찍 들어간다고 해도 그들을 기다리는 부모가 없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힘겹게 학원

수업을 끝내고 나면 이제 그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며 잠시라도 쉬어야 하는 걸까? 학생들에겐 대안이 그렇게 많지

않다. PC방, 노래방, 당구장과 같은 곳들이 그들이 잠시나마 들려서 숨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비록 이러한 공간들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면서 또래들과 교감할 수 있는 터를 제공하며 어느 정도의 순기능을 담당

하지만 이러한 곳에서 발생하는 매우 소비적인 여가활동이 학생들의 미래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PC방과 노래방의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 적용이 보편화되고 게임 셧다운제가 17 도입되면서 10시 넘어 학원을 나서는 학

생들에겐 이러한 여가마저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청소년들에겐 자신들의 정체성에 걸맞는 문

화를 꽃피우면서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청소년들이 대부분의 경우 자체적인 경제적 소득이 없다는 것을 고

려할 때 이러한 공간들은 청소년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다양한 시설과 콘텐츠들을 친구들과 함께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만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공연을 통해서 자신들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무대 시설, 음향, 조

명과 같은 기자재와 공연, 대회 등 운영프로그램이 확보되어야 한다. 어떤 일회성 이벤트를 위해서 공간을 한시적으로

제공하는데 멈추어서는 안된다.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익숙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고, 고민거

리도 늘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청소년들에겐 언제든 편안히 가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공간, 즉 ‘청소년 멀티

플렉스’ 공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4 반려동물을 포함한 아이들 엄마들을 포함한 가족들을 위한 종합 애견

테마파크

앞에서 우리는 아이, 노인,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부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특히 아이들을

위하여 나름의 대안적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도입된 라스카랜드 애견 종합 테마파크의 긍정적 기여와 그 한계

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2018년도 9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약 2,300여 개의 키즈카페가 존재한다. 키즈카페의 사

회적 기능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복합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18 이미 키즈카페의 이용률(89.1%)이 실외 놀이터

이용률(88.7%)을 앞서기 시작했다. 빠른 도시화의 속도를 놀이공간이 마련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이러한 추

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놀이터들은 동네의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모이기가 어렵고, 아이들이

모이기 어렵다 보니 놀이터에 간 아이들은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결국엔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차

라리 아이들이 모여 있는 키즈카페를 엄마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 하지만 이러한 키즈카페의 확산과 함께 그

문제점과 한계들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마저도 코로나 19로 갈수 없는 곳이 되었다.

16. http://www.hani.co.kr/arti/PRINT/194615.html, <덴마크 청소년의 투쟁이 시사하는 것>.

17.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제도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960, <6개 부처 함께 전국 2300개 키즈카페 안전 손본다>

19.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1809031430481, <우리도 놀이터네서 놀고 싶죠!>

코로나 19 이 후 우리의 놀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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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L키즈카페 A키즈카페 T캐릭터키즈카페 H호텔키즈카페 S백화점L키즈카페

입장
료

아동1만3000원,공휴
일및주말1만5000원
(12개월미만아동무료
입장)부모음료나식사
1인1주문의무,10분
초과시1000원씩부과

아동1만2000원,보호
자3000원(36개월미만
아동부모입장무료),
30분이용초과시3000
원씩추가요금부과

아동1만2000원,
보호자3000원,
추가요금10분당
500원

아동3만원(만13개월
~12세),어른1만
원,30분초과당
추가요금5000원
(투숙객50%할인)

아동1만2000원,보
호자4000원(36개
월미만아동부모입
장무료),10분초과
시1000원씩
추가요금

식사,
음료

식사1만7000~4만원
내외,음료6000~1만
원

음료2000~5000원,식
사6000~1만4000원

음료2000~5000원,
식사3000~1만
2000원

5000~1만원내외
(부모와아동각각
음료1잔씩무료제공)

1~2만원내외

위치 서울강남구청담본점 서울구로구신도림본점 서울,경기일대등 경북경주 서울강남

(1) 비싼 입장료와 컨텐츠 이용료

키즈카페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싼 입장료와 콘텐츠 이용료이다. 키즈카페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 아이 한 명 당

최소 12,000원에서 최대 30,000원에 해당하는 입장료를 내야만 한다. 아이들만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다. 키즈카

페에서 제공되는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도 아이와 동반 입장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3,000원에서 6,000원

을 내야만 한다. 그리고 많은 키즈카페들이 입장한 고객들에 대해서 1인 1식사, 1인 1음료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20 평균 비용을 12,000원으로 낮게 잡는다고 할지라도 주 1회(월 4

회)를 이용했을 때 아이에게만 4만 8,000원이 들어가는 셈이고 보통 엄마가 함께 들어가므로 7만 2,000원에서 8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비되어야 한다. 만약 여기에 아빠마저 합류한다면 비용은 10만원이 쉽게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보통 키즈카페의 기본 이용 시간은 1회 입장 시 2시간으로 시간이 초과되면 10분당 1,000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된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다만 놀이기구 이용을 하는 것을 넘어서 각종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경우 비용은 더욱

빠르게 늘어난다. 아이는 실질적으로 놀이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부모들의 입장료를 추가적으로 걷

은 뒤에 1인 1식, 1인 1음료를 거의 강요하다 보니 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식사와 음료 비용 역시 외부의 식당과 카페보다 다소 비싼 편이다. 식사 비용은 보통 성인 1식 기준

으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이고 아이 1식 기준으로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받는다.

20.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72646616091608&mediaCodeNo=257, <[작은육아]입장료 1만 5천원·수강료 1만원·
식사 2만원…등골 휘는 키즈카페>

2.4 아이들과 엄마들만을 위한 놀이터코로나 19 이 후 우리의 놀이터는

그림 3 국내 유명 키즈카페 유형별 가격 비교 (2시간 이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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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의 공공 놀이시설 부족으로 키즈카페에 올 수밖에 없는 아이와 부모들은 비극적인 양극화의

현실을 놀이 공간을 이용하면서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한 부모들에게 이러한 정도의 금액은 충

분히 감당할 만하고도 남겠지만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은 지불할 때 마다 손이 떨릴 수 있다. 이러한 비싼 이용료는 소

득별 계층 간의 위화감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보통 엄마들은 아이의 교육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다른 엄마

들을 만나야만 하는 경우가 생긴다. 만약 나의 살림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엄마들이 아이

들을 중저가가 아닌 비싼 금액을 내고 다니는 키즈카페에 데려가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 금액을 지

불해야만 한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고 퀄리티의 키즈카페들을 다녀온 아이들이 자랑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함께 놀러 가자고 부추기다 보니 엄마들은 아이들의 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액수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2) 금액 대비 낮은 질의 서비스

키즈카페의 입장료와 콘텐츠 이용료가 결코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의 질은 결코 높지 않다.

호텔과 같은 고급시설에서 제공하는 키즈카페의 경우 식당에 호텔 조리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중저가

의 키즈카페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냉동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많은 부모들이

‘음식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 ‘음식이 맛이 없다’,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 ‘식재료의 신선 함이

나 원산지 등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21 많은 키즈카페들이 실제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목적

으로 보관하거나 위생적 취급 기준이나 보존 및 유통 기준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건강진단 등을 미실시하여 영업

정지, 영업 폐쇄,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들을 부과받았다. 22 문제가 되는 것은 다만 음식의 상태가 아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의 위생과 안전 또한 철저히 관리되고 있지 않다. 실내 공간인 키즈카페의 특성상 세균들이 쉽게

번식하는 경우가 많기에 놀이기구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 실내 미세

먼지 기준치도 표준을 웃돌고 있다. 비록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키즈카페에 오긴 하지만

높은 이용료를 고려할 때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다.

(3) 다양한 세대들을 위한 콘텐츠의 부족

기존 키즈카페의 또 다른 문제점은 다양한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키즈카페의 현재

주요 이용자들은 엄마와 아이이며 아빠가 여유가 있는 휴일에 합류하곤 한다. 그렇기에 키즈카페는 주로 아이들의 놀

이 공간,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 엄마들이 차를 마시며 유아와 교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로

이루어져 있다. 얼핏 보면 키즈카페의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키즈카페의 주요 고객 구성을 볼 때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것은 키즈카페들이 디자인될 때 타겟 고객층을 아이와 아이의 직계보호자로만 간주하고 서비스를 디자인

했기 때문이다. 실제 아이를 돌보는 가족들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모든 가족들이 어린아이와, 젊은 엄마

와 아빠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보다는 실제로 조부모에 의해서 돌봄을 받는 경우

가 많으며, 심지어 삼촌과 고모들과도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이들 위로 청소년이나 대학생이 된 자매나 형제

가 존재할 수 있다.

21. 장은정 2015년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상업용 실내놀이공간(키즈카페)의 학부모 이용 실태와 인식 조사]

22. http://www.newspago.com/13675, <식약처,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키즈 카페’ 특별 위생점검 결과 발표>

2.4 아이들과 엄마들만을 위한 놀이터코로나 19 이 후 우리의 놀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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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키즈카페들은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이 노는 동안 잠시 대기하며 쉴 수 있는

휴식 서비스를 부로 제공하는 데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가족 내의 다른 많은 구성원들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을 키즈카페로 데리고 올 수 없는 경우엔 삼촌, 고모,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

모의 역할을 대신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키즈카페들에선 이러한 구성원들이 와서 대기하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다. 특히 온 가족이 어린 동생 때문에 키즈카페를 가야 하는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키즈카페에서 대기하

는 시간이 매우 지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키즈카페는 아이들만 즐겁고, 엄마 아빠들은 비싼 돈을 내며

잠시 휴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세대를 초월해서 어울리며 친목을 도모하는 장으로서의 기

능을 하고 있지 않다. 키즈카페를 넘어서 존재하게 될 새로운 문화공간은 핵가족, 대가족, 소가족이 모두 함께 누리며

어울릴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많은 실내 키즈카페 조차 코로나 19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2.4 아이들과 엄마들만을 위한 놀이터코로나 19 이 후 우리의 놀이터는



해결방법 3.1 다양한 세대별 콘텐츠들이 조화롭게 존재하는 문화공간

해결방법

우리는 위에서 각 세대별 문화공간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실내 놀이 시설 중에 하나인 키

즈카페의 한계들에 대해서논의하였다. 이 장에서는 실내 놀이 시설 중에 하나인 키즈카페의 한계들을 넘어서 모든 세대

들이 융합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 구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을 살펴볼 것이다.

3.1 다양한 세대별 콘텐츠들이 조화롭게 존재하는 문화공간

모든 세대들이 행복한 문화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선 각 세대에 알맞은 콘텐츠들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각 콘텐츠들이

구별된 구역에서 제공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콘텐츠들을 누리는 계층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럴 때야

만 문화공간이 모든 세대들의 친목을 강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1) 아이들

기존 실내 시설 중에 하나인 키즈카페들은 아이들에게 주로 놀이시설들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스트레스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다분히 소비적일 뿐 성취감을 얻는 경험들을 제공하진 못한다. 특히 현

재 교육계에서 엔터테인먼트와 에듀케이션을 결합시킨 다양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23 서비스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이제 아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은 아이들이 놀면서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해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콘텐츠가 아이가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어른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

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면 온 가족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2) 청소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문화공간은 PC방, 노래방, 당구장 정도이다. 이러한 공간들이 그자

체로 결코 해롭지 않고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섞여서 매우 음성화된

방식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기에 세대 간의 대화도 단절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를 위한 문화공간은 청소년들이 밝은 분위

기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문화공간은 PC방, 노래방, 당구장과

같은 공간이 제공하는 획일화된 경험들 보다 훨씬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23. 에듀테인먼트의 개념은 1739년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의 저서 “Poor Richard’s Almanack”에서 처음 소개하였으며, ‘에듀테인먼트’라는 낱

말 자체는 1954년 월트 디즈니가 최초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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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진입장벽의 철폐

코로나 19와 자연 재해등 예를 들어 자연과 하나되어서 가족 끼리 합심하여 캠핑과 결합된 야외 챌린지 코스 프로그

램이 제공된다면 청소년들도 즐겁게 이러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야외에서 자연과

하나되어 공부하고 숙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야외 북카페’를 제공하거나 캠핑을 통하 야외에서

요리 체험학습 교실 등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3) 부모들

기존 실내 놀이시설 중에 하나인 키즈카페에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동안 카페에

앉아서 다른 부모들과 대화를 하는 정도였다. 조금 발전된 공간은 네일아트 샵이나 헤어 샵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나 이마저도 주로 엄마들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빠들은 대기 시간 동안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러므로 야외 가족형 문화공간은 앞으로 다양한 체험 학습 서비스를 제공해서 부모들의 이용 시간을 좀 더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다.

(4) 조부모들

맞벌이 가정들의 증가로 조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형 문화공간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역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해야 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부모들과 같이 문화공간

내의 카페에서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연령대가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인 연령대는 특히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야외가족형 문화공

간에서 노인들을 위한 의료기기 체험 서비스, 건강 검진 서비스, 마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손자들에 대한 돌봄

노동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분야에 지식과 연륜이 깊은 분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특정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주는 방법으로써 시니어들과 젊은이들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3.2 진입장벽의 철폐

실내 놀이 시설중에 하나인 키즈카페의 높은 인기의 이면에는 높은 이용료로 발생하는 서비스 질의 양극화라는 그림

자가 있다. 현재 키즈카페는 아이들에 대해서 뿐 아니라 동반 객들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특히 부모와 아이를 넘어선 온 세대가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형성하는 데에 있

어서 현 가격은 매우 높은 진입장벽을 제시한다. 새로운 가족 문화 공간은 그러므로 서비스의 질을 낮추지 않으면서

모든 세대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뿐더러 코로나 19로 의미가 없어졌다. 

3.3 사용자 리워드 확보

앞으로 가족형 야외 문화공간은 다만 일회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쓰는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다양한 소비들이 이루어지면서 공간 제공자는 막대

한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형 문화공간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

해선 사용자들 또한 신실하게 서비스들을 애용하는 것에 있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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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용자 리워드 확보

특히 오늘날 같이 모든 사용자들의 이용 패턴이 인공지능으로 분석되어 빅 데이터를 형성하는 시대에서 공간 제공자는

서비스 판매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소비자 패턴 분석을 원하는 기업들과 데이터 거래를 통해서도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공간을 제공하는 기업체가 모든 계층들을 이롭게 할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길 원한다면 이러한 빅데이터 형성에

기여한 이용자들에게 마땅한 리워드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데이터들이 어느 정

도 모이고 나면 충성 고객들을 파악해서 포인트나 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해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 취업과 직업은 일자리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들고 발명해 가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세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이든 배우려는 욕구를 갖는 것이다. 

배움을 사랑하게 만들어라. 자발적 동기 부여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시대의 교육이 되어

버렸다. 코로나 이후로 급격히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협력(collabor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콘텐츠(contents),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적 혁신(creative innovation), 

자신감 (confidence) 등 ‘6C’를 요구하고 있다.

정보의 공유는 예약하는 기능 외에 ‘경험’이라는 또 다른 버튼이 있다. 거기를 눌러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열정으로 돈을 버는 일종의 ‘열정의 현금화(passion 

monetizing)’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일이 될 수 있다.

코로나 이후 맞물려 지구 온난화 등 심각한 기후 변화로 전 세계가 식량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보관을 위해 모든 식량을 건조화 시스템을 적용 하여 보관할 것이다. 건조된 식량은 금보다, 

기름보다 더 가치가 높을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농업 실천을 연계하기 위해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감축과

전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실천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 도시에서의 삶보다는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청장년들이 늘어날 것이다.

해결방법



라스카랜드 아토 유니버스로의 초대 4.1 라스카랜드 플랫폼

라스카랜드 종합 애견 테마파크의 플랫폼로의 초대

라스카랜드 애견 테마파크을 중심으로 한류 문화 콘텐츠가 녹아 있는 다양한 공유 경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기업인

라스카랜드는 가족형 문화공간에 대한 절박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사회적 기업이다. 특히 1250만

마리의 애견 시장과 애견테마파크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라스카랜드 애견테마파크는 기존 코로나 19로 촉발된 실내

공간사업들이 계층별 소외 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세대들을 위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용

자들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결제하고 사용에 대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온 가족 문화공간 서비스인 라스카랜드 애견

테마파크와 아토 유니버스를 설계하고 이러한 실외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라스카랜드 애견 테마파크의 플랫폼

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라스카랜드 종합 애견 테마파크를 통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간, 즉 하나의 ‘라스카’이다. 하지만

라스카랜드는 다만 한 기업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공간만이 아니다. 반려 동물을 포함하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즐

거워할 때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즉 화목의 선물이기도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라스카랜드 애견 테마파크는 야외

애견캠핑장과 일반캠핑장을 이용하며, 가족 구성원으로 변성된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세대들이 조화되고 융합되는

공간을 활성화할 핵심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이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누구나 함께 누릴 만한 것이 있는

이상적인 세계로 이끌고자 한다.

4.1 라스카랜드 플랫폼

라스카랜드의 플랫폼은 세 가지 구성요소-(1) 온 반려동물을 포함한 가족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2) 토큰 운영을 통한

이용 보상 (3) 원패스 통합 결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확보할 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이용하며 즐길 수 있는

라스카랜드 아토 유니버스를 완성할 수 있게된다.

4.1.1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세대들을 위한 콘텐츠

라스카랜드 복합 어드벤처 챌린지 야외 애견 테마파크는 일반 캠핑족들부터 시작으로 견주 가족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야외 종합 어드벤처 챌린지 코스, 야외 실버존, 견주 전용 캠핑장 , 애견펜션, 애견호텔등 견주와 애견이 이용하는 전용

캠핑장, 애견수용장, 4계절 인조잔디 슬라이딩, 알파인 슬라이딩, 네트 어드벤처, 트리 클라이밍, 키즈 클라이밍, 짚라인, 

번지점프, 등산코스와 야외 어드벤처 챌린지 익스트림 스포츠,외 반려견 훈련장과 연계된 견주 대안 학교, 반려동물

용품 서비스를 온 오프라인으로 구축하였다. 이에 모든 계층의 고객 서비스 기능에서부터 확장하여 모든 세대들이 누

릴 만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1) 아이들

라스카랜드는 코로나 19로 해외 여행을 갈 수 없는 국내외 현실을 분석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의 체험 학습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캠핑과 4만1천평의 공간 복합 체험 시설에 펼쳐지는 회원제 및

일반 방문자 반려 견 테마파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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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들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시설들을 이용하는 동안 청소년인 형제·자매들도 나이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받는

다. 라스카랜드 복합 어드벤처 챌린지 야외 애견 테마파크는 일반 캠핑족들부터 시작으로 견주 가족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야외 종합 어드벤처 챌린지 코스, 견주 전용 캠핑장 , 애견펜션, 애견호텔등 견주와 애견이 이용하는 전용 캠핑장, 

애견수용장, 4계절 인조잔디 슬라이딩, 알파인 슬라이딩, 네트 어드벤처, 트리 클라이밍, 키즈 클라이밍, 짚라인, 

번지점프, 등산코스와 야외 어드벤처 챌린지 익스트림 스포츠, 서비스 기능에서부터 확장하여 청소년들이 누릴 만한 콘

텐츠를 제공한다.

(3) 부모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신나게 노는 동안 부모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라스카랜드

복합 어드벤처 챌린지 야외 애견 테마파크는 일반 캠핑족들부터 시작으로 견주 가족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야외 종합

어드벤처 챌린지 코스, 견주 전용 캠핑장 , 애견펜션, 애견호텔등 견주와 애견이 이용하는 전용 캠핑장, 애견수용장, 

4계절 인조잔디 슬라이딩, 알파인 슬라이딩, 네트 어드벤처, 트리 클라이밍, 키즈 클라이밍, 짚라인, 번지점프, 

등산코스와 야외 어드벤처 챌린지 익스트림 스포츠,  산학오토바이등 기본적으로 모든 시설이 부모들이 참여하는

시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나서 배가 고파질 때면 캠핑장의 특성을 이용하여

토굴에서 숙성된 프리미엄 커피와 돼지 뒷다리를 숙성한 하몽과 숙성된 오리 다리만 엄선된 오리 다리 바베큐등 을

즐길수 있다. 

(4) 조부모들

할아버지와 할머니 라스카랜드에서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실버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다. 실버 프로그램은 코로나 이후

실내에서 건강을 관리할수 없을 뿐더러 위협을 받고 있다. 야외에서 실버 힐링 존을 통해 아이들이 놀 때에 보호자인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이모들이 2시간 동안 야외에서 힐링 치료를 하는 곳이다. 야외 신기석 매트는

철분을 비롯한 수 많은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강력한 자장이 발생 하여 자석을 갖다 대면 돌이 붙고 열 흡수력이 좋아

오랫동안 열을 내 뿜는다. 음이온의 대량 방출을 받는데 그 입자가 일반 원적외선 보다 미립자 형태를 띠어 표피층을

지나 지피층까지 깊숙히 침투하여 노폐물 독소배출, 바이러스 퇴치 면역 증강, 혈전분해, 혈액순환 촉진를 극대화

시켜준다. 노인용 의료기기 체험 서비스, 힐링 도도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실버 프로그램의 공간은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과 오버랩되어 있기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아이들이 싱그러운 생명력

을 표현하며 노는 모습을 보는 것을 즐길 수도 있다.

4.1.2 멤버쉽 회원제와 사용자 리워드를 통한 할인 혜택

라스카랜드는 모든 가족들이 부담 없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라스카랜드가 고품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용료라는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경제적인 방안을 기획하였

다. 라스카랜드에서 이용료가 낮을 수 있는 이유는 라스카랜드가 기본적으로 토큰 이코노미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

이다.

라스카랜드의 초대 4.1 라스카랜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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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는 라스카랜드 자체의 토큰인 라스카 캐쉬(RCP)포인트와 라스카 토큰(RKC)을 통해서 결제될 경우 5%~30% 

할인 혜택의 결제될 수 있기에 누구나 토큰을 구매할 마음이 있다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

로부터 얻어진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충성 고객들을 선별하고 토큰으로 보상을 할 수 있다. 결국 사용자들은

라스카랜드 애견 테마파크에서 모든 온 오프라인 생태환경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 많은 보상을 받게 되고 그러한 보

상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누리는 선순환 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4.1.3 원패스 통합 결제 서비스

라스카랜드의 구축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포함된다. 라스카랜드 원패스 통합 결제 서비스의 특징은 비회원도 예약을

하여 일반 캠핑족들이나 반려 동물을 포함한 견 주들이 시설들을 이용 할 수 있으며, 멤버쉽 회원제를 통해 17가지의 테마

이용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애견과 견주가 365일 언제든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견주와 애견의

출생, 품종, 건강상태, 생활 습관 등을 분석 교육 관리를 투명하게 기록 관리를 하며, 라스카랜드 캐시백 플랫폼에서 고객의 결제

금액의 15% 를 캐시포인트 600분에 1로 나누어서 매일 소비자 앱에 포인트가 적립되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또한 적립된

포인트는 반려동물 전용 쇼핑몰(www.myooz.co.kr)에서 사용 할 수도 있으며(1포인트는 1원으로 결제됨), 적립된 포인트가

2만원이상 되었을 때 비트레이드(https://www.btrade.co.kr)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라스카코인(RKC) 으로 교환 하여 현금 출금이

가능하다. 

또는 교환된 라스카코인(RKC) 을 쇼핑몰에서 사용시 15% 추가 DC가 된다. 소비자 캐시백과 추가 DC 혜택을 받으며, 견주 멤버십

회원과 거래소 회원과 함께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실물 코인의 개념을 새로 정립하였다. 결국 이로 인하여 라스카 플랫

폼은 원패스 통합 결제 서비스 플랫폼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라스카랜드 로의 초대 4.1 라스카랜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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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카랜드 아키텍처 5.1 라스카랜드 공간 콘텐츠

라스카랜드 아키텍처

라스카랜드 아키텍처의 구성요소는 고객들이 실제로 걷고 만지는 공간으로서의 라스카랜드와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지

원하는 라스카 블록체인 플랫폼 둘로 나뉠 수 있다. 유형의 공간과 무형의 플랫폼이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최고의 사용

자 경험을 창출한다.

5.1 라스카랜드 공간 콘텐츠

(1) 전체 레이아웃

라스카랜드는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온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화 공간이다. 야외 종합 어드벤처 챌린지

코스, 야외 실버존, 견주 전용 캠핑장 , 애견펜션, 애견호텔등 견주와 애견이 이용하는 전용 캠핑장, 애견수용장, 4계절 인조잔디

슬라이딩, 알파인 슬라이딩, 네트 어드벤처, 트리 클라이밍, 키즈 클라이밍, 짚라인, 번지점프, 등산코스와 야외 어드벤처 챌린지

익스트림 스포츠,외 라스카랜드의 모든 세대별 공간들은 서로 연결되어 가족의 상호성을 증진시키도록 디자인되었다.

라스카랜드의 브랜드 네이밍과 전체 조감도는 다음과 같다.

- 브랜드 네이밍

라스카랜드의 브랜드명: RASKA LAND(한글: 라스카랜드). 라스카랜드는 “우주의 유토피아”라는 뜻을 갖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 여행을 갈 수 없는 국내외 현실을 분석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의 체험 학습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캠핑과 4만1천평 이상 복합 체험 시설에 펼쳐지는 회원제 및 일반 방문자 반려 견 테마 야외 어드벤처 시설

DOG THEME  Challenge Park CAFE + CREMATORIUM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 라스카랜드 애견 테마파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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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고객들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없을 뿐더러 위협을 받고 있다. 

야외에서 실버 힐링공간을 통해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기석은 철분을 비롯한 수 많은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강력한 자장이 발생하여 자석을 갖다 대면 돌이 붙고 열 흡수력이 좋아 오랫동안 열을 내 뿜기 때문에 영하의 야

외 장소에서도 그 효능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라스카랜드 각 존별 로고

그림 3 뮤즈 프롬 라스카 로고

라스카랜드 아키텍처 5.1 라스카랜드 공간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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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감도

라스카랜드는 국내 반려견 1마리에 월 28만 8천을 사용하며, 반려묘 1마리에 11만 4천을 지출한다. 국내 가구의 4분의 1인 1,250만

마리의 반려견을 키운다.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으로 100조원 시장을 예상한다.

일반 캠핑 족들을 포함하여 견주 가족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야외 종합 어드벤처 챌린지 코스, 야외 실버존, 견주 전용 캠핑장 ,

애견펜션, 애견호텔등 견주와 애견이 이용하는 전용 캠핑장, 애견수용장, 4계절 인조잔디 슬라이딩, 알파인 슬라이딩, 네트 어드벤처,

트리 클라이밍, 키즈 클라이밍, 짚라인, 번지점프, 등산코스와 야외 어드벤처 챌린지 익스트림 스포츠,외 반려견 훈련장과 연계된

견주 대안학교, 반려동물 용품 서비스를 온 오프라인으로 구축하였고, 노년층은 애외 실버 힐링 카페를 이용하고 아이들은 챌리지

파크를 이용하며, 견주와 애견들은 애견호텔/ 애견카페(애견 미용실)/ 애견유치원/ 애견 훈련장/ 애견 자격증 교실/ 편백 놀이방

소극장 및 지역 역사 콘텐츠와 4D 시뮬레이션 룸 등 반려견과 견주 와 반려견 가족들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종합 자연

야외 챌린지 테마피크를 구현 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수익 증대를 위해 동초하초 외 특수 작물들을 재배, 전량 수매 및 가공 유통을 하며, 토굴을 조성하여 커피 생두 숙성,

유통, 오리다리 숫불바베큐, 돼지 뒷다리를 숙성하는 프로미엄 하몽 체험 및 유통, 참숫을 이용한 숫위스키 숙성 및 유통을 통하여

영월 상동 만에 먹거리를 개발한다. 또한 영화 촬영장 유치, 드라마 PPL로 장소를 협찬하는 홍보 전략을 갖고 있다.

그림 4 RASKA LAND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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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라스카랜드 애견 카페

그림 6 라스카랜드 내 300채 단독주택 단지내 마트, 미용실, 어린이집등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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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그림7 강화 라스카랜드 실내 챌린지코스 및 애견카페외 시설

그림8   챌린지어드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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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라스카랜드 8개시설로조합

그림 9  라스카랜드 짚라인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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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특수농산물상생사업1-동초하초재배및전량수매

그림 12  토굴을이용한먹거리특화

라스카랜드 아키텍처 5.1 라스카랜드 공간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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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라스카랜드단지내단독주택300세대 외부디자인컨셉

라스카랜드 아키텍처 5.1 라스카랜드 공간 콘텐츠

그림 14  라스카랜드단지내단독주택300채실내디자인컨셉



28

라스카랜드 아키텍처 5.2 라스카블록체인 플랫폼 핵심기술

(7) Online Space

라스카랜드는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에도 존재한다. 라스카랜드 온라인 쇼핑몰은 아토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았던 다

양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용품과 라스카랜드 곳곳에 등장했던 캐릭터 관련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은 상상력을 자극했던 재미있는 아토 유니버스 캐릭터 상품들을 구매함으로써 오프라인에서 경험한 추억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 라스카랜드 온라인 쇼핑몰은 또한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증진시킬 다양한 헬스 상품들을 고객들

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그림 35 온라인 쇼핑몰

5.2 라스카 블록체인 플랫폼 핵심기술

라스카랜드 종합 애견 테마파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공간이라면 라스카 플랫폼은 이러한 공간의 영혼과

같다. 라스카 플랫폼은 최신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며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결제하고 이용하는 것을

돕는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는 토큰노믹스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라스카의 충성 고객들이

자신들의 이용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를 설립한다. 라스카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범국가적인 네트워크를 통

해서 운영되므로 라스카 재단이 발행한 토큰의 구매자들은 범국가적 경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여기서는 라스카 블

록체인 플랫폼을 구성하는 핵심기술인 분산 공유 원장, DAG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합의 매커니즘을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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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분산 공유 원장

분산 공유 원장은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핵심 보안 기술이다. 기존의 통합되고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데이터

를 한 곳에서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기에 보안이 매우 취약하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분

산된 노드들에 따로따로 저장되어 있기에 각각의 노드가 속한 단일 서버가 손상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네트워크의 데이

터는보존된다. 블록체인은 철저하게 P2P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등록된 모든 기기들이 한 번

에 타격을 입지 않으면 악의적인 공격에 의하여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는다. 라스카 재단은 DHT(Distributer Hash Table)

라는 P2P 분산저장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 보안을 극대화하였다. 전체파일에 대한 데이터는 분산 스토리지에 저장되

며, 분산된 스토리지에 색인 테이블 기능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데이터의 중복성

과 신뢰성을 위해 브릿지 모듈을 사용함으로 무결성과 보안성을 2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하였다.

5.2.2 데이터 베이스 구조 - DAG

(1) DAG 도입 이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1.0은 최초로 분산화된 네트워크에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며 수천 개의 뒤따

라온 암호화폐들의 청사진을 제공하였다.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2.0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스마트 콘트랙트

(Smart contract)를 도입하며 암호 화폐의 응용 시나리오들을 엄청나게 확대했다. 그러나 현존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수행

능력에 있어서 명백한 병목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론적으로 비트코인은 7 TPS(초당 거래 량), 이더리움은 15 TPS를

지원한다. 반면에 금융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Visa는 평균적으로 2,000TPS를 지원하며 처리속도가 최대일 때는

56,000 TPS를 지원한다. 진정으로 사람들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파이낸셜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블록체인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동시성(high concurrency)을 지원하는 특징들을 가진 DAG는 블록체인의

현존하는 확장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어 블록체인 3.0 기술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Tendermint와 DAG에 기반하여, 아토 유니버스는 탈중앙화된 조건들 에서도 효율성과 보안성을 모두 갖춘 DAG 합의를

도출해낼 새로운 하이브리드 컨센서스 모형을 설계하였다. DAG 합의와 그 토대가 되는 합의 모듈들은 5.2.3에 자세하

게 묘사되어 있다.

그림 36 DAG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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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블록체인은 2개의 계층을 가진 시스템이다. 트랜잭션이 생성되고 확산될지라도 분산 원장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채굴자들(Miners)이 트랜잭션들을 모아 블록에 넣었을 때만 인정될 수 있다. 채굴자가 블록을 생성할 필요가 있

기 때문에 채굴자의 처리 능력의 한계는 블록체인의 병목현상을 야기한다. 블록체인의 단일 체인 구조가 자연적인 성

능 한계가 되는 것이다.

DAG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DAG 상에선 사용자가 생성한 합당한 트랜잭션이 DAG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추가되어

장부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생성하면 빌라도르 아토 재단은 DAG에서 최신 터미널 노드 (자식 없

는 노드)를사용하도록 사용자를 유도한다.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양이 적을 시 DAG에서 가끔 포크가 일어나나 다시 빠

른 속도로병합된다. 활동중인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있는 경우 DAG에 더 많은 터미널 노드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활동

중인 네트워크 사용자들에 의해서 생성된 새로운 거래들은 모든 노드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DAG의 융합을 효

과적으로 촉진한다.이러한 비단일 체인(non-single-chain) 구조는 자연적으로 고동시성(high concurrency)과 높은 처

리량을 지원하며 퍼블릭 체인의 지반 원장 구조가 될 잠재력을 가진다. DAG 원장 설계와 자체 합의 알고리즘이 결합

될 때 아토 유니버스는 다음과 같은 강점들을 가진다.

- 고동시성

DAG 구조는 자연적으로 네트워크 노드들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트랜잭션들을 지원한다. 다수의 동시적으로 발생

한 트랜잭션들은 동시적으로 터미널 노드들을 호출할 수 있다.

- 고처리량

DAG 네트워크는 탁월한 적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토 유니버스 고유의 혼합 합의 모형 디자인(Mixed Consensus

Model Design)과 결합되었을 때 아토 유니버스는 5000-300K TPS를 달성할 수 있다.

- 즉각적인 거래 확정

Tendermint(텐더민트)의 합의 모형에 기반하여, 아토 유니버스는 DPoS(위임지분증명-Delegated Proof of Stake)와

PBFT(실용적 비잔틴 장애 허용 -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를 통합하여 거래들이 일초 안에 확증되도록

한다.

- 낮은 수수료

작업증명에서 요구되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불필요하므로 네트워크의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적다. 이러한 친환경적

인 특징으로 말미암아 아토 유니버스는 매우 낮은 수수료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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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에 대해서는 해당 백서 ‘6. 아토 유니버스 토큰 노믹스’를 참고하기 바란다.

25. Stellar 재단, Stellar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www.stellar.org/

26. Ripple 재단, Ripple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ripple.com/

(2) 합의와 이중지불 판단

DAG가 차세대 블록체인 3.0의 핵심 원장 모형이 될 것으로 5.2.2에서 언급되었다. 그러나 기존 기획들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합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라스카의 합의 모형은 ERC 합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Pos와

Pow와 Pot를 결합한 것이다. 빌라도르 아토 재단의 합의 알고리즘은 결정론적 알고리즘을 통해 DAG의 모든 트랜잭션

의 전체 순서를 결정하여 DAG의 효율적인 수렴을 촉진한다. Pos와 Pow와 Pot 및 Tendermint는 각각 다음 섹션에서

소개될 것이며 빌라도르 아토 재단의 컨센서스 모형이 해당 장의 마지막 부분에 세부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5.2.3 합의 매커니즘

5.2.3.1 ERC 합의 알고리즘

빌라도르 아토 재단의 플랫폼은 차후 설명되는 바와 같이 토큰 이코노믹스 운영에 있어서 서비스 결제용 토큰은 라스카

캐쉬 포인트(RCP)로 고객들의 앱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비트레이드(https://www.btrade.co.kr)암호화폐 거래소에

및 일반 암포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퍼블릭 토큰인 라스카토근(RKC)을 분리해서 사용한다. 24 라스카 토큰(RKC)

은 빌라도르 아토재단+(Villadore ato foundation) & Funny Pig System에서 ERC-20 (Ethereum for Comments)

타입으로 개발되었으며, POS + POT+ DPoS(Proof of Stake + Proof of Trading) 지분증명방식+거래증명방식+위임

증명방식 으로 발행되었다.

개발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Ethereum for Comments 플랫폼 25 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Ethereum for Comments 블록

체인은 근본적으로 Equity proof method + Transaction proof method Network로서 기능하며 국가 간의 다양한 자산

가치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Ethereum for Comments 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ERC에서 정한 표준

토큰 스펙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1) RASKA Dapps(Decentralized 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

디앱은 분산화된 어플리케이션 (Decentralized Application)의 약자로,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스마트컨트랙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데, 시스템에서 각각의 노드는 미리 신원이 밝혀지고 확인되어야 하며, 맴

버쉽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한 노드는 많은 다른 노드들 중에서 합의결정을 맡길, 즉 신뢰할 노드들을 선택할 수 있으

며 이렇게 선택된 노드들은 ‘쿼럼 슬라이스’라는 하나의 집합 또는 연방을 이룬다. 그리고 RASKA Dapps 내 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많은 연방들인 쿼럼 슬라이스들이 존재한다. 많은 연방들에 속한 구성원 노드들은 오버래핑되기 때문에

각 연방들은 느슨한 연대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연대는 페이스북의 친구 그룹들과 유사한 상태로 상호 연결성을 가

진다. James는 Tom, John, Peter와 친구일 수 있다. John은 Peter, James,Kelly와 친구일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James

와 John의 친구 그룹들은 Peter라는 공통의 멤버를 공유한다. 즉 친구 그룹 연방의 멤버가 서로 오버랩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James는 Kelly와 직접적인 친구는 아니지만 Kelly가 John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를 친구의 친구, 궁극적

으로 나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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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방들의 느슨한 연대가 확장될 때 이러한 연방들은 인터넷과 같은 유기성을 가진 네트워크로 발전하게 된다.

다시 RASKA Dapps 로 돌아온다면 RASKA Dapps 시스템에서 연방은 다른 노드들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신뢰를 얻은

노드들의 그룹이며 합의결정에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하는 그룹이다.물론 여기서 RASKA Dapps 시스템에서 쿼

럼 슬라이스들이 특정 거래 내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네트워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노드는 다른 쿼럼 슬라이스들로부터 다른 노드들을 추가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몇 개의 비영리 기관들과 몇 개의 신뢰할 만한 은행들이 서로를 쿼럼 슬라이스에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네트워크가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고 전체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결과를 가질 정도로

충돌하지 않을 마치 인터넷과 같은 쿼럼 슬라이스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은행들로 이

루어진 쿼럼 슬라이스가 비영리 단체로 이루어진 쿼럼 슬라이스와 IT 회사들로 이루어진 쿼럼 슬라이스와 충돌할 확률

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2) RASKA Dapps 합의 알고리즘 작동 원리

다시 RASKA Dapps 합의 알고리즘에서 슬롯(slot)은 장부 업데이트 단위이자 구분자로 여겨진다. 각 슬롯에는 업데이

트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만약 노드 v가 슬롯 i에 대해 그 업데이트 내용인 x를 성공적으로 자신의 장부에 기록하고,

슬롯 i 이전의 슬롯들까지도 모두 적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를 '노드 v가 슬롯 i에 대하여 업데이트 x를 표면화하였다'

라고 표기할 수 있다. 내가 적용한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노드는 자신의 업데이트 사항들을 다른 노드들이 볼 수 있도록

표면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표면화된 경우, 각 노드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쿼럼 슬라이스는 각 노드들이 믿기로 한 노드들에 자기 자신인 노드가 더해진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쿼럼은 쿼럼 내

모든 노드들의 쿼럼 슬라이스까지 모두 포함하는 조금 더 큰 노드 집합이다. 쿼럼 내 노드들은 자신들의 쿼럼 슬라이스

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기에 쿼럼은 자체적인 하나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쿼럼 슬라이스는 항상 쿼럼

보다 같거나 작다. 예시를 통해 이를 조금 더 명확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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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v2 v3
Q(v1) = {{v1, v2, v3}}

Q(v2) = Q(v3) = Q(v4) =

{{v2, v3, v4}}

그림 38 Tiered Quorum 구조 예시

위의 그림을 보면 네트워크인 Ethereum for Comments 플랫폼이 왜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인터넷의 망 구조와 위의 구조를 비유하며 설명한다. 인터넷 라우팅의 경우 공식적이진 않지만, 사실상(de

facto)의 티어가 존재한다. 인터넷상 모든 노드들이 아무렇 게나 데이터를 주고받게 된다면 이 글을 작업하기에 사용하

고 있는 저성능 컴퓨터에 데이터가 우연히 몰릴 경우, 혹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망 자체가 느려지게

된다. 현재는 ISP라는 사실상 탑 티어급 데이터 센터들이 이러한 트래픽 라우팅을 잘 해결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저사

양 컴퓨터를 통해 빠른 속도의 인터넷망을 쓸 수 있다.

v1

v5

v2

v6

v9

v3 v4

v8

Top tier: slice is 3 out of

{v1, v2, v3, v4}, including self

Middle tier: slice is self + any

2 top tier nodes

Leaf tier: slice is self + any

2 middle tier nodes

2/4

v1

그림 37 쿼럼 슬라이스 예시

위의 그림에서 Q(v1)은 노드 v1의 쿼럼 슬라이스를 내뱉는 함수이다. v1을 포함하는 쿼럼은 반드시 v1과 v1의 쿼럼

슬라이스 노드들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v1의 쿼럼 슬라이스에 v2, v3가 있는데, v2, v3는 v4 없이 서로를 믿을 수

없음으로 v4를 각자의 쿼럼 슬라이스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쿼럼의 정의에 의해서 v2, v3의 쿼럼 슬라이스 또한

이에 포함되어야 하기에 v1, v2, v3, v4가 하나의 쿼럼을 이루어야 한다.

v7

2/4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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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컴퓨터가 바로 ISP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 ISP로 이어지기 전 각 노드의 요청들을 모아주고 보내주는 중간 매개 장

치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장치들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직접 ISP에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핵심은 노드에

서 발생한 요청이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흘러가도록 만들다 보니 인터넷망이 위와 같은 계층적 구조로 발전되

었다는 것이다.

Equity proof method + Transaction proof method Network 도 마찬가지로 합의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신뢰도를 기

반으로 티어를 정의한다. 여기서 나오는 예시는 네트워크내에서 노드들의 신뢰를 얻어 인정받는 노드들이 탑 티어로

서 존재하고, 다른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이 노드들의 표면화된슬롯 업데이트 결정, 즉 투표들을 보고 판단하게 함으로

써 전체 네트워크의 합의를 이루게 한다. 각 티어 계층의 노드들은 자신의 티어를 참고할 수도 있고 상위 티어를 참고

할 수도 있다. 이 예시에서는 자신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상위 티어의 노드 결정을 보도록 해 놓았다. 어떤 노드를 믿어

야 할지 결정하기 힘든 경우 이러한 티어 기반의 쿼럼 구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내 상위 티어를 믿지 못하는 경우 내 티어의 일부 노드나 더 높은 티어의 노드 혹은 다른 상위 노드에 연결하면 된다.

핵심은 신뢰 티어가 낮은 노드들의 경우 그 노드가 믿는 다른 악의적일 가능성이 있는 노드들의 투표(표면화된 슬롯)

보다 상위 신뢰 티어에서 내려온 투표의 중요도를 높이는 것에 있다. 정말 믿을 만한 노드들에게 정보를 들은 노드들

의 정보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루겠다는 목표이다.

또한 이렇게 티어별 구분과 상위 티어에 대한 연결을 통해서 보다 믿을 만한 슬롯들이 노드들 사이로 퍼지게 한다. 내

가 믿을 만한 노드들이 다운되거나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 더 믿을 만한 노드 혹은 그런 노드를 믿는 다른 노드들을

믿음으로써 기존에 받아야 했던 신뢰의 양을 회복한다. 하지만 이는 마치 탑 티어 노드들에 집중화된 네트워크처럼 보

일 수가 있는데, 탑 티어 노드들이 자주 장애를 내거나, 거짓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면, 노드들이 해당 노드를

더 이상 믿지 않으면 된다. 또한 탑 티어의 경우 상위 티어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검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낙오될 가능성도 있다. 신뢰 티어를 나누는 것은 각 노드에게 부여된 또 다른 투표권이다. 내 합의 사항은 분명 1표를

행사하긴 하지만, 이 1표를 참고하는 노드들의 수가 늘어나면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는 이 표의 수가 n배가 되는 형태

이다.

하지만 이러한 티어 구조만으로는 문제가 있다. 앞서 말한 쿼럼과 쿼럼 슬라이스의 용어로 이를 살펴보자. 쿼럼 자체

는 앞에서 보았듯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위이다. 문제는 Equity proof method +

Transaction proof method 네트워크는 참여자가 자의적으로 노드를 선택하기 때문에 쿼럼이 여러 개가 생겨날 수가

있다. 이 이야기는 즉 쿼럼 자체가 하나의 합의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쿼럼의 여러 개가 생기면 네트워

크 내에 다양한 합의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단일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체인에 포크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쿼럼 간의 교집합이 필요하다. 교집합에 속한 노드가 각 쿼럼에서 이루어

지는 합의를 하나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해준다.

위 그림에서 v7이 악의적 행동을 할 경우, 각 쿼럼은 모두 오염된다. 이 쿼럼 자체는 v7 이외에는 다른 쿼럼과의 접점

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일이 상위 티어에서 일어난다면 이들을 참고하는 하위 모든 티어가 다른 합의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노드가 상위 노드를 참고할 때에는 다수를 선택해야 하며 탑 티어의 경우 서로 간의 검증

과 더불어 진정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네트워크의 지속적 감시를 필요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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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Ethereum

거래확정속도 최대1시간 최대15분

평균거래수수료 거래당5.45$ 거래당0.30$

초당거래량 1초당3개거래 1초당7개거래

합의알고리즘 작업증명 작업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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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quity proof method + Transaction proof method Network 합의 알고리즘의 장점

• 오픈 맴버쉽 기반이며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운용된다.

• 게이트키퍼나 중앙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노드들은 정보 제공자로서 누구를 신뢰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 노드들은 여러 슬라이스들을 가질 수 있다.

• 네트워크가 일시적으로 합의에 실패했을 지라도 건재하다.

• 노드들은 하나의 시간을 거쳐서 나타난 수행능력(정보 제공자로서의 진실성)에 근거하여 쿼럼 슬라이스 또는 외부 소스

들을 신뢰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질 수 있다.

• 개별적인 노드들의 선택들이 외부 기준에 근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재정 회사에 속한 하나의 노드는 믿을 만한

은행 노드, 믿을 만한 크레딧 에이전시, 관계 당국으로부터 인정을 얻어서 하나의 트랜잭션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7. Stellar Consensus Protocol은 Stellar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FBA 시스템 합의 알고리즘이다.

5.2.3.2 PBFT

Leslie Lamport는 1980년대에 "비잔틴 문제" 개념을 제안했으며, 그 뒤 비잔틴 문제의 학술적 연구에서 악의적인 노드가

있는 분산 시스템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다. 1999년 MIT의 Castro팀은

“PBFT(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에서 악의적인 노드가 전체 노드의 3분의 1 미만을 차지할 때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비동기적 비잔틴 결함 허용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이 제

안은 PBFT 알고리즘의 청사진이 되었으며 많은 다른 변형들이 파생되었다.

일반적으로 PBFT는 사전 준비(Pre-prepare), 준비(Prepare), 헌신(Commit)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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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노드들은 합의 내용에 대한 제안을 한다.

2. 각 복제 노드는 주요 노드들에서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면 서명한다.

3. 2/3 이상의 유효한 서명이 수집되면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는 해당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39 PBFT 알고리즘 작동 매커니즘

각 작업 중에 위원회의 PBFT 참여 노드는 주요 노드가 제안한 것을 검토 및 확인해준다. Commit 단계에서 복제 노드

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수집할 수 있으면 위원회는 결과에 동의한다. 악성 기본 노드의 경우 PBFT는 View-

change 메커니즘을 통해 View를 변경하며 기본 노드를 대체하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악의적인 노

드들의 비율이 3분의 1 미만일 경우에 PBFT는 분기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참여하는 노드들에 대하여 편리한 즉

각적 확정을 제공한다. 이것은 Bitcoin과 유사 시스템에서 사용된 작업증명의 확률적 알고리즘에 비교했을 때

명백한 개선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토 유니버스는 기반 위원회에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PBFT

를 도입하였다. PBFT는 아래에 언급될 DPoS와 결합되어 아토 유니버스 컨센서스의 코어를 구축한다.

5.2.3.3 DPOS (Delegated Proof-of-Stake, 위임지분증명) 합의 매커니즘

DPoS는 주로 과도한 에너지 소비, 중앙집중식 컴퓨팅 및 작업증명(PoW)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

다. DPoS는 신속성, 안전성, 분산화 및 낮은 에너지 소비와 같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점차 업계에서 수용되고

있다. RASKA의 DPoS에는 주주(Stakeholder), 증인(Witness), 대표(Delegate)라는 세 가지의 중요 역할들이 있다.

주주는 시스템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증인과 대표를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증인은 PoW(작

업증명) 시스템의 채굴자들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즉, 증인은 블록들을 생성하며 트랜잭션의 정확한 기록과 분쟁상

황 해결을 담당한다. 대표들은 주주들의 신탁관리자로서 중요한 시스템 업데이트들과 매개변수 변경들에 대한 투표

를 담당한다.

36

라스카랜드 아키텍처 5.2 라스카블록체인 플랫폼 핵심기술



37

RASKA에 있는 증인의 수는 21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 증인들은 주주에 의해 선출된다. 네트워크 운영을 유지하는 중

요한 기능을 가진 증인은 정기적으로 거래를 패키지에 넣어 차례대로 블록을 생성한다. 증인들의 주요 임무들은 다음

과같다.

1. 노드들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고성능 서버 노드를 제공한다.

2.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들을 수집한다.

3. 트랜잭션들을 확인하고 이를 블록으로 묶는다.

4. 검증 후 블록을 유포하고 다른 노드들을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한다.

증인의 노드 서버는 Bitcoin 네트워크의 마이닝 시스템과 같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기여하는 자들로서 그들은 정상

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거래 수수료 및 시스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행동을 취하지 않거나 악의적인 행위 (불

법 정보 제안 또는 상충되는 두 가지 제안서 체결 등)를 제시하면 모기지 자금을 체계적으로 압수당할 뿐 아니라 주주

들의 신뢰를 잃고 증인 자격을 박탈당한다.

작업증명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매개 변수를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Bitcoin의 확장성에

관한 논쟁을 보면 이는 분명해진다. DPoS(위임지분증명) 시스템에서 커뮤니티는 주주가 선택한 대표들에 의해서 공

동적으로관리된다. 대표들은 수수료, 블록 사이즈, 블록 스페이싱과 같은 매개변수들을 변화시킬지 말지에 대하여 투

표를 통하여 결정한다. 대표자는 주주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네트워크에 속한 일반적인 유저들의 이해관계를 대표

함으로써 분산화된 커뮤니티 거버넌스를 달성한다.

또한 DPoS는 공정성 측면에서 PoW보다 뛰어나다. DPoS 하에서 주주가 비교적 적은 수의 사용자일지라도 증인 및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컴퓨팅 파워가 작은 PoW의 채굴자들은 기본적으로 채굴에 관여

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채굴자들이 마이닝 풀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시스템의 중앙화가 발생한다.

효율성, 보안, 친환경 및 편리한 커뮤니티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DPoS는 아토 유니버스의 컨센서스 모형의 중요한 구

성 요소로 선정되었다.

RASKA의 DPoS 메커니즘은 다음 사항들을 보장한다.

1. 노드들이 경쟁이 아닌 협업을 선택하며 21개의 노드들이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2. PBFT 합의 매커니즘과 결합될 때 강력한 보안능력을 보여준다.

3. 트랜잭션 확정이 1초 내에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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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Tendermint

Tendermint는 다수의 상태 머신들 가운데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복제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기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2014년도에 설계되었다. Tendermint의 또 다른 설계 목적은 Bitcoin의 작업증명 시스템에 의해서 야기된

속도, 확장성,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Tendermint는 PoS(Proof of Service, 지분증명)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인 ‘Nothing-at-stake (잃을 것이 없는 상태)’

를 해결했으며 개선된 PBFT 알고리즘을 갖춘 고성능의 일관성있는 PBFT 기반 컨센서스 엔진을 제공했다. 악의적인 적

의 통제 비율이 1/3 미만일 때 컨센서스 프로세스 블랙박스를 만들어 합의에 확실하게 도달하고 상태 머신들 가운데서

자동적으로 동기화를 진행한다.

Tendermint는 두 가지 중요한 기술 구성 요소인 블록체인 컨센서스 엔진과 제네릭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다. 컨센서스 엔진은 Tendermint Core라고 불리며 트랜잭션 레코드가 모든 노드에서 일관되게 정렬될 수 있도록 보장

한다. 일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는 ABCI (어플리케이션 블록체인 Interface)라고도 불리우며 모든 프로그래밍 언

어로 트랜잭션을 처리할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을 담당한다. Tendermint는 그림 40에서 제시된 단순한 상태 머신을 따

르는 주로 비동기적인 비잔틴 장애 허용 합의라고 할 수 있다. RASKA의 DpoS에있는 증인들은 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나머지가 투표를 하는 동안 각자가 순서대로 제안을 한다. 여기서 Tendermint는 개선된 PBFT를 사용하여 3 단계 컨센

서스를 2 단계 컨센서스로 변경하고 PBFT의 뷰 변경 메커니즘을 조정한다. 개선 후, 성공적인 합의는 2단계(Pre-vote

와 Pre-commit)의 투표를 요구한다. 동일한 제출 라운드에서 Witness의 3분의 2 이상이 동일한 제안서를 사전 제출했

을 때만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림 40 컨센서스 단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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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liverTx는 응용 프로그램 간의 주요 메시지이며 모든 트랜잭션이 메시지와 함께 전송된다.

2. CheckTx는 DeliverTx와 유사하지만, 트랜잭션 확인에만 사용된다.

3. 응용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계산하려면 다음 블록의 헤드에 놓고 Commit을 수행한다.

그림 41 ABCI

ABCI에서 Message Flow는 아래 그림 42에 묘사되어 있다.

그림 42 ABCI Messag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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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FT 알고리즘에서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의 가중치(weight)는 같고 2/3 서명은 위원회의 2/3명 이상의 서명으로

정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PBFT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서명 중 2/3 이상이 RASKA의 증인들의

가중치를 기반으로 계산된다. 마찬가지로 이들 가운데서 발생하는 로테이션은 가중치 비율(weight ratio)에 따라 실행

된다.

RASKA의 합의 설계는 DPoS와 PBFT를 결합하여 Tendermint 컨센서스 엔진에 통합시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컨센서스 아키텍처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아토 유니버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라이트 노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즉각적인 확인 및 무신뢰적인(trustless) 디바이스 간의 잦은 소액의 트랜잭션들에 대한 강력한 지

원을 제공할 수 있다.

5.2.3.5 RASKA Consensus Architecture

이전 섹션에서는 RASKA 컨센서스 모형의 세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 인 PBFT, DPoS 및 Tendermint를 소개하였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합의 모형을 제시하고 구성 요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겠다. 일반적으로 말해 RASKA는

DAG와 컨센서스 모형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 지향 어플리케이션인 DAG는 주로 비즈니스

논리 처리를 완료하는 데 사용된다. 사용자에게 거의 투명한 컨센서스 모형은 RASKA의 토대를 이루며 주로 분산 원장

의 DAG 합의를 완료하는 데 사용된다.

사용자는 트랜잭션을 생성하여 DAG 그래프에서 최신 터미널 노드를 인용 (해당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하고 소량

의 처리 수수료를 지불한다. 그 뒤 트랜잭션을 유효하게 서명 한 다음 P2P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시킨다.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는 이러한 트랜잭션을 수집하여 합법적인지 (이중 지출 확인 및 판단 제외) 확인한 다음 로컬 DAG 네트워크

에 합류하여 이를 네트워크의 인접 노드에 보급한다. 상위 DAG는 주로 원장의 상태를 유지하고 기본 Tendermint 컨

센서스 엔진의 최신 결과를 지속적으로 동기화하여 DAG의 모든 트랜잭션의 순서를 구성하는데 사용된다.

DPoS와 PBFT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기반 Tendermint 합의 엔진은 주로 DAG 상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책임진다. 주주의 투표와 증인 자신의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DPoS 모듈은 PBFT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상위 21명의

증인을 뽑는다. 주주의 모기지 및 투표에 따라서 이 증인들은 후속 PBFT 합의에서 투표 가중치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가중치를 가진다. 증인은 정기적으로 PBFT의 리더 역할을 하고 PBFT를 통해 DAG의 핵심 노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다. 리더는 각 라운드에서 DAG 상태에 따라 제안된 키 노드를 업데이트하고 다른 증인들은 합법성을 확인하고 합법

적이라고 판단되면 서명한다. 제안된 키 노드가 투표 가중치의 2/3 이상을 받으면 (이는 증인의 수가 아니라 가중치를

기반으로 함) 합법적 인 것으로 간주되어 네트워크의 다른 전체 노드와 동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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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zantineagreement O O O

Tendermint(Public
blockchainPlatform)

O O O

SCP(Privateblockchain
ServicePlatform)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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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키 노드는 DAG를 직렬로 연결된 서로 다른 Epoch들로 분할한다. 각 Epoch 내의 트랜잭션의 상대적 순서는 토폴

로지 정렬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고유의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 각 Epoch의 정렬 결과를 연결하면 DAG의 전체 순

서가 형성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중 지출 비용을 확실하게 결정하고 법적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

PBFT 알고리즘의 확실성은 RASKA의 핵심 노드들에 분기가 없음을 보장한다. 이 경우 트랜잭션이 키 노드들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고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면 사용자는 트랜잭션이 정당하며 변경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트랜잭션이 DAG에 들어 갔지만 이중 지출로 판단되면 전체 트랜잭션이 불법으로 표시되고 데이터는 전체 노

드의 저장 공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블랭킹(blanked) 처리된다.

RASKA의 합의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

1. PBFT의 확실성은 분기(forking)의 발생을 막는다. 트랜잭션은 Bitcoin처럼 확률적인 확인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

라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상태들을 가지게 된다.

2. DPoS의 분산된 설계는 PoW의 계산에서 오는 전력낭비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다.

3. 증인은 DAG의 새로운 거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RASKA는 1초 이내에 거래 확인을

할 수 있다.

4. DAG의 구조는 높은 동시성을 지원하므로 RASKA는 5,000 - 300,000 TPS(초당 거래 속도)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림 43 컨센서스 메커니즘들의 특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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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RASKA 보안 매커니즘

분산 원장의 보안은 최저 계층 암호화 키 조합의 보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스템이 보안성이 철저한 상태로 안전하

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RASKA는 암호화 솔루션을 설계할 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

1. 해시 알고리즘을 통한 라스카의 보안 향상: RASKA는 SHA-3을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2. 양자-저항 서명: 보안성이 확보된 암호화폐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양자 컴퓨터의 미래는

현재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를 대비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Bliss 양자 저항 서명과 라스카 서명 솔루션

설계의 일반적인 ECDSA 서명을 포함시켰다. 사용자는 실제 필요에 따라 이들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5.2.5 스마트 컨트랙트

라스카 RKC 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본방향중 락업 기능과 소각기능이 탑제된 스카트컨트렉트 기능을 갖고 있으며, 플

랫폼(퍼블릭 블록체인)에서만 작동하도록 분리된다. 가상 머신의 트랙잭션 저장 및 상태 처리는 토큰 플랫폼에서 수행

된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연동성이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상호 거래소 및 연동 인터페이스로 디자인되었다. 룰 엔

진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필요 없는 행위와 스마트 컨트랙트가 필요한 행위를 나누어 필요한 상황에서만 스마트 컨트랙

트가 작동하도록 만든다.

시스템에서 룰엔진을 통해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정하여 서비스 중 발생하는 변동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게 한

다. 서비스별 유저가 동시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상화 장비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 수행이 가능하

다. 특정 행위는 인증만 참여 후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동으로 실행되며, 룰

엔진을 통해서도 컨트랙트의 세부사항들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44 블록체인 내부의 스마트 컨트랙트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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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키,공개키및주소생성방법

2 원격호출에API를사용하는것과같은기본개념을이해한다.이것은전통적인IT산업관련지식이다.

3

마지막으로지갑디자인과관련된연상기호(mnemonic)단어,키저장소및암호개념을이해한다.

블록체인공개키,개인키및주소가생성되는것과같은방식이다.그러나전체프로세스는블록체인

Wallet설계프로세스에속하므로블록체인과관련된지식과혼동될수없다.

43

5.2.6 Wallet

다음은 블록체인 Wallet 구현 원칙이다.

블록체인의 Wallet 구현의 기술적인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다음 사항들을 이해해야 한다.

개인 키, 공개 키 및 주소가 생성되는 방식:

1. Bitcoin 개인 키는 실제로 sha-256을 사용하여 생성된 32 바이트 (256 비트)의 임의의 수이다.

유효한 개인 키의 범위는 Bitcoin에서 사용하는 secp256k1 타원 곡선 디지털 서명 표준에 따라 다르다.

2. 개인키 앞에 버전 번호를 추가한 다음 압축 플래그와 추가 체크 코드를 추가한다. 소위 추가 체크 코드는 개인 키

에 대한 두 번의 sha-256 작업 후 두 번 해시 결과의 첫 번째 4 바이트이다. 그런 다음 base58이 일반 WIF (Wallet

Import Format) 형식의 개인 키를 가져 오기 위해 인코딩 된다.

3. 개인 키는 타원 곡선 곱셈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공개 키는 x와 y 좌표를 가진 타원 곡선상의 점이다. 공개 키에는

압축 형식과 압축되지 않은 형식이 있다. 초기에는 Bitcoin이 압축되지 않은 공개 키를 사용했으나, 이제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압축된 공개 키를 사용한다. 공개 키는 개인 키에서 파생되며 공개 키의 해시는 단방향이다.

이 알고리즘은 타원 곡선 알고리즘(Elliptic curve algorithm)으로도 불리며 철회 불가한 알고리즘이다.

4. 공개 키가 생성된 후 공개 키는 SHA256 해시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되어 32 바이트 해시 값을 얻는다. 이 후자 쌍

의 해시 값은 ripemd-160 알고리즘을 통해 가져와 20 바이트의 해시 값 (Hash1605)을 얻는다. 버전 [2] + Hash160

으로 구성된 21 바이트 배열을 이중 해시처리하며 해시 값의 처음 4 바이트는 체크섬들(checksums)로 사용되어 21

바이트 배열의 끝을 배치한다.

5. 25 비트 배열이 base58로 인코딩되고 주소가 최종적으로 획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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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Cross Chain Gateway

응용프로그램 내에서 디지털 자산의 정적 보안 및 동적 보안을 효과적으로 보장한 후에 기업은 더 많은 시나리오에 적용

하여 더 많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다양하고 새롭게 부상

하는 공공 블록체인들, 동맹 체인들 및 DAPP이 서로 분리되어 수많은 격리된 섬들로 구성된 "블록체인 세계"를 형성하

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모든 새로운 블록체인은 새로운 기술 요구 사항, 새로운 게

임 규칙 및 새로운 사용자를 의미한다.

한계비용이 높으면 개별 응용프로그램의 확장과 블록체인 상용화의 전반적인 속도를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발 장벽

을 고려하여 라스카 Cross Chain Gateway는 어댑터 체인과 데이터 동기화 장치가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되도록요청하

는 노드 커넥터로서 서로 다른 체인 사이에서 작동한다. 이는 스마트 계약의 교차 체인 호출 변환과 서로 다른 체인간의

데이터 및 자산의 동기화 및 전송을 실현한다. 라스카의 분산 Wallet을 예로 들면 사용자는 Wallet을 사용하여BTC,

ETH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체인에 저장된 토큰을 동시에 관리하기만 하면 된다.물론 라스카의 Cross Chain Gateway는

서로 다른 체인에서 동일한 사용자의 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체인간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하여 블록체인 응

용 프로그램의 교차 체인 작업을 실현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이 기술은 현장및 서비스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 상업용 응

용 프로그램의 구현을 촉진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5.2.8 퍼블릭 블록체인과 퍼미션드 블록체인의 동시 운영

원래 블록체인의 기술은 탈중앙화되고 신뢰가 필요가 없는 철저하게 공개된 오픈 클라우드에서만 데이터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거래내역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퍼블릭 블록체인은 몇 가지 단점이 있

다. 먼저, 퍼블릭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의 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을 도입할 때 불특정 다수의 동의를 항상 받아야 하기 때

문에 혁신의 수용이 느리다. 둘째로,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래가 수행

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공개된 오픈 퍼블릭 블록체인과 더불어 소수의 허락된 이만이 거

래할 수 있는 폐쇄형 프라이빗 블록체인(또는 몇몇에게만 거래가 허용된 ‘퍼미션드 블록체인’이라고도 불림)을 동시

에 운영하는 것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퍼미션드 블록체인)을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오는 강점은 “권한 관리의 유연

성과 다양한 프라이버시의 확보, 그리고 압도적인 고도의 퍼포먼스의 실현” 28 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에 등록된 노드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노드들이 전부 해킹이 된다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퍼블릭 블록체인은 특정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서 데이터가 조작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다행히 현재 기술 수준으로 이 두 가지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다. 앵커링(Anchoring) 기술을 통해서 프라이

빗 블록체인을 퍼블릭 블록체인에 끊임없이 동기화시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해시값과 퍼블릭 블록체인의 해시값을 대

조하여 위변조를 확인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거래가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서 보존될 수 있

다.

28. [블록체인의 충격], 비트뱅크㈜& [블록체인의 충격] 편집위원회 지음, 김응수, 이두원 역: Book Star, 2016,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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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라이빗 블록체인(또는 캐쉬 포인트)에 등록된 기기들이 서로를 앵커링하여 상호 검증을 하게 함으로써 내부적

인 위-변조를 차단할 수 있다. 29 라스카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캐쉬포인트)을 동시에 운영하며 둘을

잇는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서비스 운영과 보안을 담당하며, 서비스 플랫폼은 시스템 및 관

리자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퍼블릭 블록 체인은 토큰 플랫폼을 통하여 토큰 이코노미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5.2.9 IPP 삼중구조

RASKA는 Dapps+ IPP(Integration of the Private and the Public -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곳의 초통합)이라는 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Dapps + IPP은 프라이빗 네트워크, 퍼블릭 네트워크와 둘 사이를 중재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RASKA는 서비스 결제용으로 사용되는 프라이빗 토큰(캐쉬포인트)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

차들을 수행한다. 키오스크 및 APP을 통해 현금 또는 카드 결제 행위로 전자 지급에 프라이빗 토큰( 라 스 카

캐쉬포인트 RCP)을 충전한다. 그 후 유저 APP을 통해 해당 토큰을 사용한다. 이 때 퍼블릭 토큰(라스카 토큰RKC)과

프라이빗 토큰(RCP)은 분리되어 운영된다. 물론 IPP 구조에 따라서 퍼블릭 네트워크와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연동되

기 때문에 Ato 토큰과 아토 캐쉬포인트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차후 상호교환이 가능해진다.

그림 45 RASKA 네트워크 구조

29. [블록체인노믹스], 오세현, 김종승 지음, 한국경제신문, 2017,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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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네트워크 디앱(Dapps)

· 암호화된 개인키와 공개키의 입력을 통해서 지갑 생성 및 토큰 충전 또는 사용을 한다.

· 유저 서비스를 원활화하기 위하여 전자 지갑을 생성한다.

· ERC-20 (Ethereum for Comments) 기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토큰을 생성하고 사용한다.

· 사용 패턴들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유저경험을 향상시킨 서비스들을 고안한다.

서비스 플랫폼

· DBMS에 프라이빗 네트워크(Dapps)에서 발생한 UE(User Experience)를 저장한다.

· Shared Cloud DB: DBMS에 있는 데이터 중 퍼블릭 네트워크 블록체인 들어갈 정보를 추출하여 따로 저장한다.

· 관리자 서비스: 해당 기기 관리, 관제, 과금, 룰 엔진을 통한 보상 서비스를 운영한다.

·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개인키를 잃어버렸을 때 복구해준다.

퍼블릭 네트워크

· 거래를 하기 위한 퍼블릭 토큰(Ato 토큰)을 제공한다.

· DAG기술을 이용해 트렌잭션 비용을 거의 무료화하고 속도 또한 극대화한다.

5.2.10 페이먼트 디바이스 통합연결

그림 46 페이먼트 디바이스 통합연결 구조

라스카랜드 아키텍처 5.2 라스카 블록체인 플랫폼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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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Service Flow

그림 47 RASKA Platform Service Flow

라스카랜드 아키텍처 5.2 라스카블록체인 플랫폼 핵심기술

라스카랜드 토큰노믹스

라스카랜드는 공간적으로는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화공간이지만 이

러한 콘텐츠들을 결제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는 라스카 플랫폼 고유의 경제적 구조가 필요

하다. 라스카 플랫폼의 경제적 구조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들이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합당하고 공

정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플랫폼 상의 상호작

용을 통해서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도울 의무가 있다. 우리는 라스카 고유의 토큰 이코노믹스를 구현함으

로써 편리한 결제를 통한 글로벌 서비스 활성화, 서비스 이용료의 절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세 가지 목표

를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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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토큰 운영의 철학과 비전

라스카랜드는 공간적으로는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화공간이지만 이러

한 콘텐츠들을 결제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는 라스카 플랫폼 고유의 경제적 구조가 필요하다.

라스카 플랫폼의 경제적 구조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들이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합당하고 공정하게 배

분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플랫폼 상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도울 의무가 있다. 우리는 라스카 고유의 토큰 이코노믹스를 구현함으로써 편리한 결

제를 통한 글로벌 서비스 활성화, 서비스 이용료의 절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다.

6.2 기존 ICO 프로젝트들의 한계

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서 발행되는 많은 가상화폐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상화폐들

이 가상의 세계를 넘어서 실물 경제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크게 의문이 든다. 기존 가상화폐들의 실생활에서

통화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금융 결제 수단으로 나름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가상화폐들을 받아 주는

사용처들이 많지 않다. 비록 몇몇 업체들이 가상화폐들을 받기 시작하였지만 이러한 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소수이기에 가상화폐 결제는 여전히 상징적인 사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가상화폐들이 가장 활발하

게 사용되는 곳은 토큰 거래소일 뿐이며 토큰 거래소에서 토큰들의 가치는 매우 심리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다. 결국 가상화폐들은 극도의 투기성을 가지게 되었고 거래소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만 모이는 장이 되었다. 리

스크를 무릅쓰고 투자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행위는 실제로

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며 감추어진 가능성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작동일 뿐

이다.

하지만 가상화폐들이 거래소 밖의 실물 경제와 거의 연결되지 않고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만 구매할 가치가 있

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화폐들의 가치의 몰락은 필연적이다. 그 이유는 한 가상화폐의 높은 투기성은 높은 가

치 변동성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것은 이 가상화폐가 비록 실물경제에서 사용처를 확보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토큰의 발행 주체들은 실물 경제와의 연동성과 토큰 가치의 안정성 둘 다를 보장하는 토큰노믹스를 설계

하도록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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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라스카랜드 라스카 토큰노믹스 실행방안

라스카랜드 플랫폼은 실물 경제와의 연동성과 토큰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플랫폼의 모든 주체들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할 토큰노믹스를 구현한다. 라 스 카 랜 드 플랫폼은 실질적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공간인

라스카랜드 애견 테마파크와 철저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라스카랜드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지지도

가 높아질수록 토큰의 가치들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한다. 라스카랜드 토큰노믹스 구현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상장 토큰(RKC)과 비상장 토큰(RCP)의 분리 후 상호작용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서 상징적인 사용을 넘어선 확장성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가치가 끊임없이 큰 폭으로 변동되

기 때문이다. 이후에 등장한 많은 토큰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에 투기성 토큰들로 잠

시 기능한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거래소에서 등록되는 상장 토큰( 라 스 카 토큰, RKC Token)과

라스카랜드 애견 테마파크 플랫폼 내부에서 서비스 결제용으로 사용될 프라이빗 토큰(라스카 캐쉬 포인트RCP)을 일

차적으로 용도에 있어서 분리한 후 내부 거래소를 통해 둘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당

연히 상장되지 않는 프라이빗 토큰(라스카 캐쉬 포인트RCP)은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큰 자유를 가지게 되어 안정적으

로 서비스 결제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퍼블릭 토큰(RKC토큰)을 통해 라스카랜드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을 본 통찰

력 있는 투자자들을 위한 이익확보를 위한 길도 마련할 수 있다.

(2) 비상장 토큰(RCP)을 위한 광범위한 사용처 보장

라스카랜드 애견 테마파크 플랫폼의 물리적 표현이 될 모든 세대를 위한 문화 콘텐츠 제공 공간인 라스카랜드

애견테마파크에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매장들이 들어오게 된다. 라스카랜드 애견테마파크는 일반 캠핑 장과

애견 전용 캠핑 장 애견놀이공간 제공 시설, 청소년 문화 시설, 성인(부모) 문화 시설, 실버문화 시설로 구획화 되어 있

으며 각 영역들간 상호작용이 쉽도록 공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각 구성원들은 모든 영역들의 문화공간을 넘나들면서

소통하고 이러한 과정 중에서 자유롭게 각종 서비스들을 이용한다. 이때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비상장 토큰인 아토

캐시 포인트 토큰을 결제용으로 받기 때문에 라스카 토큰노믹스는 실물경제와 완벽하게 연동되게 된다.

(3) 비상장 토큰(RCP)에 대한 특수 할인율 적용

라스카랜드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들의 서비스들에 대해선 현금과 토큰을 모두 사용해서 결제할 수 있다.

이때 비상장 토큰인 라스카캐쉬(RCP)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장되어 있는 라스카코인(RKC)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경우 다양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할인율의 적용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이루어진다.

- 실제 현금 지불액 가치보다 더 많은 토큰 제공

라스카랜드 애견테마파크 온라인/오프라인 이용자들은 현금을 사용해서 서비스 결제용 프라이빗 토큰인 라스카캐시

포인트(RCP)를 구입할 수있다. 라스카캐시 1포인트는 현재 화폐 가치와 동일하다. 1포인트는 1KRW 이므로 현급과

동일한다. 현금과 틀린점은 소비자 고객들이 사용하는 금액에 5%~20% 차등 캐쉬백 포인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라스카랜드 애견테마파크의 멤버쉽 회원가입을 하였을 때는 결제 금액의 최대 20%까지 라스카 캐쉬백

포인트(RCP)가 600분1로 분산되어 매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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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카랜드 애견 테마파크에 입장하는 소비자들을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 고객

빅테이터베이스를 구축, 라스카 캐쉽백(RCP) 포인트 토근으로 충전하여 온오프라인에 모든 결제 시스템에

사용되며, 아토유니버스 거래소 및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ICO)되어 등락을 하는 라스카(RKC)

퍼블릭코인으로 변환을 하여 추가 DC와 등락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라스카랜드 애견 테마파크는 영유아,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생, 대학생, 및 실버세대와 일반캠핑장

소비다들과 견주 가족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야외 종합 어드벤처 챌린지 코스, 야외 실버존, 견주 전용

캠핑장 , 애견펜션, 애견호텔등 견주와 애견이 이용하는 전용 캠핑장, 애견수용장, 4계절 인조잔디 슬라이딩,

알파인 슬라이딩, 네트 어드벤처, 트리 클라이밍, 키즈 클라이밍, 짚라인, 번지점프, 공룡존, 등산코스와 야외

어드벤처 챌린지 익스트림 스포츠(산악 오토바이)외 반려견 훈련장과 연계된 견주 대환학교 복합

테마파크는 이곳 라스카랜드 종합 애견 테마파크 밖에 없다.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생태환경과 친환경 식품

라스카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을 유치하며, 지역 주민들의 수익 증대를 위해 동초하초 외 특수

작물들을 재배, 전량 수매 및 가공 유통을 하며, 토굴을 조성하여 커피 생두 숙성, 유통, 오리다리

숫불바베큐, 돼지 뒷다리를 숙성하는 프로미엄 하몽 체험 및 유통, 참숫을 이용한 숫위스키 숙성 및 유통을

통해 당사 만에 먹거리를 개발한다. 이러한 모든 친환경 식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라스카

캐쉬(RCP)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며, 비트레이드(https://www.btrade.co.kr)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있은 라스카코인(RKC)으로 변환하여 사용 할 때 추가 D/C와 시세차익이 혜택이 있다.

모든 계층을 수용하는 복합어드벤처 시설

노년층은 애외 실버 힐링 카페를 이용하고 아이들은 챌리지 파크를 이용하며, 견주와 애견들은 애견호텔/

애견카페(애견 미용실)/ 애견유치원/ 애견 훈련장/ 애견 자격증 교실/ 편백 놀이방 소극장 및 지역 역사

콘텐츠와 4D 시뮬레이션 룸 등 반려견과 견주 와 반려견 가족들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종합

자 연 야 외 챌 린 지 테 마 피 크 를 이 용 할 때 라 스 카 캐 쉬 (RCP) 포 인 트 로 결 제 가 가 능 하 며 ,

비트레이드(https://www.btrade.co.kr)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있은 라스카(RKC)코인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때 추가 D/C와 시세차익이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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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 × 100 × SW
SPUR × 0.2   PTA × 0.8

×
STC TA

라스카 토큰 이용 구매 시 할인율 적용

라스카 랜드 온라인/오프라인 이용자들은 현금 대신 라스카(RKC)토큰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결제할 경우 추가적인 할

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스카랜드 캠핑장 사용료가 4인 기준 80,000원으로 상정될 경우 라스카(RKC) 토

큰을 이용하면 20% D/C 받아서 소비자 가격의 80% 로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오프라인 등록 매장

업체들이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때 자율적으로 라스카(RKC) 토큰 구매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렇게 할 때 이용자들은 라스카 토큰 확보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고 이용자들은 할인이 적용된다는 생각

에 더 부담없이 자주 결제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업체에게도 도움이 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서비스 사용에 대한 토큰 리워드 프로토콜

라스카 캐쉬백(RCP) 포인트 리워드

라스카랜드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들에 대한 지불은 라스카(RCP) 캐쉬백 포인트든 라스카(RKC) 토큰이든 모두

가능하다. 단 초기 라스카랜드 회원권을 멤버쉽으로 계약들 한다면 멤버쉽 회원권 결제 금액에 5%~20%까지 600일

나누기 1로 계산하여 매일같이 소비자에게 해당 포인트를 라스카 개인 앱에 누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멤버쉽 회원권

결제 금액이 ₩1,000,000원이면 30% 적용하였을때 ₩300,000원이 600분에 1로 분산되어 매일 500원의 캐쉬

포인트가 본이 지갑에 자산 KRW 로 누적 확인된다. 누적 확인된 캐쉬 포인트가 ₩ 20,000원이 넘으면

비 트 레 이 드 (https://www.btrade.co.kr) 암 호 화 폐 거 래 소 에 서 현 금 으 로 출 금 이 가 능 하 며 , 상 장 되 어 있 는

라스카(RKC)토근으로 변환이 가능하여 추가 DC와 등락하는 시세 차익의 수익을 소비자가 얻을 수 있다.

라스카 (RKC)토큰 보상

라스카 캐쉬백(RCP) 포인트로 활용하여 보상을 받는 것 외에도 스코어링 시스템에 따라서 상장 토큰인 라스카(RKC)

토큰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비트레이드(https://www.btrade.co.kr)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에 연동된 소비자앱에서

소비자들을 추천하는 비율과 라스카캐쉬백(RCP) 포인트 사용률과 라스카(RKC)토큰 사용률의 비율에 가중치를 적용

하여, 서비스와 토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스코어 점수를 많이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라스카(RKC) 토큰으로

보상을 받은 이용자들은 다만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라스카랜드 플랫폼의 성공과 자신의 이익이 강력하게 연관된 충성

스러운 투자자로 거듭나게 된다.

서비스별 개인 사용률 : 개인 라스카캐쉬백(RCP) 토큰 사용량 = 2:8

스코어 산술식은 아래와 같다.

· 특정 서비스에 부여한 토큰 전체 수량 ( STC : Service Total Coin )

· 특정 서비스 개인 사용률 ( SPUR : Service Personal Use Rate )

· 특정 서비스의 전체 스트림 토큰 사용량 ( TA : Total Amount )

· 특정 서비스에 대한 개인 RCP 토큰 사용량 ( PTA : Personal Total Amount )

· 서비스 가중치 (SW : Service We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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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VVIP VIP family Membership PRESTIGE COMMON

보상비율 60% 50% 40% 3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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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축: SW

* 가로축: 특정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토큰 통화량 비율

- 서비스 사용의 빈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 추가적으로 보상 정도의 차등을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급별 보상 비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5) 글로벌 서비스 원패스 이용

라스카의 토큰 이코노믹스의 최대 강점은 전세계의 모든 국적의 이용자들이 전세계 라스카랜드 등록 매장에서라스카

(RKC)토큰을 이용해서 손쉽게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이용자는 라스카 플랫폼 이용할뿐 아니라 비트

레이드(https://www.btrade.co.kr)암호화폐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라스카(RKC) 토큰을 구매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라스카(RKC)토큰 으로 구매를 할때 상품가격에 대해 추가로 D/C 혜택을 적용받아 쇼핑몰 상품을 구매 할 수있으며,

라스카랜드 등독 매장에서 사용 할 경우 라스카랜드매장에 비치된 테플릿 PC에서 모두 적용된다. 라스카(RKC) 토큰의

이용하는 DB(데이터)는 이용자들이 핸드폰에 설치한 라스카랜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Wallet에 나타난다.

SW(Service Weight)는 서비스에 부여한 토큰 통화량(STC)에서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는 토큰 통화량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산정하도록 하며 이는 Score 점수에 영향을 준다. 서비스가 초기 단계여서 사용되고 있는 토큰 통화량 비율이

낮을 때는 SW가 높다가 사용자가 늘어서 서비스를 위해 결제된 토큰 통화량이 증가할수록 SW가 낮아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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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종류 용도

RASKA CACHE POINT(RCP):비상장토큰
RKC토큰으로교환가능,GHC토큰으로 교환가능

AdvertisingSpace이용료,스코어에따른보상

RASKA(RKC): 상장토큰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가능, 온라인/오프라인서비스사용료,
서비스사용에대한보상, 글로벌사용가능, 
AdvertisingSpace이용료,스코어에따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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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라스카 토큰별 특성 및 정리표

(1) 토큰의 종류

- 라스카(RKC) 토큰

제1토큰으로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 및 비트레이드(https://www.btrade.co.kr)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퍼블릭 토큰

이다. 라스카(RKC)토큰의 최소 단위는 1라스카(RKC)로 명칭한다. 라스카(RKC) 토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있는 다른

토큰들과 교환이 가능하다. 라스카(RKC)토큰은 외부 거래소에서 상장된 다른 가상화폐들과 교환 및 거래가 가능하며,

비트레이드(https://www.btrade.co.kr)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라스카 캐쉬 포인트 토큰과 교환이 가능하다.

- 라스카 캐쉬 포인트 (RCP)토큰

제2토큰으로 상장되지 않고 라스카랜드 애견테마파크와 온라인 쇼핑몰, 라스카랜드 플랫폼 내에서만 서비스 결제를 위

하여 사용되는 프라이빗 캐쉬 토큰이다. 라스카캐쉬 (RCP)포인트 토큰의 최소 단위는 1POINT라고 명칭 한다. 이미 언

급된 설명된 스코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라스카 캐쉬 토큰의 이용자가 동일한 토큰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라스카 캐쉬(RCP)포인트 토큰으로도 스코어 시스템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두 토큰의 상호보완성

라스카 캐쉬(RCP)포인트 토큰은 라스카(RKC)토큰은 으로 교환할 수 있다. 라스카 캐쉬(RCP) 포인트 토큰을 사용한 양

을 스코어로 환산하여 이 스코어에 따라 라스카(RKC)토큰을 지급받도록 할 수 있다. 라스카랜드 플랫폼은 진행되는 거

래의 특성에 따라 거래 화폐의 종류를 다르게 하며 토큰이코노믹스를 운영한다.

(3) 추가적 토큰 용례

- Advertising Space 이용료

라스카랜드 플랫폼은 RASKA DApp들을 제작하고 Advertising Space를 넣은 뒤 배포할 수 있다. 이때 Advertising

Space를업체들에게 1년 동안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하게 한 뒤에 2년 차부터 시작해서 라스카(RKC)토큰으로 수수

료를 받을 수 있다.

(4) 토큰 별 용도 정리표

라스카랜드 토큰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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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토큰 발행 및 배포 계획

(1) 토큰 발행

라스카랜드 애견 테마파크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의 생태계 발전과 확산을 위해 500,000,000 RKC을 발행

할 예정이다.비트레이드 (https://www.btrade.co.kr)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며 상장 가격은 30 KRW이다.

(2) 토큰 배포 관리

라스카 토큰의 발행은 라스카랜드 애견 테마파크(https://raskaland.creatorlink.net/)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

폼의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문화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라스카토큰은 비트레이드 (https://www.btrade.co.kr)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이용해 KRW로 참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트레이딩 이 발생하는 시점은 상장 후 즉시로 시세에 따라서 라스카(RKC) 토큰에 대한 시세 트레이딩이

시작된다. 라스카(RKC) 토큰의 비트레이드(https://www.btrade.co.kr)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 가격은

30KRW/1RKC이며, 비트레이드(https://www.btrade.co.kr)암호화폐 거래소에 에서 매수 할 수 있으며, 프라이빗 세일

및 사전판매관련 토근 이벤트는 진행하지 않는다. 

비트레이드(https://www.btrade.co.kr)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에 참여하는 라스카(RKC) 토큰 의 총 발행 량은

500,000,000 RKC이며, 비트레이드 거래소에 첫 상장하는 수량은 30,000,000RKC 이며, 총발행량의 6%에 해당된다. 

라스카 토큰 총 발행 량 500,000,000 RKC 중 200,000,000 RCK는 RKC 생태계 구성 진행상황에 따라 향후 RKC에

대한 가치제고를 위하여 200,000,000 RKC는 소각을 계획하고 있고, 세부적인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라스카토크의 발행에 참여한 어드바이저, 지지자, 팀 등 은 총 발행량의 10% 인 50,000,000RKC 안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 수량도 특정기간동안 락업되어 컨트롤 받는다.

라스카랜드 토큰노믹스

Red/RKC black/R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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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Description

2020.12
-백서출판(국문,영문,중문) 리뉴얼 최종

-거래소심사시작

2020.11
-국내ICO거래소 비트레이드(https://www.btrade.co.kr)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약 진행

2020.12 -비트레이드(https://www.btrade.co.kr)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시작

2020.12 -라스카토큰(RKC) 비즈니스 백서 최종 확정 및 MM 선정

2021.01 -강화도 연리5만 2천평 라스카랜드 애견 테마파크 및 단독주택300세대
부분적으로 오픈

2021. 03 -라스카랜드 애견 쇼핑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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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map
7.1 Business Roadmap

강화도 라스카랜드 애견 테마파크 및 단독주택 300세대 단지 조성 사업계획-1

Roadmap

57



58

Roadmap
7.1 Business Roadmap

7.1 Business RoadmapRoadmap

강화도 라스카랜드 애견 테마파크 및 단독주택 300세대 단지 조성 사업계획-2



Date Description

2019.12

-코인구조설계

-시스템설계

-KIOSK설계

-APP설계

2020.01

-블록체인구축

-KIOSK구축

-APP구축

-ADMIN구축

2020.05

-블록체인개발및API개발

-APP연동개발

-KIOSK연동개발

-ADMIN연동개발

2020.06

-지갑연동개발및테스트

-블록체인테스트및KIOSK테스트

-APP테스트

-실사용테스트및통합테스트

2020.07
-안정화적용및실사용보완

-서비스안정화

2020.09 -퍼블릭(RKC)블록체인설계

2020.10 -퍼블릭(RKC)블록체인구축

2020.11 -제 2차 내부거래소테스트및퍼블릭블록체인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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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Core Team Members

7.3 Core Team Members

김수정 대표이사 CEO

㈜라스카랜드 대표이사, ㈜아토홀딩스 와 아토유니버스 창립자 및 대표이사. 전 ㈜뮤

즈이앤앰 대표이사로서 키즈카페 운영 전문가임. 또한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문가로서

아토 유니버스가 지향하는 3세대 패밀리카페의 구성 내용과 사업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김동은 기술사장 CTO

㈜라스카랜드 디자인 설계 수석 디자이너 겸 기술사장 ㈜아토홀딩스 CTO 이다.

고려대학교 디자인 공학부를 졸업하였고, 현재 강화 라스카랜드 애견 테마파크 설계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언론사협회 문화교육발전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건축 인

테리어 및 공간 설계디자인 전문가(경력 31년). 31년간 건축 설계 디자이너로 축적한

노하우로 리오키즈카페 및 아토유니버스 페밀리카페를 설계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일

체의 사업을 총괄 진행하는책임을 맡고 있음.

조장옥 부사장 CFO

㈜아토홀딩스 부사장으로 경영학 석사 (MBA)/ 웅진그룹 초기 창립멤버 로서 회사의

재무관리와 전반의 전문 경영역할을 한다. 

Roadmap

Dr. 이성용

미국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철학박사. 응용언어학, 자연언어처리 및

인공지능의 소리 인식 등을 연구하는 언어학 전문가. 현재 중국 주하이대학에서 교수

직을 맡고 있으며 아토 유니버스의 사업 개념 정립 및 블록체인 관련 기술 접목 등에

관하여 컨설팅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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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ck D. Cheung

홍콩 QED Global Limited 회장, Harvard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McKinsey &

Company 파트너 경력을 가지고 있음. Lazard Asia Fund, Sing Tao Holdings,

Rainbow Land Holdings Limited 등의 회장을 역임한 기업경영 및 투자 자문 전문

가.

Marco Peereboom

미국 텍사스 소재 Company Zero의 CTO로서 암호화폐 Decred의 New Systems

Development 리더 역할을 맡고 있음. 비트코인 개발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블록

체인 전문가임. 블록체인 거버넌스와 오픈소스 개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

Dr. April Y. Yu

홍콩대학교에서 Management Accounting을 전공한 박사. Znap의 공동창업자

이며 POWA Technologies와 Zwoop의 UX/Product 디렉터로서 활동함. 모바

일과 웹상의 지급결제수단 프로그래밍, UX디자인, 블록체인 적용 플랫폼에 관

한 product management 전문가.

Roadmap 7.4 어드바이저

Henrique Centieiro

Zwoop사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팀장. 토큰 이코노믹스 전문가이며 NexChange와

Alfa Token 등을 통해 진행된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ICO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이 있음. CREDITS blockchain & cryptocurrency 자문위원회 위원이며

Lisbon Accoounting and Business School 및 ISCAL에서 수학 하였음.

Raymond Lau

미국 캘리포니아 써니베일 (실리콘벨리 근방)에 있는 NCC Group

(www.nccgroup.trust/us/)에 근무하는 사이버보안 전문가. 아토 유니버스 플랫폼

개발과 관련하여 실리콘벨리 쪽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주선하고 특히 블록체인 보안

등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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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ss Investment Limited 

홍콩 소재 기술투자자문 및 투자전문 업체이다. 아토 유니버스 프로젝트의 홍콩, 싱가폴, 몰타 등의 해외투자 주선업무

를 총괄하고 자문한다.

㈜ 와이온

2006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가정, 비즈니스 공간과 매장과 공공 관광지, co-working space 과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 IoT와 ICT기술을 접목하여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SAMSUNG, LG, KIA, SAMSUNG

SDS, SK Telecom, KT, DOOSAN, CISCO, IBM, GS리테일, BIT, Amway, BC card, KB, SHINHAN card,

에스원, 국가연구기관등과 같은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 다수의 IoT, ICT 빅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유안타증권/한국투자신탁/새마을금고 중앙회

인천광역시 강화군 신원면 연리 14-1번지외 16필지 총 5만 2천평을 강화군으로 부터 총200억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단독주택 300채(총 2만7천평)과 라스카랜드 애견테마파크(총 2만5천평)을 조성하는 토목시공 및 건축시공의

LOI/LOC에 협력하는 파트너 회사들이다. 

㈜해람종합건축설계사무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신원면 연리 14-1번지외 16필지 총 5만 2천평을 강화군으로 부터 총200억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단독주택 300채(총 2만7천평)과 라스카랜드 애견테마파크(총 2만5천평)을 조성하는 토목시공 및

건축시공의 모든 설계 감리 준공을 담당하는 협력하는 파트너 회사이다. 

㈜중앙하이츠건설

인천광역시 강화군 신원면 연리 14-1번지외 16필지 총 5만 2천평을 강화군으로 부터 총200억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단독주택 300채(총 2만7천평)과 라스카랜드 애견테마파크(총 2만5천평)을 조성하는 토목시공 및 건축시공의 모든

시공을 담당하는 협력하는 파트너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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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면책성명
해당 문서는 빌라도르 아토 재단(https://rkctoken.creatorlink.net/)과 라스카랜드 애견 테마파크

(https://raskaland.creatorlink.net/)와 플랫폼 및 토큰 이코노믹스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 제공용 문

서다. 이 문서는 빌라도르 아토 재단이 비트레이드(https://www.btrade.co.kr)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플랫폼과 라스카토큰(RKC) 이코노믹스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라스카 랜드 플랫폼과 그 토큰 이

코노믹스의 상품, 관련상품, 주식들을 구매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가 아니다.

이 문서에 나오는 어떠한 내용도 발라도르 아토재단과 라스카랜드 애견테마파크 및 라스카 프로젝트에 대

한 투자나 기금형성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지 않는다. 이 문서를 주식 공모 설명서나 다른 그 어떠한 형식의

표준화 계약 문서로 간주할 수 없다.

본 문서의 내용은 또한 가상화폐의 투자 결정의 건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 문서는 아직 어떤 국가의 사법

당국의 심사도 받지 않았으며 차후 끊임없이 업데이트 될 것이기 때문에 최종화된 문서로도 볼 수 없다. 본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된 어떠한 분석 자료에 대해서도 본 문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문서의 어떠한 내

용도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진술로 간주될 수 없다. 본 문서를 참고하여 내려진 어떠한 손실에도 본 문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 문서를 참조할 때 본 문서의 영문버전과 한글버전이 충돌된

해석을 일으킬 경우 영문버전이 최종적 권위를 가진다.

본 문서를 참고하여 만약 라스카랜드 플랫폼과 토큰 이코노믹스에 투자나 혹은 다른 형태의 결정을 내릴 때

독자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직접 법률 전문가, 기술 전문가, 회계 전문가들을 포함한 필요 분야 전문가들

과 상의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물론 이렇게 내려진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본 문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면책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