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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BTour Chain에서 제공하는 본 문건에서는
그 어떠한 내용으로도 개인에게 법률,

재무 방면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BTour Chain의 백서는 아무런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문서이므로 필요하다면 이 백서를
읽는 귀하가 스스로 전문적인 법률 및 재무 방면의 조언을 찾아야만 합니다.
BTour Chain의 백서 초안은 오직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써 제공됩니다. 본 문건에 기재된
정보에 Btour Chain의 모든 관련 사항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본 문건의 어떤 내용도
GG56 ltd.의 모든 계약서와 연계하지 않습니다. 본 문건의 유일한 목적은 잠재적인 토큰
소유자에게 합리적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GG56 및 BTour Chain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과

BTour Token 구매에 대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BTour Chain은 본 백서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들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또한 모든 특정
배당
(모든 형태의 배당), 상환, 청산, 특허(모든 형태의 지식재산권 포함), 기타 금융 및 법률적 권리
등에 국한되지 않는 것들을 포함한 특정 기타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본 백서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리포트, 추산정보, 재무정보 등은 미래에 대한 리포트나 정보를 위한 것들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보고서나 정보들은 이미 알고 있거나 아직 알지 못하는 리스크와 불확실성과
관련된 것들이며, 이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실제 상황, 결과 및 추산, 미래에 대한 리포트 안에
내포되어 있거나 표현되어 있는 결과 등에 중대한 차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백서의 모든 내용은 특정 형식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설명이 아니며, 특정 사법 관할구역
내의 특정 증권에 대한 구매를 유도하는 제안도 아닙니다.
본 백서는 단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내용을 기술하였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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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건은 현재 UN이 인정하는 모든 국가의 특정 사법 관할구역의 법률이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 어떤 국가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BTour Token은 증권, 상품, 기타 유형의 금융상품 등이 아니며, 또한 잠재적
토큰 소유자가 거주하는 특정 사법 관할구역의 증권법을 포함해서 홍콩의 증권 법안, 중국의
증권법, 기타 국가의 증권법 등에 근거하여 등록된 것이 아닙니다. 특정 디지털 화폐의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사법 관할구역에서 BTour를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용자는 BTour 구매를 원할 경우 BTour는 아래와 같이 이해되거나,
해석되거나, 분류되거나 취급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 암호화폐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종류의 화폐
• 전세계 모든 국가의 비즈니스 신탁의 단위
• 모든 국가의 기타 증권 혹은 증권의 계열
• 금융상품으로서의 보증, 담보
• 채무 증서, 주식, 어떤 개인 혹은 기관에 의해 발행된 지분, 권한, 옵션 혹은 해당 채무 증서,
주식 혹은

지분에 대한 파생

• 합동 투자 제도의 단위

본 백서는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최신 버전의 백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백서의 내용이
변경 되거나 수정될 때마다 별도로 통지하는 것은 아니며, 저희는 알맞은 버전을 발표할
때마다 항상 백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또는 BTour Chain 관련 정책, 법률 및 규정, 기술, 경제 및 기타 요인의 변경으로 인해
본 백서에 제공된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없거나 최종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오직 참고를 위한 용도로만 제공되며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및 정당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본 백서는 사업 제안서 혹은 사업
홍보 문서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Abstract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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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여행은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이지만, 그 자체로 보상이다.”
("The Journey is the Reward." - by Steve Jobs )

여행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고 단조로운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고, 때로는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치유해 줍니다. “여행은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이지만,
그 자체로 보상이다.” 라는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여행은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한 활력소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ICT 발달, 공유경제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관광산업의 영역은 기존의
전통적 범주에서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금융 등으로 한층 더 확대 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광사업은 여행사가 관광객에게 숙박, 음식, 교통, 체험, 쇼핑 등을 중계하고
연결하는 방식이었으나, 점차 그 자리를 플랫폼과 정보가 대신하며 VR기술을 활용한
관광안내, 숙박 리뷰 플랫폼, 소셜 다이닝 중개 플랫폼 등으로 관광사업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티켓의 구매,
숙박의 예약 등을 손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여행지에 도착한 후에 겪게 되는, 온라인으로 제공받은 정보와 다른 현지 상황,
익숙하지 않은 결제 방법, 높은 수수료 등으로 실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직은
여행자들에게 그들의 여행을 보다 풍요롭게 해 줄 맞춤형 솔루션이 많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전세계 모든 관광도시들이 안고 있는, 관광객들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과
관광객들의 동선 및 소비패턴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이 정보를 마케팅으로 연동시키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공통된 과제입니다.
이 문서는 BTour Chain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국제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을
소개하고, 국가와 금융 인프라 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암호화폐(BTour Token)을 제공하여
국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면서 모든 여행자가 어느 여행지에서나 상관없이 쉽고 저렴하며
안전하게 여행 할 수 있도록 하는 BTour Chain의 국제관광 Ecosystem을 설명합니다.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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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글로벌 관광 산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척하기 위한
글로벌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Who we are
BTour Chain의 블록체인 기술로 글로벌 관광 산업의 투명 거래를 실현하고, 전 세계
관광도시와 명소들을 찾는 관광객의 여행 정보를 빅데이터화하며 이를 마케팅에 활용해
관광도시와 관광객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며, 전세계 관광산업을 4차 산업혁명기술로 진일보

시켜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가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되는 관광생태계(Tour
Ecosystem)을 지향합니다.

BTour Ecosystem

BTour Big Data
Figure 2-1. BTour Chain

BTour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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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y
우리는 단지 비지니스만을 위한 관광생태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Global
Good을 실현하기 위하여 Human, Art, Nature가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는 HAN Ecosystem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급자 측면의 관광도시(Tour City)와 이용자 측면의 관광객(Tourist) 모두를 이롭게 하는
신뢰시스템을 제공하고 이 두 측면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기부와 사회적 환원을 통해 Global
Good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Figure 2-2. GG56 Global Good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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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우리는 전세계 관광 도시에 관광 스마트 디바이스(Tour Smart Device : Blockchain kiosk,
Cryptocurrency ATM, Cryptocurrency POS 등)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관광객의 정보와

관광객의 소비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이용하여 관광 도시는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관광 상품 사업자(Tour Element Suppliers, TES)는 맞춤형 마케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관광객의 만족도(재방문율, 소비율)가 높아지게 되며 관광 사업은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BTour Chain의 관광 생태계를 통해 관광객 - 관광 도시 - 관광
상품 사업자가 관광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광 블록체인 생태계는 활성화됩니다.

Figure 2-3. BTour Big Data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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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이용하여 신뢰성 높고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BTour Chain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이용하여 관광 예약,
정산, 결제, 합의, 리워드 등 관광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관광객은 쉽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행 서비스를 즐기게 되며, 전 세계 관광 도시들은 관광 스마트 디바이스의 설치를
통해 BTour Chain의 블록체인 노드에 참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이들 도시를 찾는 관광객의

정보, 동선 및 소비 정보 등을 블록체인에 제공합니다.

Figure 2-4. BTour Chain Business Logic

Project Background

Project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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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Background
관광 산업은 잘 보존된 자연과 높은 수준의 문화 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이 자연과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유지하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BTour Chain은 Blockchain kiosk, Cryptocurrency ATM, Cryptocurrency POS 등 관광
스마트 디바이스를 구축하여 관광객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의 동선과 소비정보를 분석하여 높은 수준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갖는 맞춤형 데이터를 관광산업과 관광객 모두에게 제공합니다.

빅데이터, Blockchain, AI는 BTour Chain의 핵심 기술로, 우리는 이 기술로 관광객의 정보, 동선,
소비 패턴 등의 내적 정보와 날씨, 계절, 이벤트 등의 외적 정보를 연계하여 다양한 조건별(지역,
연령, 성별, 기후,
외부 요인 등) 기준으로 분석하여 이를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자료로 제공하며, BTour

Chain을 통해 얻어지는 관광객 개개인의 리워드가 전 세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호환성과
통합성을 확보합니다.
BTour Chain은 기존 관광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국가간 결제, 환율, 정산, 관광객 리워드의 적립과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신뢰성 저하의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합니다. BTour
Chain은 BTour Token을 실제로 관광 시설, 숙박 시설, 음식점, 편의점 등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사용 가능하도록 생태계를 구축하여, BTour Token이 발행
초기부터 관광 산업에서 쉽고 편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BTour Chain은 이러한 관광 산업에 빅데이터, 블록체인, AI기술 기반의 4차 산업을
융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이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매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물에 기인한 재해 복구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하는 것도

Market Overview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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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Overview
세계 관광 시장 규모
관광 산업은 2017년 기준,
세계 경제에 대한 총 기여가 8조2,000억 달러와 직접 기여가

2조5,700억 달러로 경제 효과가 매우 큰 산업 중 하나입니다.

2006년 기준, 세계 경제에 대한 총 기여가 6조300억 달러와 직접 기여가 1조9,100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Market Overview _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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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Direct and total contribution of travel and tourism to the global economy from 2006 to 2017 (Source WTTC © Statista 2019)

또한 관광객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05년 5억2,800만 명에서 2015년

11억9,000만 명으로 늘었으며 2030년에는 18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아울러 가장 많은 여행객을 배출하고 있으며, 2015년 약
6억700만 명의 해외 여행객을 배출한 이 지역은 두 번째로 큰 관광지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두 배 이상이었습니다.
2015년 전 세계 관광 수입은 약 1조2,600억 달러로 2005년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해 중국의 국제 관광 지출이 가장 많았고, 미국과 독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제
관광객의 지출이 가장 많은 도시는 두바이로 2016년 관광객들은 313억 달러를 넘게
소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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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worldwide from 2005 to 2017, by region (Source WTTC © Statista 2019)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 그 수치가 약간 감소한 2009년을 제외하고 200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 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며 2017년 전 세계 관광객 1,186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유럽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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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광 유형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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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Contribution of travel and tourism to the global economy from 2016 to 2018, by type of spending
(Source WTTC © Statista 2019)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세계 경제에 대한 관광의 기여 규모는 2016년 10조7,500억 달러,
2017년 11조8,000억 달러, 2018년 12조3,500억 달러로 연평균 증가율(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 7.18%이며 특히 레저 분야의 지출은 4조4,800억 달러로 연평균 증가율이
8.29%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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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관광도시 매출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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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Leading cities in international visitor spending worldwide in 2018 (in billion U.S. dollars) (Source WTTC © Statista 2019)

2018년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두바이 관광 매출은 308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이뤘으며 그 뒤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싱가포르 순으로 관광 매출을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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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관광 시장은 매년 높은 성장률로 커지는 가운데 2015년을 전후로 관광 트렌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 도상국의 급격한 부상
• 모바일 기기를 통한 여행 상품의 예매 및 구매 증가(2015년 8%, 2017년 33%)
• 관광의 대중화를 통한 자유 여행객의 급속한 증가(2017년 70% 수준)

이러한 관광 트랜드의 변화는 관광지와 관광 사업자들에게도 많은 변화의 동기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ndustry Pain Point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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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Pain Points
국제 관광 트렌드의 변화
근래 자유 여행객(Foreign Independent Tourist, FIT)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관광 산업의 형태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화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단체 여행이 여전히 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규모의 가족
단위 여행, 소규모 그룹 여행 또는 나홀로 여행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행에서 지출하는 비용이나 재방문 비율 등은 예측하거나 비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관광객들은 이제 여행사만을 통해 여행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숙박, 교통, 쇼핑 등 자신에게 맞는 여행 정보를 보다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행 중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찾고 비교하며
과거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여행 서비스 역시 스마트 관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고 개별 관광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단순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관광 산업의 성장, 심지어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오프라인 여행사를 1세대, 온라인 여행사를 2세대로
보았다면 블록체인 관광 서비스는 3세대로 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여행사가 170여년의 긴
역사를 걸었던 오프라인 여행사의 대명사인 영국의 “Thomas Cook”을 얼마 전에 파산으로
몰아낸 것처럼, 블록체인 관광 서비스는 온라인 여행사를 곧 대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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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제 관광의 문제점
기존의 국제 관광 산업은 대규모 단체 관광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형 여행사가 대규모로 여행객을 모집하고 다량의 항공권 매입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 계약을 통해 호텔 할인, 제휴 등으로 가격 우위를 선점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관광 산업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 여행의 비중이 높아진 것입니다. 자유 여행은 소규모 맞춤형
관광(Small-scale Customized Tours, SCT)의 형태로 기존 관광 산업이 추구하던 대규모 모객,
계약, 할인 등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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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여행객 입장에서 국제 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언어 소통과 계약 신뢰입니다.
자유 여행객들은 자신들이 직접 관광지 선택, 항공권 예약, 호텔 예약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선택한 여행지에서 자신의 모국어로 소통할 수 없다면 그 여행지에서 제공 받을
서비스를 쉽게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언어의 벽을 넘어 예약을 진행한다고 해도 현지
사정에 밝지 못 하기 때문에 성사된 예약 또는 계약을 신뢰하기 쉽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국제 송금과 정산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유 여행객들은 국제 송금의 방법으로 90%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현지 결제를 이용합니다. 항공료, 호텔비, 교통비, 관광 요금 등을 개별로 국제 송금 할 경우
높은 송금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며 사전 예약에 대한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송금과 정산을 하기 위한 방법이 위의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자유 여행객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형 여행사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자유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제공한다 하더라도 단체관광객에 편입시켜 버리거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여 자유 여행객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을 이용하기 전에 사전 결제를 요구하여 이후 계약 해지 또는 계약한 관광 상품과
이용한 관광 상품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환불 등에서 관광객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제 관광이 소규모 맞춤형 관광에 의해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규모 관광지, 숙박, 교통, 현지
가이드 등 관광 상품 사업자(Tour Element Suppliers, TES)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들도 자유 여행객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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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외국어로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나 기술면에서나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전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계약으로는 자유 여행객과 관광 상품 사업자 상호 간 신뢰를 갖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송금과 정산에 있어서 자유 여행객과 관광 상품 사업자 간에 규격화된 시스템이
없어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 중 특히 예약과 정산에 대한 연계 문제, 환율 문제, 서비스 공급과 연계된 정산
문제는 소규모 관광 산업에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존의 모든 관광 도시는 국제 관광을 제공하기에 주요한 3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첫번째는 관광도시를 찾는 관광객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를 확보할 방법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관광도시를 찾은 관광객의 동선과 소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구매했고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이를
확보할 방안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관광도시를 찾은 관광객에게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이미지 마케팅 또는 무작위 마케팅만을 구사할 수 있어 마케팅 투자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고비용 저효율의 마케팅만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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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빅데이터
현재 관광 분야는 타 분야보다 빠르게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막 시작하는 단계이며, 관광 분야에서는 시범적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한 분석 위주의 빅데이터 분석이 추진 중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인프라, 이동 통신 정보, 신용 카드 사용 내역, SNS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의 유동 인구, 방문자의 소비 패턴, 만족도 정도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기업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통신회사가 보유한 관광객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신용 카드 회사가 보유한 소비 패턴 분석을 연계하는 방안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국제 관광객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신 회사와 신용 카드 회사의 자료는 개인이나 단체를
특정하여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 전체 데이터를 표본화하여 분석해야 하므로 대규모
모집단을 분석에 따른 비용이 커지게 되며 이 것이 또 다른 걸림돌이 됩니다.
관광객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적합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소수 전문 기업(통신 회사, 신용 카드 회사 등)에서 독점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어 타 분야 데이터 간 연동과 생태계 구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정보 보유 주체들은 그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관광 부문의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직접 운영할 만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인재를 보유하기가 어려워 관광 빅데이터 전문 기업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GG56 Ltd.는 BTour Chain을 통해 전문 인력과 전문 기술이 부족한 영세한 관광 관련
기업들에게

BTour Chain 생태계의 신뢰 시스템을 제공하여, 이들 기업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Business Model &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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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odel & Logic
BTour Chain이란?
BTour Chain은 관광객을 위한 글로벌 관광 플랫폼이자 생태계입니다.
여행 상품과 숙박의 예약에서부터 여행지에서 해당 국가의 화폐 환전, 인출 등
관광객에게 여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 관광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BTour Chain은 글로벌 관광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기 위한 글로벌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 관광도시에 BTour Chain의 Node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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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Node들은 설치 된 관광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관광객의 정보 및 소비 정보를 데이터화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관광 빅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관광 도시의 관광 정책에
반영케 하고, 관광 상품 사업자(Tour Element Suppliers)의 경쟁력을 높여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하여 관광객의 충성도(재방문율, 소비율)를 제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성된 관광객 정보와 관광 스마트 디바이스 인프라, 관광 상품 사업자 정보
등 관광 빅데이터를 공유하여 우리의 BTour Chain 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생태계에 참여한
각 영역의 사업자들은 관광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함으로써 BTour Chain 생태계는 더욱 확장 될 것입니다.

World Tour City Node

Figure 6-1. BTour Chain World Tour City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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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 도시를 중심으로 관광 스마트 디바이스
인프라 보급 및 확대
• Blockchain kiosk, Cryptocurrency ATM, Cryptocurrency POS, dApp을 관광지,
숙박 업소, 음식점 등에 보급
• 이를 이용하여 관광객의 정보, 소비 정보, 관광 동선 등의 데이터 수집
• 이들 관광 스마트 디바이스의 수수료 매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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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객 정보 및 소비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빅데이터 분석
• 내부 정보(관광객 정보, 소비 위치, 소비 시간, 소비 금액, 품목 등)와 외부 정보(기후, 계절,
요일,
이벤트, 축제, 행사, 자연재해 등)를 결합하여 가치있는 관광 정보 분석
• 요식업, 숙박업 등 관광 상품 관련 사업의 트랜드, 성장세, 취약점 등과 항공, 교통, 의료 등
관광 기본 시설 인프라의 문제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 관광객의 충성도 및 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전략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 관광 도시 및 관광 상품 사업자에게 관광 전략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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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객에게 맞춤형 마케팅을 위한 빅데이터 제공
• 관광객의 소비취향 우선도 분석
• 관광지(관람, 체험, 휴양 등), 축제, 음식 등에 대한 우선 순위 분석에 맞는 마케팅
• 관광객의 소비패턴을 통해 예측한 소비 금액에 맞는 마케팅
• 관광객의 최대 공약점을 추론하여 재방문율을 상승시키는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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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Tour Chain의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광 생태계 구축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뢰 시스템(스마트 컨트랙트, 합의 지불 결제 등) 제공
• BTour Chain의 자원(관광객 데이터, 소비정보, 디바이스)를 생태계 참여자들과 공유
• 참여자는 자유롭게 BTour 생태계 안에서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 BTour Token을 통한 결제 및 리워드 환경 구축
• BTour Chain에 최적화 된 블록체인 메인넷 구축

이렇게 주요 관광지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디바이스 인프라를 운영하는
BTour Chain 플랫폼은 기존 이동 통신 회사, 신용 카드 회사, SNS 관련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던
관광 분야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독자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BTour Chain 생태계에
제공합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편의와 리워드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 등의 한계를
넘어 타 분야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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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Logic

Figure 6-2. BTour Chain Business Logic

1. 자유여행객
(Foreign Independent Tourist, FIT)
• 전세계의 자유 여행객은 휴대폰 인증만으로 BTour Chain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모바일 쇼핑처럼 자신이 원하는 관광 상품 또는 서비스를 장바구니에 넣고 현금
또는 신용 카드로 결제만 하면 됩니다.(실제 결제는 BTour Token으로 진행)
• 관광 상품 또는 서비스를 현장에서 수령 후 사인하면 최종 결제가 완료
됩니다.( 스마트계약을 통한 BTour Token 전송)
• 최종결제가 완료되면, BTour Token 리워드를 본인의 BTour Wallet에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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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 상품 사업자
(Tour Element Suppliers, TES)
• 소규모 관광 상품 제공자들은 누구나 손쉽게 BTour Chain 플랫폼에 자신들의 상품을
등록할수 있습니다.
• BTour Chain의 BTour Token 정산 서비스를 신청하면, 스마트 계약 결제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됩니다.
• 관광객이 예약된 서비스를 현장에 와서 수령후 사인을 하게되면 즉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실제 결제는 BTour Token으로 진행)
• BTour Chain을 통한 상품 판매와 결제가 완료되면 BTour Token 리워드를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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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ur Big Data Platform

Figure 6-3. BTour Big Data Platform

여행객은 BTour Chain 관광 인프라의 PC 앱, 모바일 앱, ATM, kiosk 등 온/오프 라인
서비스를 BTour Token을 이용하여 편하고 쉽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BTour Chain은 송금,
환전, 여행지 관광 프로그램 예약과 결제, 호텔 예약, 식당 예약 결제 등 여행자가 비행기를
예약 한 시점부터 귀국 후 수하물 포장을 풀고 여행을 끝낼 때까지 여행자를 지원합니다.

관광객의 관광 동선과 연계한 관광지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지 상점들의 영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은 예약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광지 이력 정보와 관광지 관리 관청이 제공하는 정보 등을 통해 관광객의 안전에 관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전달함으로써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관광 상품에 대한 중복 예약, 이용 요금 등의 이력을 공유하여 관광객들의
불만 중 하나인 바가지 요금과 내·외국인의 차별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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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 & Reward Ecosystem

Figure 6-4. BTour Token & Reward Ecosystem

관광객은 BTour Chain 플랫폼의 이용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현금, 신용 카드 등 기존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BTour Token 또는 BTour Mileage(BTM)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BTour Chain 플랫폼의 사용자가 자신의 지갑에 BTour Token(또는 BTM) 잔액을 추가하고자
할 때, 계좌 잔액은 항상 모국의 통화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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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직관성과 시인성을 높여 사용자로하여금 환전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하므로
사용자들이 그들의 본국 통화와 BTour Token(또는 BTM)으로의 전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광객과 관광 상품 공급자 사이의 거래가 완료되면 그 결과는 관광객과 관광 상품
공급자 각각의 본국 통화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적의 관광객이 유럽의 호텔을 예약할 때, 그의 앱에는 미국 달러로

지출되는 금액이 표기되는 반면, 관광 상품 사업자는 유럽 유로로 가격을 볼 것입니다.
그들간에 거래된 금액은 BTour Token으로 환전되어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후 즉시 토큰
거래가 실행됩니다.
BTour Token은 가격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한 BTM으로 자동 Conversion되어
송금, 환전, 예약,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BTM은 BTour Token으로 Conversion되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며 PC앱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BTour
Blockchain으로 저장되어 상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cosystem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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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ystem
BTour Big Data Ecosystem
BTour Chain 빅데이터 생태계는 각 관광 도시에 설치 된 관광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관광객의 정보 및 소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합니다.
• 관광객 정보, 소비 정보, 소비 시간, 관광 동선 정보 등
• 관광지 정보, 입장객 수, 요금, 기타 정보
• 편의점, 숙박 업소, 음식점, 기타 서비스 업소 정보
• 기후, 계절, 요일, 이벤트, 축제, 자연 이벤트 정보

• 국가, 지역, 연령, 기후, 기타 외부 요인 정보
• SNS 정보, 서비스 이용, 평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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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ur Big Data Ecosystem

Figure 7-1. BTour Big Data Ecosystem

BTour Chain의 관광 빅데이터는 관광 생태계 내의 다양한 사업자, 관공서, 관광 상품 제공자,
dApp 개발사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사업자는 필요한 데이터(기간별 정보 또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BTour Chain의 관광 빅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BTour
Token을 지불하거나 BTour Token을 Staking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 데이터의 용량에
따라 사용하는 데이터의 크기에 비례하여 지불 되는 금액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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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문화 정착
관광객은 기본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관광을 통해 얻어지는
아주 작은 단위의 리워드를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모아진 자원을 세계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물재해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Figure 7-2. BTour Chain Philanthropy System

Case Study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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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Case Study #1
호주의 “마이클”은 BTour dApp을 이용하여 한달 뒤 친구 2명과 한국으로의 관광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dApp을 통해 제공 받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20대 호주인의 선호하는
지역과 예산, 날씨, 기간 등 조건에 맞는 관광지 정보를 추천 받은 후 관광지(서울 및 경주)와
교통, 숙박까지 자신들이 계획한 4박5일 일정에 맞춰 쇼핑 하듯이 관광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했습니다. 결제는 자신의 신용 카드로 하였으며, 결제 버튼을 클릭하자 BTour Chain
솔루션은 결제된 현금을 거래소의 BTour Token으로 교환하여 예약한 한국의 관광 상품
제공자들에게 예약 및 결제(Deposit)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마이클은 예약된 내용대로 관광

상품을 이용하였으며, 현장에서 관광 상품에 대해 사인만으로 상품을 공급받았습니다.
마이클은 귀국 후 자신이 BTour Chain으로부터 받은 리워드을 확인하고 한국 관광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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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2
한국의 소규모 자연사 박물관의 관리자 “홍길동”은 BTour Chain에 박물관의 정보를
올리고, BTour Chain의 정산 시스템에 가입했습니다. 일주일 뒤부터 관광객들이 박물관을
찾았을 때 결제 방식을 BTour Token으로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식은 아주 간단했다.
인터넷 사전 예약은 현장에서 사인(컨센서스 알고리즘)하는 것만으로 입장료가 입금되었고,
현장에서는 POS에서 BTour Chain 결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입장료 지불이
완료되었습니다. “홍길동”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블록체인 관광
서비스 및 암호화폐 결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없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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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3
중국 관광객 “왕웨이”는 가족 관광으로 한국 관광을 고민하였다. 왜냐하면 가족들의
선호도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문화 명승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아내는
한국 드라마에 나왔던 관광지를 가고 싶어 했으며, 10대의 자녀들은 한류 문화 공연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가족들의 바람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체 관광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왕웨이”는 BTour Chain의 dApp을 통해 통계적으로 중국 노년층이 좋아하는
문화 명승지 관광 코스를, 아내에게는 중국 중년층 여성이 좋아하는 한류 관광지 코스를,
자녀들에게는 빅테이타를 분석을 통해 알게된 중국 10대들이 만족해하는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를 직접 골라 가족 맞춤형 관광 일정을 만들어 한국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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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BTour Chain은 관광 사업자가 관광객들에게 보상하고 관광객들이
여행을 경험하는 방법을 재구성함으로써, 관광객과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관광 플랫폼
입니다.

BTour 리워드
•
•
•
•
•

국경을 초월해 세계 어디에서나 지급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해 365일 x 24시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BTour Mileage를 친구, 가족에게 나눠 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와는 별도로 누적 마일리지 점수에 도달하면 추가 리워드가 지급됩니다.
관광을 통해 받은 BTour 리워드는 향후 가치가 상승 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
전 세계 어디서나 즉시 BTour로 지불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본인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 정보가 보호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계약, 결제 서비스와 관광 관련 리뷰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한 관광 상품과 수령한 상품 사이에 품질 차이가 있다면 상품의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 관광객은 BTour Chain을 통해 관광 전(관광정보 검색, 예약 등)이거나, 관광을 하고 있는
중(위치 기반 정보 제공, 관광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품평)이거나, 관광 후(서비스 평가,
•
•
•
•

추천, 리워드, 등)에도 관광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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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상품 사업자
•
•
•
•
•

신규 관광객 유치로 서비스 및 상품들의 매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없습니다.(Token 전송 수수료 별도)
BTour 관광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계 모든 관광객에게 BTour 리워드를 줄 수 있습니다.
BTour Chain을 통해 이벤트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을 유도합니다.
관광객에게 리워드와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상점주도 리워드를 받습니다.

호텔 및 음식점 파트너
• BTour 리워드를 통한 새로운 글로벌 마케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BTour Chain을 통해 고객 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전, 중개비 등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가시킵니다.
• 다국어 홍보를 지원합니다.
• BTour Chain을 통한 예약시스템 및 결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관광지, 관광도시
• 관광객의 재방문율과 소비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과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광 관련 dApp 파트너
• BTour Chain의 관광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 중소 규모의 관광 상품 사업자가 접근할 수
없었던 전문적인 데이터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BTour Chain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관광 상품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 관광객에게 만족도가 높은 관광 상품을 추천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BTour Chain의 인프라(데이터 및 디바이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Technical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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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Overview

빅데이터에 최적화된 블록체인화 모델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한 다양한 산업에 기여를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블록체인의 모델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적용시키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암호 화폐의 대부분은 결제와 금융 거래를 활용하는
일종의 거래에 대한 증명을 위한 블록체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BTour는 대량의
관광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화 시키며,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법을 위해 오랜시간 고민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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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의 결과를 찾아냈다고해서
그 결과가 의미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데이터로부터
진정한 통찰력을 얻는 적은 일단 데이터의 신뢰성과 무결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ata lake로 데이터가 유입되고 빅데이터가 처리되는 여러 과정 속에서 실수 또는
의도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영진들의 3분의 1만이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의 결여는 데이터를 수집한 기업 내에서의 사용을 제한 할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석들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공유하거나 실제
사용 될 경우 비즈니스나 마케팅의 방향성을 저해하거나 정책이나 사용성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다양한 오류의 문제로 인해 많은 시간적 물질적 낭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부터
그로 인해 창출된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해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증명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적합한 블록체인 모델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대부분의 암호화폐에서 사용하는 증명방식의 운영 모델을 활용해서 개발하고 사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데이터 자체에 대한 해시화된 정보정책을 트랜젝션을 일으켜

운영하더라도 오라클 문제 뿐만 아니라 상호 검증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어
그 한계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빅데이터와 만나게 되면 가장 훌륭한 점은 빅데이터의 사용 및 공유를 제한하는
데이터 정확성 및 보안에 대한 우려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모으는 수집부터 가공, 통합, 분석해서 결과를 공유하는데까지 이르는
모든 부분에서 데이터의 신뢰도와 단편화, 그리고 복제에 대한 우려 부분까지 모든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신뢰도를 갖추기 위한 신뢰도를 증명하는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 지와 데이터 운영 및 가공 전략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전자에 대한
고려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후자에 대한 고려는
IT프레임워크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인 COBIT(Control
Objectives for Information and related Technology)의 최신버전인 COBIT 5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COBIT5는 이해관계자의 Needs를 충족하고, 조직의 모든 부분을 총괄할 수 있으며,
총체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통합적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며, 거버넌스와 관리를 분리하는
원칙을 가지고 ISACA(정보시스템 감사통제협회)의 Control Objective 참조모델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준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빅데이터의
신뢰도를 검증하는데 적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에 만들어지지 않았던 빅데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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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것을 “빅데이터 지향형 블록체인”이라 부르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증명하는 방법을 “데이터 신뢰 증명”이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데이터의 신뢰 증명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원장을 형성하는
분산데이터 베이스인데, 원장에 대한 변경은 PoW나 PoS같은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 도달한
블록체인의 모든 참가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시 알고리즘 및 타임스탬프는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변경 불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추적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저품질 데이터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거친다고해서 고품질 데이터로 변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록체인에 담기기 전에 데이터의 가치가 없다면 여전히 블록체인에 담겨도 그
데이터의 가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가치가 없다면 블록체인에 기록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획득할 때 데이터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에서 신뢰도를 증명하고자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의 적재 및
보안, 데이터 조회, 데이터 분석, 분석결과에 대한 시각화까지의 Process 자체를 검증하고
신뢰도 확보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신뢰도 있는 데이터만 블록체인에 담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BTour Chain을 통해 수집하고, 데이터를 적재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를

필요로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유되기까지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검증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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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지향형 블록체인의 증명 모델
우리는 빅데이터에 가장 최적화된 블록체인 증명모델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 모델을 PoDR(Proof of Data Reliability) 이라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PoDR 이란 데이터가 생성될 때부터 저장되고 분석되어 공유되는 모든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진 데이터를 검증하고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출처를 분석 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하며 추적 가능한 데이터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든다는 것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에 대한

증명을 통하여 블록체인 증명 모델을 구성합니다.
먼저 데이터의 신뢰 운영을 위해 우리의 블록체인 합의에는 3가지 증명을 포함 합니다.
흐름에 대한 증명(Proof of Data Flow), 데이터 평판에 대한 증명(Proof of Data Reputation),
데이터 자체의 소스에 대한 증명(Proof of Data Sourc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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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흐름 증명
빅데이터의 블록체인에서는 데이터가 분산되어 저장됩니다. 빅데이터의 저장된 정보 자체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저장 과정에서 분산된 정보는

언제든 훼손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의 흐름은 데이터 정책에 정의된 구조에
따라 저장 정보를 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데이터의 형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저장 구조와 내용이 전혀 다른 포맷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의 흐름에 대한 증명은 데이터 자체의 증명이기 보다는 절차적 신뢰를 증명하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신뢰가 바로 데이터의 가공과 조회의 왜곡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의 가공은 데이터의 감사와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증명 요소가 됩니다.

데이터의 평판 증명
데이터의 양과 질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의 평판에 대한 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포맷과 데이터의 속성, 데이터의 성격을 증명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요소에 대한
중요도 레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없는 저관여 데이터의 경우는 그 평판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가공할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가 되지 못 합니다. 데이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편차가 클 것입니다.
하지만 관광 빅데이터의 성격에서 바라보면 데이터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의 관점에서 데이터는 관광객의 흐름과 동선입니다.
그러므로 관광객의 활동의 연속성이 높을수록 데이터의 질이 높을 것입니다. 데이터는 이러한

연속된 시간의 흐름에 간극이 얼마나 긴밀한지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패턴을 가지고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활동에 대한 시간, 동선은
예측이 가능하며, 그 예측 범위에서도 다양한 스텝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연속성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관성적 패턴도 하나의 중요 평판이되기도 하며,
데이터를 이루는 제약 조건이나 데이터의 정의도 평판이 됩니다. 데이터의 가치는 이러한
평판의 가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평판의 고관여
성격이 높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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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소스 증명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의 시작점입니다.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시점은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데이터가 초기에 잘못 정의가 된다면 이는 오라클 문제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데이터 훼손이 됩니다. 데이터의 흐름과 평판을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소스에 대한 훼손은 데이터의 신뢰 과정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이터의 소스는 입력 과정에서 가제어적 혹은 가관측적 요소로 평가되어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빅데이터의 왜곡을 막아주는 중간자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달걀의
자유낙하시 깨지지 않는 위치를 몇번만에 해결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경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일정한 구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데이터의 소스의 구성에는 데이터 그 자체와
데이터와 데이터의 흐름 사이에 정립된 예측 정보 즉 징검다리가 되는 소스를 같이 정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중간에 거친 임의의 데이터의 신뢰할 증명이었음을 판단할 요소를

정의해야만 합니다. 이는 데이터 소스와 가데이터 소스를 분리해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데이터의 소스의 결정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빅데이터 전략에 있어서 가용할 변수가 적을 때 어떻게 데이터의 질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정의하고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부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얼마나 가중하고 확장할수 있어야 데이터의 가공이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소스의 신뢰는 데이터 소스 단일 개체가 아닌 다중 개체의 연속된 소스의 흐름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igure 10-1. BTour Chain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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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의 논리적인 검증에 물리적인 합의 검증으로의 확장을 위해 DPoR(Deligated Proof
of Reputation) 이라는 위임 평판 증명 모델을 제시한 파이널 체인을 포크하여 고도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BTour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논리적 검증뿐만 아니라 물리적 검증을
합하여 빠른 속력과 분석, 그리고 변형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BTour Chain

만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의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거래기반의 블록체인 구조로 트랜젝션의 크기와 속도 및
확장성을 만들어내는데는 한계점이 존재했습다. 이는 모두 물리적인 기반을 준비하지 못하고
알고리즘 의존성에 의한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빅데이터를 위한 블록체인은 단순히 해시화
전략만으로 신뢰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분산을 통해 파티션화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해시화 전략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에 활용되는 블록체인의 모델은 빅데이터 전략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정합성을 고려한 해시 전략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낸 블록체인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BTour Chain을 파이널체인의 포크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파이널체인이 단순한 알고리즘의
관점을 넘어서 블록체인의 구조화 문제까지 개선한 트릴레마 한계 극복 모델이 가능함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대다수의 블록체인의 모델에 있어서 서명 기반 모델을 직접 구현하고 기존의
BIP44 의 모델이나 PGP 모델 및 독자적으로 고안된 블록체인 모델을 고안한 사례가 없고

트릴레마 한계 극복을 위해서 오프체인 모델이나 라이트닝네트워크 같은 사이드체인 모델을
주로 활용하는 반면에 파이널체인의 트릴레마 극복 모델은 지금의 통신 속도 향상 기술이나
고도화된 네트워크 모델 전반의 활용된 구조화된 고도의 물리적 기반 환경, 즉 물리적
가용성을 고려한 임베디드화된 블록체인 모델을 고안했기 때문입니다.
신뢰 네트워크의 결속 모델은 무한 확장도, 고립된 활용으로 Private와 Public으로 이분법적
논리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의 신뢰를 증명하는 것은 일종의 데이터의
평판이며, 평판을 활용하는 근거는 신뢰성을 높이는 가정에 있으며 이러한 가정은 알고리즘과
긴밀하게 결합된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의 상관관계에 대한 밀접한 해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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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운영 정책
프레임워크 적용
COBIT5 개념을 빅데이터 신뢰 프로세스의 증명 단계에 데이터 신뢰 체인의
기준 프로세스 정립 방안으로 구성

Figure 10-2. Information Control Audit Model for Trust in BTour Chain

신뢰 프로세스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IT 거버넌스의 관리와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합니다. 이는 평가, 모니터링 단계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빅데이터의 신뢰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한 IT 거버넌스의 신뢰와 절차적 관리 프로세스의
신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IT 거버넌스의 신뢰 단계는 Evaluate, Direct, Monitor 절차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
프로세스의 신뢰 단계는 Plan, Build, Run, Monitor 를 APO(Align, Plan, Organize), BAI(Build,
Acquire, Implement), DSS(Deliver, Service, Support), MEA(Monitor, Evaluate, Assess) 로
확장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COBIT5에는 정보 시스템의 통제와 감사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으로 신뢰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신뢰 프로세스를 도메인
단계로 분리하고 이 도메인을 거치는 과정에 대한 신뢰 프로세스를 신뢰 증명 알고리즘화
해야 합니다. IT의 지배구조의 신뢰는 데이터의 흐름을 증명하는 저장소와 네트워크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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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데이터 신뢰 프로세스의
한계 극복 방안
빅데이터의. 블록체인 신뢰 증명이라는 것은 박데이터의 분산 저장 전략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해야 만합니다. 일반적인 SQL 데이터 운영 모델에서는 ACID 모델이 기본적인 모델이었고,
이는 트랜젝션의 신뢰를 증명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이를 신뢰 프로세스에 담아내기에는 데이터의 증명과정이 길고 모든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증명 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CAP 이론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투명성에 더욱 집중된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Figure 10-3. Important Concepts on the Trust-Based Trust of Tourism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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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데이터 베이스는 가용성과 일관성 및 파티션 허용 모델이 중심 요소입니다. 이는
투명성을 이용하여 극복하는 신뢰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의 소스로부터의
신뢰를 보장하지 않으며 빅데이터 신뢰 전략에 적용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빅데이터 지향형 블록체인의 신뢰를 위한 투명성은 6가지 목표 지향점이
있으며 이를 블록체인 증명 네트워크 기반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 분할 투명성
- 하나의 논리적 Relation이 여러 단편으로 분할되어 각 단편의 사본이 여러 Site에 저장
- 장점: Workload 분산으로 통신망이나 공통 서비스의 Bottle Neck 방지, 시스템 성능 향상
효과
- 단점: Fragmentation(분할)을 위한 충분한 설계 기술 필요
- 단편화 문제를 일종의 블록체인의 Uncle 문제로 해석하여 솔루션을 제시해야 함
- 블록체인의 모델은 ROI 극대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치 투명성은 국가간 지역간 문제를
일종의

• 위치
투명성
네트워크
지배구조를 파이널체인의 GIS 합의 네트워크 매핑 방식을 차용하여 극복할 수
있음
- 사용하려는 데이터의 저장장소 명시 불필요. 위치정보가 시스템 Catalog에 유지되어야 함
- 장점: Application logic 간단, 데이터는 Site간 이동이 자유로움
- 단점: 데이터 이중처리로 속도 저하, 저장공간 낭비

• 지역사상 투명성
- 지역 DBMS와 물리적 DB 사이의 Mapping 보장. 각 지역시스템 이름과 무관한 이름 사용
가능

- 장점: 기존 Local DB 기반으로 하여 상향식으로 점진적 확장이 가능
- 단점: 이질 시스템간 구현 복잡
- 이종단간 시스템의 복잡도를 트랜젝션 거래 정보 체인으로 재구성하여 극복하도록 방안을

• 중복
고안 투명성
- DB 객체가 여러 Site에 중복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없는 성질
- 장점: 질의응답 성능 개선, 데이터 일관성 유지는 사용자와 무관하게 시스템이 수행
- 단점: 갱신전파 Overhead, 추가 기억 공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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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투명성
- 구성요소(DBMS, Computer)의 장애에 무관한 Transaction의 원자성 유지
- 분산 DB는 중앙집중방식보다 훨씬 복잡함
- 사유: 개별 지역 시스템의 손상, 통신망의 실패, 분산 실행(2PC) -> 각각 복구 방법이 다름

• 병행 투명성
- 다수 Transaction 동시 수행 시 결과의 일관성 유지
- 타임스탬프, 분산 2단계 Locking을 이용 구현

빅데이터의 신뢰 증명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이는 빅데이터가 본연의 데이터 분산화 저장
구조에 적합한 신뢰를 만드는데 많은 한계적 요소를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데이터 저장 구조의 투명성이 더욱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
증명의 데이터의 단순한 분산 정책만으로 신뢰를 입증할 어떠한 요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빅데이터의 신뢰 증명 과정은 단순한 블록체인의 합의 과정을 기록하는 해시화 과정이
아닙니다. 빅데이터의 신뢰 증명은 데이터의 신뢰화를 어느 정도 인지 평가하고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산 저장된 데이터의 신뢰성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6가지
투명성 요구 사항에 맞는 신뢰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블록체인의 기록이 단순한 해시 기록이
아닌 데이터 자체의 기록으로 연결된 체인화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CAP이
갖고 있는 성질에는 트랜젝션의 신뢰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블록체인의 성질이 이러한 신뢰 보장 프로세스 가동에 적합하지만, 빅데이터의 단순
해시화 전략이 실제 빅데이터의 신뢰를 증명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빅데이터의
데이터 분산화 흐름에 대한 소스에서부터 평가, 모니터, 감사까지 전사적인 신뢰 증명
프로세스를 COBIT5 기준으로 운영하고 이를 블록체인의 빅데이터 모델에 적응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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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신뢰 플랫폼 구조 정의
TAaaS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Tourism Adaptative as a Service 라는 것은 투어리즘에
적합한 서비스 구조로 빅데이터 적응형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 계층 구간에 대한 증명화
단계를 Region 모델로 구분한 것입니다.

Figure 10-4. Big Data Trust Platform Architecture (TAaaS)

빅데이터 증명 콤포넌트 구간
데이터의 소스는 다양한 성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는 관광의 성격의 빅데이터를 어떤

상관관계로 소스 데이터를 형태화 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 계층,
서드파티 계층, 적응형 계층, 상호 운용성 계층, 핀테크 계층을 결합하고자 합니다 .

데이터 정책 및 흐름 관제 구간
데이터의 정책은 가공, 연결, 제어에 대한 것으로 빅데이터 활용 전략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데이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영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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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Reduce 증명 구간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분석하고 증명화하는 단계에 관한 것으로 데이터의 연관성을
분류하는 구조에 대한 Map과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하고 요구 수용 데이터를 추출하는
증명이 Reduce 가 됩니다.
이는 Splitting, Mapping, Shuffling, Reducing, Final Result 의 5단계를 거치며 흐름을
증명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평판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으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구간이 됩니다.

신뢰 합의 검증 구간
신뢰 합의 검증 구간은 데이터의 각각의 여러 요소들을 토큰화하여 데이터 자체에 대한
서명화하고 데이터의 디지털 가용을 확인하는 구간이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블록체인의
데이터의 이력을 추적하고 그 관계를 해석하는 일종의 연결된 데이터 체인 구조로
빅데이터의 파티션 전략으로 인해 발생하는 6가지 투명성 요소에 대한 신뢰를 검증하고
증명하는 구간입니다.

신뢰 저장 구간
빅데이터의 분산 저장 구조의 물리적 신뢰 프로세스와 이러한 연결된 데이터 체인 간의
관계를 신뢰하도록 구축 해주는 구간이 됩니다. 데이터의 소스에서부터 데이터의 추출 및
가공, 평가와 감사 단계까지 정보 감사 체계에 대한 통제와 신뢰 프로세스를 구체화하여
증명하고 데이터 가공의 Fail Over 전략과 데이터의 Scale-out 전략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주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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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적응형 블록체인의
프레임워크 정립
빅데이터 적응형 블록체인의 프레임워크 구조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블록체인 모델의
가장 적합한 위치 즉 IT 관점에서 어느 자원에 속하는지를 파악하는 일을 수행해야합니다.
비즈니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우 COBIT을 정의하고 경영상의 요구 사항과
IT 자원과 IT 프로세스의 3가지 구성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영역과 프로세스 및 활동을 어떤
상관관계로 규정을 하는지를 프레임워크로 구성해야 합니다. 결국 응용과 정보, 인프라,
리소스를 효과성, 효율성,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준거성, 신뢰성의 요구에 맞추어 어떻게
프레임을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영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배구조의 IT 자원을 탈중앙화적 요소로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한 신뢰
모델을 결합하게 되면 감사 시스템의 접근과 권한 및 운용의 모델의 차이를 갖게 됩니다.
즉 전통적 지배구조의 제어와 통제적 모델을 수학적 알고리즘과 의도적 훼손이 불가능한
디지털 저장 구조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탈거버넌스를 구현함으로써 비통제적 신뢰 모델을
갖추어 갈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말하는 제3의
신뢰를 이루어 가기 위한 모델로 동등하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층 간의 신뢰를
사용자 인증과 부인 방지 및 키 관리 이 세가지가 제3의 신뢰인데 이것을 중재하는 기관이
없는 IT 지배구조를 갖게 함으로써 비즈니스를 투명하게 수립해 나가는 것으로 탈거버넌스는
의도적 지배구조를 갖지 않는 비통제적 IT 자원의 신뢰 운용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기존의 IT 거버넌스 통제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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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5. Direction of Standardization Structure for Big Data Adaptive Blockchain

왼쪽은 기존의 정보기술의 거버넌스이며 오른쪽인 블록체인으로서의 탈거버넌스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니터링과 평가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배구조를 만드는 과정과
관리의 과정 모두 이루어져야 평가가 되는 것으로 지배구조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의 거버넌스 구조는 모니터링을 비통제적 수단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와 지배구조를 하나의 모니터링 관점으로 분리하여 중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증명함으로써 의도적 신뢰가 아닌 비의도적 신뢰를 만들게 되고 이는 신뢰의 절대 가치
증명을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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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신뢰 플랫폼 구조 정의
빅데이터의 신뢰 플랫폼 구조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거버넌스에 대한 표준적인
프레임워크 구조를 각각의 적용 요소에 맞게 세그먼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IT자원 관점에서
블록체인의 적용 모델에 대한 명확한 요소를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요소에 대한 구현이
가능하도록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맞는 상관관계를 해석할 수
있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서 갖는 특성은 탈중앙화된 요소를 바탕으로
의도적 중개자 없는 신뢰를 하기 위한 증명 단계를 자율적으로 만들어 내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을 위한 디지털 자원의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증명, 그리고 평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비통제적 신뢰와 자율적 합의 구조를 구성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러한 구성의 효율과
성능을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도록 하여 데이터 생산성을 신뢰성
있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합니다.

Figure 10-6. Big Data Blockchain Framework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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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빅데이터에 적합한 블록체인의 표준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관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정립 하였습니다. 이는 총 3가지의 컴포넌트와 증명, 모니터,
평가를 위한 비통제적 블록을 연계하였고 이러한 체계적인 연계를 하여 비통제적이고 쉽고
편리한 셋업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정의하며 사용성 증대와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자원을 최적화하여 이해관계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
체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비교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성질은 ACID(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입니다. 이 성질로 인하여
트랜잭션의 안정성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에는 트랜잭션의 안정을 보장하는 성질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는 NoSQL 로 CAP 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Batch 처리에 적합했고, 실시간 응답성에는 항상 일정한 분기 시간이

존재 했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러한 Batch 시스템적 처리 절차는 트랜드하지
않을뿐 더러, 수 많은 대화식 의사 결정에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에 대한
분석과 의사 결정은 정보 추출과 가공이 쉽고 빠른 응답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빅데이터에서 연속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강한 일관성 유지보다는 약한 일관성
유지가 낫다는 판단이 있고, 그것은 파티션과 가용성 측면을 높게 설정해야 정보 운영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빅데이터에서의 이러한 한계적 신뢰는 정보의 가치를
낮추게 되고 정보 운영의 신뢰성을 사람에 의존하게 되기때문에, 정보의 불합리성과 왜곡
가능성을 염두하고 설계를 해야 합니다.
BTour Chain 이 추구하는 빅데이터 전략에는 이러한 정보의 불합리성과 왜곡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블록체인의 속성을 활용하게 됩니다. 기존의 ACID 의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을 블록체인의 모델을 통하여 신뢰 프로세스를 높이도록 하되 이를 빅데이터의 한계적
속성인 CAP 의 성질을 강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때, 정보 운영의 신뢰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 운영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낮은 수준에 Latency 시간을 만들도록
데이터 증명과 가용 방안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증명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신뢰
거버넌스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BTour 의 빅데이터 운영 기술과 블록체인의 결합을 통해서 신뢰 프로세스를
고도화할 수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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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7. Comparison of Database, Existing Big Data and BTour Chain Big Data

현존하는 대부분의 블록체인 모델은 분산 장부의 관점으로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일종의 거래
기반 블록체인입니다. 암호화폐의 이중 지불 방지라는 목표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비트코인에서 이를 증명 해 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10여년간 블록체인 모델에 대한
탈중앙화적 요소는 제3의 신뢰 기관이 없는 CA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블록체인의 물리적 최소 단위의 증명을 넘어서는 데이터의 신뢰, 정보 문서의 신뢰에
대한 요구를 블록체인에 담아야 하는 니즈를 수용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원본화에 있습니다. 문제는 디지털 원본화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빅데이터
전략에서 디지털 원본화와 사본화 모델을 블록체인의 신뢰 프로세스에 담아내는 것은 진정한

트릴레마 문제의 요소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트릴레마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다양한 디지털 변수와 가설에 대한 가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수GB의 트랜젝션의 단위를 저리하고 이를 서명기반으로 증명해내기 위한 과정은 알려진
방법론에 대한 신뢰 증명 프로토콜로는 그 한계가 큽니다. 우리가 파이널 체인 모델에
집중하는 이유는 기존의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한계 모델을 물리적인 가설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데이터의 신뢰를 증명하는 알고리즘 관점을 물리적인 평판화 모델과 결합할때,
그 신뢰 증명에 대한 가능성이 생길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신뢰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국제적인 표준화 모델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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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COBIT5 모델입니다. 정보 시스템 감사 통제에 대한 역할 기반 제어에 대한 정책 운영
모델을 시스템 관점과 데이터 관점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이를 블록체인의 데이터 증명을
위한 역할에 따라 신뢰 프로세스를 운영하게 된다면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빅데이터의
데이터 신뢰 가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를 지능화할 수 있고, 비즈니스의 유연성을 증대 시키며, 비즈니스의 가용성을
극대화하여 블록체인의 신뢰 가치 증명의 단순 해시화 전략을 탈피하는 계기가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Figure 10-8. Comparison of existing normal blockchain and BTour chain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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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Money Laundering &
Countering Financing Terrorism
관광상품 결제, 리워드 제공 및 마케팅 자금 조달 등 GG56 글로벌 서비스 전반에 활용되는
BTour Token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죄혐의자 필터링,
범죄 및 테러 자금추적, 암호화폐 거래 분석, 그리고 전송/수취 용 BTour 암호화폐 지갑
무결성 사전예측 등의 기술를 도입하여 운영 합니다.

Figure 10-9. Anti-Money Laundering & Countering Financing Terrorism

이러한 범죄혐의 거래/거래자 사전대응 및 사후대응 기술들은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의 Interpretive Note(2019.6.21) 기준에 준하는 Risk Based Approach 방식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GG56의 글로벌 준법감시팀이 추출/작성한

범죄혐의거래보고서(Suspicous Transaction Repor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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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즉 금융당국에 정기/비정기적으로 신고함으로써
GG56 BTour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또한, BTour Token이 연루된 범죄혐의가 발생하여 각 국가별 사법/금융 당국이 관련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관련 범죄 거래내역을 추출하여 제출함으로써
협조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향후, FATF 또는 각 국가별 법규제 변경 및 방침에 따른 내부통제 등의 정책 변경 시기를 즉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Roadmap

2019
Q1

• GG56 Limited 설립
• BTour Chain Project 시작
• 1st – 3rd Business Tour 중국, 일본, 홍콩

Q2
Q3

• 강원도 빅데이터 Blockchain 구축 및 테스트 운영 시작
• 중국, 일본, 홍콩 글로벌 제휴 진행
• 4th Business Tour
• Whitepaper v0.4

Q4

• Whitepaper v0.9
• BTour Token 생성
• 중국 베트남 비즈니스 투어
• 컨퍼런스 참석 및 로드쇼 진행

Roadmap

2020
Q1

• Private Sale
• IEO 및 Exchange Listing
• Macau Casino와 BTour Token Crypto ATM 사업 제휴 협약 체결
• 일본 마루한, Recruit 등과 사업 협의

Q2

• Spain Granada 지역에 관광 블록체인 시범 사업 개시
• Spain Real Madrid Club de Fútbol 홈구장인 Estadio Santiago
Bernabeu에 BTour Chain Kiosk 사업 협의

Q3

• BTour Chain 관광 블록체인 사업 Biz model 확장

Q4

•

국제 고문단과 연계하여 10여 개 국가 글로벌 제휴 및 서비스 진행

•

제 1회 관광 Blockchain 컨퍼런스 개최

• 1차 글로벌 관광 Blockchain 기준(안) 발표

• MainNet 개발 및 서비스 개시
• BTour Token 전용 관광 상품 출시
• BTour 거래소 사업 진출
• 유네스코 등 국제 관광 관련 단체 등과 Philanthropy 분야 협력 논의

Token Economy & Funding

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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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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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 Economy
& Funding
Token Economy
총 발행량 : 20억 BTour
개당 토큰의 가격 : 0.1 USD

Token Allocation
BTour Token will be allocat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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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 Sale
총 발행량의 40%에 해당하는 8억개의 BTour token을 판매할 계획 입니다.

Team & Advisors
우리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헌신을 하고, 각자의 재능을 기여한 팀원과 어드바이저들에게
7%를 배정합니다. 토큰은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며, 배분일 이후 각자 수령일로부터 12개월간
Lockup 합니다.

International Advisors & Founders
우리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홍보를 해주는 특별한 International Advisors에게
10%를배정합니다. 토큰의 배분은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며, 각자 수령일로부터 12개월간
Lockup합니다.

Partners
BTour Chain 프로젝트가 글로벌 관광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수 많은
나라의 기업들과 협업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들에게 3%를 배정합니다. Lockup
기간은 파트너와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입니다.

Marketing
BTour Chain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 다양한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10%를 배정합니다. Lockup 기간은 마케팅 캠페인마다 별도로 정할 예정입니다.

Ecosystem
25%의 토큰은 사용자 리워드로 사용 될 것이며, 향후 생태계 확장에 필요한 개발과 투자에
사용됩니다.

Reserves
5% 는 회사 보유분입니다. 회사는 2~5% 보유를 유지하도록 관리 할 예정입니다.

Token Distribution
토큰의 배분일은 2020년 1월 예정이며(추후 공지), 모든 토큰의 지급은 배분일 이후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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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ur Token 추가 발행
BTour Chain의 글로벌 비즈니스가 확장 되었을때, 성장하는 생태계에 유통되는 BTour
Token의 수요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회사의 성장과 생태계 확장 조건에 따라 BTour Token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추가 발행조건
1. BTour Blockchain Mainnet 릴리즈 이후
2. 위의 3가지 조건 중 1개이상 달성 시
3. 단계별로 최대 32억개까지 발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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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Use of Proceeds
기금 모금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배분하여 운영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금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다면, 자금의 운영은 당초 배분 계획을 수정하여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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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Platform Revenue
BTour Chain에서 생성 된 수익은 기술 지원, 프로모션, GG56 Limited 운영 및 재무 관리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BTour Token의 가치를 안정화하기 위해 때때로 바이백 됩니다.

Our People

Ou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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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Advi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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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dvisory Board Members

* 최신 정보는 BTour Chain 공식 웹사이트(www.btour.i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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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 Glossary
FIT
자유여행객, Foreign independent tourism
SCT
Small-scale Customized Tours
Data Mining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정보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 가치 있는정보를 만들어 의사결정에 적용
Opinion Mining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여론과 의견을 분석하여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로 재가공 하는

기술
Social Network Analytics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글과 사용자를 분석해소비자의 흐름이나 패턴 등을 분석하고,
판매나 홍보에 적용
Reality Mining
사람들의 행동패턴을 예측하기 위해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정보를 기기(휴대 폰, GPS)를 통해
얻고 분석하는 기법
BTour Mileage(BTM)
Btour Chain에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나 마일리지의 용도로 사용됨

BTour Token
Btour Chain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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