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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2.0

중요 고지
본 문서 (이하 “백서”)는 정부 기관이 보증하는 문서가 아니며,
www.Karuschain.com 에서만 열람할 수 있고, 카루스체인
리미티드 (Karuschain Limited)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목적으로든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재 배포, 복제 또는
전달할 수 없다. 본 백서 또는 그 일부는 배포 또는 보급이 금지
또는 제한된 모든 국가 또는 영역으로 반입하거나 전송해서는
아니 된다.
백서를 소유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해당 정보를 고지하고,
해당 법률 또는 규제상의 제한을 준수하여 모든 필요한 전문적
조언을 구해야 한다. 본 백서에 접속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이하
“귀하” 또는”귀하의”)은 본 요구 사항에 구속된다는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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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판매 개요
판매자
카루스체인 리미티드 (Karuschain Limited) (이하 “회사”, “당사”, “당사의”)
A Gibraltar 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
Company no. 117403
주소: Suite 7, Hadfield House, Library Street, Gibraltar

구매 웹사이트 & 주의사항
www.Karuschain.com
KRS를 구매하기 위해 구매자는 반드시 카루스체인 웹사이트의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토큰 판매 조건
카루스체인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각 KRS구매자는 해당 조건을 숙지한 후
해당 조건에 동의하기 전 필요한 법률상담을 받도록 한다.

토큰 이름
(공개판매기간(PSP) 중 판매)
KRS

토큰 티커(Ticker)
(공개판매기간 중 판매되는 카루스체인 토큰의 티커)
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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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요
카루스체인 (Karuschain)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진다:
카루스체인 프로젝트는 현재 귀금속 공급망의 주요 투입물 및 생산물의 많은
부분을 거래하고자 한다. 카루스체인 플랫폼은 귀금속 공급망의 모든 참여자가
직면한 문제와 도전과제를 구체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카루스체인
플랫폼의 초기 구현은 다음과 같이 국제 컴플라이언스의 부담을 제한하고자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OECD 및 런던 귀금속시장협회(LBMA)의 책임 있는 소싱 지침 및 실사;

•

전자제품 및 귀금속 분야의 가공 회사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의무;

•

Chain 내에서 범죄행위자들을 색출해 내는 유엔지역간범죄 처벌조사기관
(UNICRI)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에 대한 hardening points;

•

가공 (다운스트림) 제품 최종 사용자의 소유권 증명 (예, 금괴)

카루스체인 플랫폼은 카루스체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최다의 공급망 참여자로부터
얻은 귀금속 데이터 흐름을 통합, 보호 및 추적하기 위하여 귀금속 공급망 전체에 걸쳐
하이퍼레저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사용하고, 당사의 정교한 스마트 계약 (체인 코드)을
구현하며 레거시 시스템 및 혁신적인 하드웨어에서 얻은 중요 데이터 흐름을 관리할
계획이다. 당사가 제공하게 될 플랫폼과 서비스 및 전체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기술
(이하, 총칭하여 “카루스체인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백서를 참조하도록
한다.

토큰 판매 기간 단계
토큰 판매는 지명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거래소공개 (IEO)는 추후 공개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www.Karuschain.com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체 토큰 공급량
500,000,000 KRS

유효성
KRS – 토큰 판매 기간 동안
300,000,000 KRS

KRS 가격
US $0.10 = 1 KRS, 거래 수수료 또는 비용 불 포함
karus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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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투자
거래소공개 판매 기여자의 경우 최소 투자 금 불 필요

지불 방법
카루스체인 웹 사이트에 상세히 설명된 대로 카루스체인이 승인한 거래소에 명시된 각
디지털 주소로 BTC 또는 ETH를 이체한다. 구매 시 상장 교환 거래소의 시장 가격으로
결정된 해당 BTC 또는 ETH 가격으로 지불해야 한다.

구매한 KRS 토큰 (이하 “KRS”) 분배
스마트 계약 체결 시 KRS를 수령한 출자자.

인가 받은 소통 채널
토큰 판매를 위해 회사가 인가한 유일한 소통 채널은 아래와 같다:

웹사이트:
www.Karuschain.com
이메일:
info@Karuschain.com
회사 및 거래소가 승인한 보도자료 www.Karusch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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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및 요약 보고서
국제 귀금속 무역은 현대 생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석 제작에서부터
서버, 스마트 폰, 노트북 및 전기 자동차 생산의 key 투입물에 이르기까지 적용 범위가
다양하다.
귀금속 공급망은 참여자, 소비자 및 규제 기관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자신이 소비하는 제품에 사용된 귀금속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귀금속 산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비용 부담도 늘고 있다.
카루스체인 플랫폼 생태계는 귀금속 공급망의 모든 참여자가 채굴에서부터 시장까지
투입물 및 생산물을 추적 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다. 카루스체인은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의 책임 있는 소싱 지침과 같이 주요 규제기구의 규정을 진정하고
완전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사하면서 완벽하게 제어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래 표는 카루스체인 플랫폼으로
유입되는 데이터를 보여준다.

$
MINE
TRADE
R

SMELTER
/
REFINER

COMPONENT
PRODUCER

업스트림

karuschain

CONTRACT
MANUFACTURE
/ ASSEMBLY
다운스트림

8

ELECTRONIC
S
AND CAR
COMPANIE
S

Whitepaper

카루스체인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산업 과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OECD 및 런던 귀금속시장협회(LBMA)의 책임 있는 소싱 지침 및 실사 (그
파생물) 준수

•

전자제품 및 귀금속 분야의 가공 회사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의무

•

산업 감사를 위한 실시간 감사 역량 제공

•

가공 (다운스트림) 제품 최종 사용자의 소유권 증명 (예, 금괴)

•

사업자에게 최신의 익명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 data silos 삭제.

카루스체인 플랫폼은 귀금속 공급망 전체에 걸쳐 이더리움 (Ethereum) 및 하이퍼레저
블록 체인을 사용하고, 정교한 스마트 계약 (체인 코드)을 구현하며 레거시 시스템 및
혁신적인 하드웨어에서 주요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게 된다.

카루스체인 플랫폼 기술을 통해 공급망 참여자는 다운스트림으로 유입되는 금속의
공급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출처부터 금속을 추적 할 수 있고, 다른 참여자들도
출처부터 거꾸로 추적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참여자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비공개
블록체인 채널에 저장될 컴플라이언스 데이터와 읽기 전용 데이터를 결정하게 된다.

시스템은 하드웨어 추적 모듈을 통합하여 데이터 입력을 받아 블록체인으로 보호하게 된다.
아래 예를 참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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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루스체인 플랫폼의 구현 및 채택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카루스체인
프로젝트의 기본 목적 및 1단계는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공급망 참여자 모두에게
적합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운스트림 참여자가 카루스체인에 연결될 경우 확실한 인센티브를 누리게 된다.
즉, 가용한 데이터 pool과 추적/ 교차 점검을 위한 업스트림 생산자가 증가함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및 CSR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다. 업스트림 기업의 산출물을 구매하는
주요 구매자로써 출처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업스트림에서 흘러가는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된다1.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참여자 모두가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킬 경우 데이터 공유, 플랫폼 사용 및 산업계
최종 사용자 유입으로 이어 질 수 있다.
1 단계가 완료되면, 업계 전반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유틸리티 기반의 컨소시엄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공유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생산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게 된다.
카루스체인 플랫폼의 3단계는 일단 광범위한 업계 참여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주요
player가 데이터 공유에 익숙해지게 되면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금속 거래/컨설팅 부문 및
정부에서 신규 사용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일부 업계 참여자는 카루스체인을 통해 실시간 익명 생산 데이터를 공개 함으로써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플랫폼에서 정부 감사가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실시간으로 감사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실시간 생산 데이터는 전세계 귀금속 시장에 커다란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다.
3단계 기간 동안 카루스체인은 금속 가격과 업계 최대 비 산업 중심 사용자 기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3단계 종료 시, 카루스체인은 정제 후 투자 등급 제품에 대한 수익
소유권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편 end-to-end 공급망 추적에 근접하게 된다.

카루스체인 플랫폼은 가장 유용한 사용 기반 위에 구축 될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은 귀금속
공급망/시장에서 최대한의 투명성을 지원하는 산업 중심의 생태계 (ecosystem)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1

전자제품에 분야에 대한 책임 있는 금속 공급을 위한 원칙-Young, Steven B; Fonseca, Alberto; Dias, Goretty.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Bingley Vol. 6, Iss 1, (2010):http://dx.doi.org/10.1108/1747111101102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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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 (Mission)
카루스체인은 귀금속 시장과 공급망의 모든 참여자를 위한 가치 있고 명확한 투명성
구축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카루스체인의 설립자는 귀금속 추출 업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투자/가치 창출 목적을 위해 귀금속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메커니즘이 필요함을 경험하였다.

카루스체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기존 시스템 대비 주요 장점이야 말로 복잡한 다국적
귀금속 공급망을 재정비 할 수 있는 카루스체인의 역량기반을 형성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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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역사적으로 인류는 귀금속에 매혹되어 왔다. 금속은 오랜 동안 가치의 저장, 대체 가능한
화폐 수단, 대중을 위한 보석, 국가/종교 지도자의 장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귀금속 – 특히
금-을 신분을 구별해주는 수단으로 사용하던 고대 전통은 수천 년 동안 아시아 문화의
일부로 자리잡아 왔다1. 학자들은 귀금속 장식을 만들기 위한 기술과 방법은 중국의 교역
네트워크와 로마제국 전체에 걸쳐 교차 발전해 왔다고 지적하였다2.
해마다 추출되는 광물/ 금속의 엄청난 가치를 보면 현시대의 귀금속에 대한 인류의 애착을 알 수 있다.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연구에 따르면, 2013년 미국에서 추출 된 비 연료 광물의 가치는 753억 달러에 달했다34. 2014년
미국 제품거래소 (CFTC)는 세계 금 협의회 (World Gold Council) 및 Klein & Saks Group과 만나 금에 대해 논의한 후
당시 세계 금의 현금 가치를 3조 5천억 달러/60,000메트릭 톤으로 결정하였다5.

금은 세계 무역 및 공급망의 일환으로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수많은 귀금속 중 하나
일뿐이다. 2018 년 1/4 분기에 세계 금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6:
•

골드 바와 코인에 대한 수요는 254.9톤이다.

•

Gold-backed 기금증권 (ETF)은 32.4 톤을 보유하고 있다.

•

보석 생산을 위한 금 수요는 487.7 톤이다.

•

중앙 은행은 세계 공식 매장량에 116.5 톤을 추가했으며, 2010년 이후 분기별
평균 114.9 톤이 추가되었다.

•

주요 투입물로 금을 사용하는 스마트 폰 및 기타 기술 생산의 복잡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기술 제조에서의 금 수요는 65.3 톤으로 증가했다7.

분명히 귀금속은 현대 생활에서 무수히 많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전통적인 사용사례에서부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전도성 소재로 그
가치가 이동하고 있다.
1

Demandt, Michèle H. S.”동남아시아의 초기 금장식: 생산, 무역 및 소비” Asian Perspectives, vol. 54 no. 2, 2016, pp. 305-330. Project MUSE,
doi:10.1353/asi.2016.0000
2
Id. page 306
3 U.S. Geological Survey, 2013, Statistical Summary, in Area reports—Domestic: U.S. Geological Survey Minerals Yearbook 2014, v. II, p.2.1
https://minerals.usgs.gov/minerals/pubs/commodity/statistical_summary/myb1-2013-stati.pdf
4 See the following U.S. Geological Survey reports: https://minerals.usgs.gov/minerals/pubs/country/2014/myb3-sum-2014-europe-eurasia. pdf https://minerals.usgs.gov/minerals/pubs/country/2014/myb3-sum-2014-africa.pdf - https://minerals.usgs.gov/minerals/pubs/ country/2014/myb3-sum2014-asia-pacific.pdf - https://minerals.usgs.gov/minerals/pubs/country/latin.html
5 https://comments.cftc.gov/PublicComments/ViewExParte.aspx?id=840
6 https://www.gold.org/research/gold-demand-trends/gold-demand-trends-q1-2018
7 https://www.gold.org/research/gold-demand-trends/gold-demand-trends-q1-2018/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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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경험의 모든 측면에서 귀금속이 가지는 지속적인 중요성과 이와 관련된 일련의
근본적인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속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관련성을 가진다.
•

이 금속은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추출 되었을까?

•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가 이 금속을 정제하였을까?

•

정체/ 제련 후 물리적 특성은 무엇인가? (순도 등)

•

최종 제품이 된 후, securitization 후의 금속에 대한 소유자 또는 수익자는
누구인가?

•

공급망의 각 프로세스에 대한 주요 물류, 정보 및 세부 사항은 무엇인가?

기술 솔루션을 통해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질문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 수학자인 Archimedes는 시러큐스의
Hiero왕을 위해 제작된 황금 왕관이 실제로 순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 냈다. 그는 귀금속의 부력과 상대적 밀도를 이용했다8. Archimedes는 자신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황금 왕관이 외관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순수한 금이라고 주장하는
제작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고도의 사기임을 밝혀냈다. 실제로 왕관은
금과 은을 섞은 합금이었다9. 1586년 Galileo는 지레의 법칙, 부력, 및 금과 은으로 된
합금의 조성을 결정하는 수압 균형을 통해 Archimedes가 만든 시스템을 사용하는 보다
정확한 방법을 고안해 낼 수 있었다10. Galileo는 Archimedes의 방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미 사용이 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Archimedes를 옹호했다.

카루스체인 프로젝트는 이러한 주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참신한 기술을 적용하던 오랜
전통의 일부를 따르고 있다. 완벽한 카루스체인 플랫폼은 이더리움 및 하이퍼레저
블록체인을 사용하며, 정교한 스마트 계약 (체인 코드)을 구현하고 귀금속 공급망 전체에
걸쳐 레거시 시스템과 혁신적인 하드웨어에서 추출한 주요 데이터의 흐름을 관리하게 된다.

프로젝트, 플랫폼 및 산업 개요
8

https://www/math.nyu.edu/~crorres/Archimedes/Crown/Vitruvius.html참조
id
10 https://www/math.nyu.edu/~crorres/Archimedes/Crown/Vitruvius.html 참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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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루스체인 프로젝트는 현재의 귀금속 공급망의 주요 투입물과 생산물의 다양한
산출물을 다루게 될 것이다. 본 섹션은 귀금속 시장 및 공급망 참여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카루스체인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공급망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조명하고 있다. 본 섹션은 수 많은 사용 사례, 최종 사용자 기회 및 카루스체인
블록체인 시스템의 통합 포인트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울러 가까운 장래에
카루스체인이 직면하게 될 산업 관련 risk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요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부분에서는 공급망 전체에서 카루스체인 참여자의 데이터 공유 잠재력과
인센티브가 증가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다른 사용자 그룹이 카루스체인 플랫폼
사용을 확장해 나가는 프레임워크에 대해 제시하였다.

귀금속 공급망 구조
귀금속 공급망은 다각적이고 다국적인 시스템이다. 해당 공급망은 땅에서 금속을 추출한 후 해당 금속을 가공하는
“업스트림 생산자”와 소비에 맞게 최종 제품으로 금속을 정제하는 “다운스트림 생산자”로 구성되어 있다11.
OECD는 업스트림 생산자나 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광산에서 제련업체/정제업체에 이르는 광물 공급망.
“업스트림기업”은 광부 (장인 및 소규모 또는 대규모 생산자), 해당 광물 생산 국가의 지역 사업자 또는 수출상,

국제 정광 사업자, 광물 재 가공업자 및 제련업체 / 정제 회사 등이 포함된다12. OCED는 다운스트림 생산자나 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제련업체/ 정제업체에서 소매업 자까지의 광물 공급망. “다운스트림 기업”은 금속 거래자
및 교환 업체, 부품 제조업체, 제품 제조업체, OEM사 및 소매 업체를 포함한다13.

$
MINE

TRADER

SMELTER/
REFINER

COMPONENT
PRODUCER

업스트림

CONTRACT
MANUFACTURE/
ASSEMBLY

ELECTRONICS
AND CAR
COMPANIES

다운스트림

공급망은 결국 다운스트림 생산자가 만든 제품을 가져와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하게

11

OECD (2016),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Third
Edi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52479-en p. 32-33
12 Id. at 32
13 Id. at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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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학자 Ghosh 등14은 금의 최종 사용자를 보석 제조 또는 상업 활동 (이하
“사용수요”)에 사용하기 위해 금속을 획득하는 사용자와 정부, 자산 관리자 및 가치의
저장 (이하 “자산 수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속을 획득하는 일반 투자자로
구분하였다. 모든 귀금속은 (백금과 같이) 두 범주에 깔끔하게 해당하거나 또는 최종
제품의 일부로 또는 생산 과정 자체에서 수 많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된다. 광범위한
범주의 최종 사용자는 이를 더욱 세분화 해 나가지만 일반적인 분류기준은 변함이 없다.

카루스체인은 컴플라이언스와 규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귀금속 공급망의 모든 참여자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과제를 구체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카루스체인 프로젝트를 개발 중에 있다. 카루스체인의 초기 구현은
다음과 같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의 부담을 제한하기 위해 추적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 OECD 및 LBMA의 소싱 및 실사;
• 전자제품 및 보석 업계의 다운스트림 기업의 CSR 의무;
• 망 내의 범죄 행위자를 적발하는 UNICRI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의 경화 점 역할;
• 다운스트림 제품 최종 사용자의 소유권 증명 (금괴 등)

OECD 귀금속 공급망 지침
OECD는 귀금속 공급망을 철저히 연구하였으며, 책임 있는 소싱 실사를 위한 일련의
정교한 지침을 개발하였다. 문맥상 책임 있는 소싱이란 공급망의 어느 지점에서든 비
국가 무장단체나 부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기업으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함으로써 해당 그룹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OECD 지침 (이하 “지침”)은 모든 종류의 귀금속에 적용되지만, 본 백서는 금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15. OECD는 금 공급망 내의 모든 기업에게 투명성과
정보 수집 및 금 공급만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하였다16. 지침 섹션 C는
모든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주요 5가지 사항17 (지침에서 인용한 것으로 강조가 필요한
부분은 굵은 색으로 표기 하였다)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GHOSH, D., LEVIN, E. J., MACMILLAN, D. & WRIGHT, R. E. 2004.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의 금? Studies in Economics and Finance, 22,
1-25. https:// strathprints.strath.ac.uk/6926/6/strathprints006926.pdf
15 OECD (2016) Supplement on Gold p. 61 - 120
16 Id. at p. 75
17 Id.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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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 문서 및 공급망 실사 프로세스, 결과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 여기에는 1단계 실사와 분쟁지역 및 고 위험 지역에서 금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추가 실사가 포함된다 (2-5단계).

2.

금의 투입물과 생산물을 추적하거나 및/또는 연계 보관성을 지원하기 위해 (3단계 참조)
소급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내부 재고 및 거래 문서를 유지 관리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a.

금 및 금 광석, 금 응축물, 금 도금, 사금, 재활용 금, 금괴, 보석 제조 투입물 및/
또는 제품, 전자 부품, 금 도금 용액 등 금 함유 물질의 형태, 유형 및 물리적
설명에 관한 정보.

b.

공급 업체가 제공하는 금 및 금 함유 물질의 중량 및 분석결과, 금의 투입물 및
생산물에 대한 중량 및 분석 관련 정보.

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의 40 개 권장 사항과 일치하는 "know-yourcounterparty"(“KYC”) 실사 정보를 포함하는 공급자 세부 정보.

d.

각 투입물 및 생산물에 대한 고유 참조 번호.

e.

투입물 및 생산물, 구매 및 판매 일자.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은행 채널을 통해 금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도록 한다. 가능한 경우 현금 구매를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현금 구매를
하는 경우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확보하도록 한다.
4.

금 거래와 관련하여 법 집행 기관과 완전하고 투명하게 협력하도록 한다.
세관원에게 국경을 통과하거나 관할권이 다른 모든 선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5.

최소 5년 동안 위 정보를 유지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더욱 바람직하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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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카루스체인은 OECD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는가
카루스체인 시스템을 사용하면 분산된 데이터의 원본성을 통해 부적절한 데이터 변조를
방지 하는 한편, Part 2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블록체인 및 구성 가능한 데이터 입력 필드에
고유한 식별자를 사용하여 금의 투입물 및 생산물을 추적 할 수 있다.

OECD 업스트림 지침
지침에는 모든 유형의 업스트림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권장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18. 다음
목록은 카루스체인이 구체적으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장 사항의 일부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

중/대형 규모의 금 채굴자 및 장인/소규모 금 채굴자의 경우: 변경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사금으로 만든 골드 바 또는 충적 금 컨테이너에
대한 모든 생산 과정을 추적 및 기록하기 위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카루스체인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업스트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산물을 교차 식별할
수 있다.
•

현지 수출업자, 재활용업자 및 채굴한 금/재활용 금을 거래하는 국제
사업자들의 경우: 인수 및 생산된 바, 주괴 및/ 또는 금괴에 대한 모든

투입물과 생산물을 추적하기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한다. 충적 금,
사금, 미 가공 재활용 금 또는 녹은 재활용 금 등 금의 유형에 대해
공급업체가 제공한 정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적 전 예비 검사를
실시한다. 금 생산자 및/또는 화주가 제공한 중량 및 품질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에 대한 업무 기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카루스체인 블록체인은 예비
검사 시 업스트림 공급망 내 다른 참여자가 캡처한 고유 참조 번호와 기타
주요 데이터를 교차 점검 할 수 있는 source of truth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혼합 또는 수출/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입수한
산출물의 진정한 정체성을 검증할 수 있다.
•

정제업체의 경우 : 인수 및 생산된 바, 주괴 및/또는 금괴에 대한 모든 투입물과 생산물을
추적하기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금의 투입물과 생산물에 대해 수집하고
공급업체의 “KYC” 정보 및 금의 출처 등 실사를 통해 생성된 모든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충적
금, 사금, 미 가공 재활용 금 또는 녹은 재활용 금 등 금의 유형에 대해 공급업체가 제공한 정보에

18

Id at p.77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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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적 전 예비 검사를 실시한다. 금 생산자 및/또는 화주가 제공한
중량 및 품질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에 대한 업무 기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용하여 식별이 가능한 모든 금 생산물 (예: 금 제품에 물리적으로 각인 및/또는 포장 재료를
변경 또는 제거하는 방식으로 부착)에 대해 기록하고 이를 제공하도록 한다. a) 정제업체의
이름 및 /또는 인지/로고, b)정제/생산 년도, c) 각 생산물에 할당된 고유 참조 번호 (예: 일련 번호,
전자 식별 또는 기타 실행 가능한 수단). 카루스체인 블록체인은 예비 검사 시 업스트림 공급망
내 다른 참여자가 캡처 한 고유 참조 번호와 기타 주요 데이터를 교차 점검 할 수 있는 source of
truth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거래 기록에 위에서 언급한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저장/보호해
두는 변경이 불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이다.

OECD 다운스트림 지침
카루스체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업스트림 생산자는 모든 관련 데이터 포인트를 저장하면서 금 생산물을
유의미하게 추적 할 수 있으며, 각 공급망 참여자의 교차 확인을 통해 source of truth가 될 수 있다. Young 등의
전문가에 의하면, “tracking”이란 공급망을 따라 전달되는 재료와 “다운스트림” (예를 들어, 광산에서 제련업체,
정제업체 및 제조사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과 실행력을 의미한다. “tracing”은 공급망을
통해 역으로 또는 “업스트림”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19.

정제/제련 후에 생산물이 투입물이나 제품 (금괴 등)이 되면, 다운스트림 생산자는 카루스체인을
이용하여 지침20을 준수하면서 업스트림 공급업체에게 금 함유 물질과 제품에 대한 업스트림 금

정제업체의 정보와 블록체인에 저장된 각 생산물에 대한 가용 데이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업계와 협력하여 카루스체인은 생산물이 다운스트림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
포인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산할 수 있다.

OECD는 현재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의 공식 문서를 디지털 스캔 한 후 배포하는 방식을 계획 중이다. 이 경우 업스트림
기업간에 주고받는 데이터 세트의 유효성에 대해 인간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카루스체인은 다운스트림 기업으로 하여금 투명한 블록체인 출처를 통해 직접 얻은
생산물에 대한 주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업스트림 기업에는
카루스체인을 사용하는 다른 업계 사용자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완전한

Young, S.B., Dias, G., Fonseca, A. and O’Keefe, M.S. (2008), “전자산업에 대한 금속공급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적 책임”,
www.gesi.org/files/20080620_ghgm_ser_metalstoelectronics.pdf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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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런던금시장연합회 (LBMA) 소싱 가이드라인
런던금시장연합회 (LBMA) 책임 있는 소싱 프로그램 (RRB)을 준수하고자 하는
정제업체의 경우 OECD 지침 준수 또한 중요하다21. LBMA는 OECD 지침을 자체
프로그램에 포함 시켰다22. 이 프로그램은 런던인수도 적격금 생산업체 (London Good
Delivery List) (이하 “기준”)23에 부합하는 골드 및 실버 바를 생산하고자 하는 금 및 은
정제업체에게 적용된다. LBMA와 그 기준은 방대한 런던 금괴 시장에 표준을 제시하는
gatekeeper역할을 한다. 세계 금괴 시장 중 상당수는 품질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정제업체들에게 LBMA 가이드라인 준수와 기준 인증서 보유가 중요한
일임을 의미한다. LBMA에 따르면, 세계 금 생산량의 90%가 LBMA/기준 인증서 보유
정제업체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24.

LBMA는 정제업체가 대체로 LBMA의 책임 있는 소싱 가이드라인25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
OECD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공급망 실사 정책 채택;
•

금 원산지 (재활용 금을 포함한다)부터 정제업체 공급망 내 위험 이해;

•

금 공급 거래 상대방의 수익자를 확인하고, 해당 수익자가 금 거래
(AML/KYC 및 대 테러 자금 조달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교차 확인;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 정보를 받은 후 교차 확인을 통한 거래 모니터링;
•

채굴한 금의 경우
•

예상 중량 및 분석 결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

선적/운송 서류 (화물운송장/항공화물 수령증, 해당되는 경우 견적
인보이스);

•

해당되는 경우, 고 위험 거래를 위한 수출 및 수입 양식;

•

공급망 실사 서류 정보.

•

재활용 금의 경우:
•

예상 중량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20

ECD (2016) Supplement on Gold at p. 79
LBMA Responsible Gold Guidance - Version 7 2017년 9월 1일 업데이트 http://www.lbma.org.uk/assets/downloads/responsible%20
sourcing/Responsible_Gold_Guidance_V7.pdf
22 Id. at p.1
23 Id
24 LBMA Precious Metals Integrity Responsible Sourcing 2018 p. 5 http://www.lbma.org.uk/assets/aboutus/Precious%20Metals%20Integrity%20
Brochure.pdf
25 LBMA Responsible Gold Guidance - Version 7 p. 4-1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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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적/운송 서류 (화물운송장/항공화물 수령증, 해당되는 경우 견적
인보이스);

•

해당되는 경우, 고 위험 거래를 위한 수출 및 수입 양식;

•

공급망 실사 서류 정보.

카루스체인은 업스트림 기업이 주요 컴플라이언스 데이터를 수집 및 보호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업스트림 참여자들은 이 플랫폼을 사용하여 금이나 기타
귀금속 생산물이 정제업체/제련업체의 넥서스 포인트에 근접할 때 데이터를
교차확인 한 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정제업체/제련업체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운스트림 소비를 위한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해당 생산물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업스트림 생산자로 하여금 OECD 지침 준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정유업체로 하여금 LBM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운스트림 전자제품 및 보석 생산업체
다운스트림 생산자는 또한 카루스체인이 보호하는 데이터 세트와 정제/제련 전 생산물
추적 및 정제/제련 후 귀금속 투입물 추적 능력을 활용하게 된다. 보석 및/또는 전자
제품을 만들기 위해 귀금속 투입물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점점 더 증가하는 규제 측면의
부담을 안고 있다. 전자제품 제조 업계에서 소비자를 대면하는 기업들은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고객, 주주, 직원, NGO, 공급업체 및 산업 협회가 요구하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실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26. 업계는 업계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육성하기 위한 전자산업시민연대(EICC)를 발족시켰다. EICC는 회원국들이 전체적인
공급망 이니셔티브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27.

금속 공급망 내 투명성은 개인용 컴퓨터 제작에 필수적인 50가지 재료 중 적어도 20개 이상이 금속이며, 구리
(13%)와 철 (5% )이 휴대 전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28. MakeITfair와 같은
조직은 전자 산업이 금속을 공급망에 포함시키는 추출 단계로까지 공급망 관리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29.

소비자와 대면하는 보석 생산자도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유사한 압박을 받고
있다. 보석 부문은 오랫동안 귀금속 추출의 주요 동력원으로 알려져 왔으며30, 앞서
언급했듯이 귀금속을 사용해 온 가장 오래된 사례 중 하나 일 것이다. 해당 부문은
전자제품을 위한 책임 있는 금속 공급 원칙 Young, Steven B; Fonseca, Alberto; Dias, Goretty.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Bingley Vol. 6, Iss. 1,
(2010): http://dx.doi.org/10.1108/17471111011024595 p. 4
27 Id. at 5
28 Id. at 6
29 Id. at 8
30 Id. at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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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le Jewelry Council (RJC)과 업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EC31가 마련한 공급망에
글로벌 인증 요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2012년 3월 RJC는 금과 백금 계열
금속에 초점을 맞춘 귀금속 공급망을 위한 연계 보관성 (CoC) 인증 프로세스를
시작하였다32. CoC 기준은 OECD 귀금속 공급망 실사와 KYC지침이 포함되어 있다33.
RJC CoC 기준은 LBMA 및 기타 업계 조직이 제공하는 기준과 마찬가지로 출처 추적 및
추출/재활용 금속 식별 및 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34. CoC
기준은 OECD 지침 표준과 매우 유사하게도 CoC 문서 발행 및 준수 증명 서류 제출에
의존하고 있다35.
국가들도 Dodd Frank Act (이하 “법안”)을 통해 (미국)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부과하고,
주석, 텅스텐, 탄탈륨 및 금을 공급할 수 있는 보석업계의 능력을 규제하고 있다36. 이
법안은 콩고 민주 공화국 (DRC)에서 활동하는 지정된 갈등 조장자로부터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37. 보석회사들은 자사의 공급망이 DRC와 관련이 있을 경우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실사 및 제3자 검증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38. EC는 2014년 이후 이와 유사한
규제를 만들어 오고 있다39.

진정하고 유의미한 컴플라이언스
다운스트림 생산자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이러한 규제 체계의 대부분은 완전하고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해당 규제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카루스체인은 업계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합하여 추적을 통해 진정성 있게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및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된다. UNICRI가 LBMA,
RJC CoC 및 관련 그룹의 구성원이 기업들이 콜롬비아와 DRC에서 자체 규정 준수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분쟁/범죄적 수단의 금을 구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의미 있는 방법이야 말로 중요성을 가진다40.

카루스체인은 귀금속 공급망 참여자와 사용자를 위한 의미 있는 컴플라이언스 및

고급 보석산업: 중소기업의 기업의 책임과제 및 제도적 힘 - Carrigan, Marylyn; Mceachern, Morven; Moraes, Caroline; Bosangit, Carmela.
Journal of Business Ethics: JBE; Dordrecht Vol. 143, Iss. 4, (Jul 2017): 681-699. DOI:10.1007/s10551-016- 3071-4 p.5
32 See. https://www.responsiblejewellery.com/chain-of-custody-certification/
33 책임 있는 보석 협회의 연계보관성 (COC) 기준 2017년 12월, https://www.responsiblejewellery.com/ files/2017-RJC-CoC-Standard.pdf p. 6 See.
Section 1.1
34 책임 있는 보석 협회의 연계보관성 (COC) 기준 2017년 12월 p. 7-10
35 Id. at 10
36 Carrigan et al. at p. 14 참조
37 Id.
38 Id.
39 Id.
40 UNICRI Strengthening the Security and Integrity of the Precious Metals Supply Chain; p. 70 http://files.unicri.it/PM_draft_onlinev. pdf
31

karuschain

21

Whitepaper

투명성 제고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카루스체인은 플랫폼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기업 전체의 효과적인41 기업 책임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업의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묶여 있는 불투명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카루스체인 플랫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국가는 업계와
조율하여 규제 기관에 대한 실시간 감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 업계
참여자는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효용성이 입증됨에 따라 카루스체인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카루스체인 플랫폼 도입 과제
카루스체인이 직면한 문제는 세계 귀금속 무역의 복잡성과 현재의 관성적인 산업
관행으로 인한 것이다. 금속은 추출된 후에는 시장에서 균일한 상품처럼 취급된다. 이러한
사실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금속 혼합으로 인해 구매자는 금속의 공급원을 결정할 수
없게 된다42. 시장은 최초 추출업체와 이를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재생 금속 생산자의
공급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거대한 글로벌 원자재의 pool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세계
곳곳의 구매자는 공급자가 아닌 가격 고려 사항에 따라 pool에서 금속을 제거하게 된다43.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부 금속(금 등)은 사용 가능한 금 폐기물/부산물 (파편 등)이 금
기반 생산물의 초기 생산 이후에도 가치를 가지고 영구적으로 재활용되면서, 혼합 금의
출처를 식별하지 못하게 되었고 귀금속 추적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귀금속 업계는 현재 일부 산업 협회 및 정부 위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 해당 업계는 계약상의 기밀성 및 비공개를 포함하여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44. 해당 업계가 생산 또는 공급망 데이터를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카루스체인 프로젝트의 후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리스크는 업계가 수많은 플랫폼 최종 사용자에게 데이터 공개를
거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도입 단계
카루스체인 프로젝트 단계는 업계의 현재 모습만큼이나 미래 모습을 보여준다.
카루스체인 프로젝트의 근본 원칙 및 이행 1단계의 목적은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공급망 참여자 모두에게 적합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전체 산업계가 협력할 때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Carrigan et al. at p. 5 참조
Young, S.B., Dias, G., Fonseca, A. and O’Keefe, M.S. (2008)
43 Id.
44 Id.
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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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루스체인은 이용이 가능한 귀금속의 전체 공급망/글로벌 pool을 매핑하거나 모든
주요 시장 참여자 또는 금속 공급업체와 연결될 필요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사의
목표도 아니다) 없다.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줄이려는 업스트림 생산자는 카루스체인 플랫폼에 연결하여,
생산물을 추적하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유연성을 이용하여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충족시킨다고 판단되는 데이터 세트를 저장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신규 업스트림
생산자가 카루스체인에 연결될 경우에는 다른 업계 참여자로 하여금 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및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급망에서 역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초기에는 이 플랫폼을 사용하여 현재처럼 기밀을 유지할 수 있다. OECD
지침 및 기타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추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공유 할 경우
혜택은 증가하고, 카루스체인의 온 체인 데이터 공유 관리 역량에 힘입어 업스트림
생산자간 데이터가 공유되기 시작한다. 글로벌 체제를 진정으로 준수하기 위한 근간이
되기 때문에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추적 가능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업스트림 생산자
간 소규모 컨소시엄(플랫폼 자체는 사용자간 공유되는 데이터와 관계가 없다)이 형성되어
발전해 나갈 것이다.

1단계

동안에는

정제업체로서

OECD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재활용업체들과

협업하게 된다. 다운스트림 생산자는 그 출처가 실사 추적/소싱 요건을 (최소한의
명확한 식별 시스템을 통한 출처 별 분리)을 충족시키는 합금이나 기타 물질에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운스트림 참여자는 컴플라이언스 및 CSR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가용한 데이터
pool로서 카루스체인에 접속할 경우 분명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업스트림 생산자는
추적/ 교차 확인 목적으로 점점 더 이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업스트림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주요 구매자로서 이들은 소스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업스트림의 데이터
흐름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45.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참여자가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경우 데이터 공유, 플랫폼 사용 및 업계 최종
사용자 유입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1 단계가 끝나면 업계 전반에 걸쳐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유틸리티 기반의 컨소시엄을
통해 편리하게 데이터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2단계에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45

전자제품을 위한 책임 있는 금속 공급 원칙 (2010) - You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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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게 된다.
카루스체인 플랫폼의 3단계는 업계 참여가 임계치에 도달하고 참여자가 데이터 공유에
익숙해지는 시점에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금속 거래/컨설팅 부문과 정부에서 새로운
사용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때 일부 업계 참여자는 카루스체인을 통해 실시간 및
익명으로 생산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
감사는 플랫폼에서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실시간으로 감사 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실시간 생산 데이터는 전세계 귀금속 시장에 커다란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일은
카루스체인이 금속 가격 책정 및 업계 최대 규모의 비 산업 중심 사용자 기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단계에서 발생하게 된다. 3단계가 끝나면 카루스체인은 정제과정 후 투자
등급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end-to-end 공급망
추적에 근접하게 된다.
카루스체인 플랫폼은 현재와 미래의 매력적인 사용사례 위에 구축 될 것이며, 귀금속
공급망/시장에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산업 중심의 생태계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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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루스체인 플랫폼은 하이퍼레저 (hyperledger)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이용하여 정교한
스마트 계약 (체인 코드)을 구현하고, 귀금속 공급망 전반에 걸쳐 레거시 시스템 및
혁신적인 하드웨어에서 주요 데이터 흐름 관리하게 된다. 본 섹션에서는 이러한 각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카루스체인 플랫폼에서 공급망 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귀금속
분야의 데이터 흐름을 통합, 보호,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하이퍼레저 (Hyperledger) 개요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는 30여 창립 구성원의 기여로 2016년에 시작되었다46. 하이퍼레저 패브릭 (Fabric)은
블록스트림이 고안한 IBM OpenBlockchain, Digital Asset 및 libconsensus의 통합 작업 코드베이스이다47.
하이퍼레저 디자인 철학은 근본적으로 기업 사용자를 위해 유연한 구현을 추구하고 있다48. 모든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프레임워크와 마찬가지로 패브릭은 모듈 형으로, 보안 성이 높고, 상호 호환적이며, 암호화폐에
사용이 가능하며 API로 완성된다49.
이러한 디자인 철학과 기술 구현은 귀금속 공급망 전반에 광범위한 사용자 집단을
유인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카루스체인에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46

https://www.hyperledger.org/about
Id.
48 하이퍼레저 백서 V1.1 2018년 8월 출간, pg. 10 https://www.hyperledger.org/wp-content/uploads/2018/08/
HL_Whitepaper_Introductiontohyperledger.pdf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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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의 모든 부분에서 사용중인 다양한 시스템을 카루스체인 플랫폼의 단일한 기반
속으로 통합시킬 때 중요한 요소인 통합 마찰을 제거할 수 있다. 본 섹션에서는 어떻게
위의 각 하이퍼레저 기술 철학이 카루스체인 플랫폼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
개괄하고 있다50.

•

모듈형 (Modular)— 핵심적인 하이퍼레저 시스템은 공통적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모듈 형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카루스체인 개발자는
전체 시스템 작동을 중단시키지 않은 채 구성 요소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카루스체인의 기능 및 사용자 기반이
증가함에 따라 모듈 형 구성 요소를 결합하여 갑작스러운 마찰 포인트 및/또는
혁신적인 플랫폼 솔루션 이행에 대응할 수 있다.

•

상호 호환성 (Interoperable)— 카루스체인 하이퍼레저 시스템을 위해 고안된
스마트 계약 및 응용 프로그램은 이동이 가능하다. 즉, 카루스체인은 플랫폼
성능에 더 적합한 경쟁 프로토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암호화폐에 사용이 가능한 (Cryptocurrency-agnostic)— 하이퍼레저는 네이티브
토큰이나 코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카루스체인에 대한 특정
커스톰 토큰 즉, 카루스 유틸리티 토큰 (KRS)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API로 완성 (Complete with APIs)— 하이퍼레저 API는 견고하고 강력하여, 이를
이용하여 카루스체인은 다양한 시스템 간의 상호 호환성 및 통합을 지원할 수
있다. API를 통해 쉽게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카루스체인 플랫폼을 홍보하는 데

49
50

Id.
Id. at Pg. 10 and 11 모든 핵심 개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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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API는 꼭 필요한 요소이다. 스마트 계약 체인 코드 API는 제3자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특히 유용하다.
하이퍼레저 패브릭51 시스템을 통해 컨센서스 및 멤버쉽 서비스를 포함하여 플러그
앤 플레이 (PnP) 방식으로 구성 할 수 있다. 시스템 비즈니스 룰/로직은 체인코드라
불리는 스마트 계약에 명시된다.

패브릭 레저 개요52 :
... 레저 (ledger)는 패브릭의 모든 상태 전이를 순서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상태 전이는 참여 당사자가 제출 한 체인 코드 호출 (이하 ‘트랜잭션’)의 결과이다. 각 트랜잭션은 레저에
생성, 갱신 또는 삭제로 반영되는 일련의 자산, key-value pair (KVP)로 이어진다.

레저는 불변의 시퀀스된 기록을 블록으로 저장하는 블록체인 (이하 ‘체인’)과 현재의 패브릭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채널 1개 당 1개의 레저가 있다. 각 Peer는 구성원이 되는 각
채널에 대해 레저 사본을 보관하게 된다.

51
52

Id. at 23
See. https://hyperledger-fabric.readthedocs.io/en/release-1.2/fabric_model.html#ledger-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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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루스체인 플랫폼 스마트 계약 레이어 (layer)는 다음의 아키텍쳐를 기반으로 한다:
출처53
계약 ID

인수/거절

트랜잭션 요청

상태

선택적

코드

수정 검증

모든

부작용을

포함한 상태 확인

트랜잭션 의존

계약 해석
선택적 오더링

현재 상태

힌트
*If the transaction is rejected, then there is no state delta

하이퍼레저의 스마트 계약 레이어는 체인코드로 프로그래밍된다. 체인코드는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영구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 및 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지침이며,

하이퍼레저 아키텍쳐, Volume II 스마트계약 pg. 4 and 6 https://www.hyperledger.org/wp-content/uploads/2018/04/
hyperledger_Arch_WG_Paper_2_SmartContracts.pdf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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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언어로도 쓰여질 수 있다 (GO를 선호 한다). 체인코드는 카루스체인 플랫폼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노드에 배치된다.
카루스체인 플랫폼에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하 “패브릭”)을 사용하게 되는 핵심 요소는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패브릭의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이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규정
준수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데이터를 보호 할 수 있다. 패브릭은 현재 존재하는 자산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체인코드와 함께 채널 별로 변경할 수 없는 레저(원장)를
사용한다54. 이는 각 원장과 그 정보를 시스템 전체에서 공유하고, 공통 채널 (미니
컨소시엄)에서 지정된 참여자 부류와 공유하거나, 또는 개별 채널에서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다. 참여자가 향후 데이터의 공유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인코드를 피어에 설치하여
원장과 상호 작용하도록 할 수 있다55.
또한 공급망 참여자, 참여자 그룹 또는 회사 패밀리 (모회사, 자회사 등) 내의 엔티티는
개인 정보 수집을 이용하여 이 정보를 채널 원장과 논리적으로 분리된 데이터베이스 즉,
비공개 정보로 분리할 수 있다. 옵션은 체인코드 내의 값을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원장에 기록한다56.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또 다른 주요 이점은 악의적인 공격자에 대비하여 스마트 계약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다57. 일반적인 공격 경로는 DoS 이다. 패브릭 기반
시스템은 강력한 신원 관리 및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주체(actor)를
악의적인 것으로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다. 악의적인 주체가 스푸핑을 통해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DoS 공격을 시작하면, 공격 소스를 쉽게 식별해 내어 이를 격리 및 제거 할 수
있다58.
패브릭은 개발자가 스마트 계약 레이어에 파티션과 컨테이너를 적용하여 실행 환경을 격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마트 계약을 보호한다. 이 보호 장치는 악의적이거나 잘못된
스마트 계약 코드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패브릭에는 스마트 계약이
네트워크 리소스를 압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있다.

카루스체인 플랫폼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
See. https://hyperledger-fabric.readthedocs.io/en/release-1.2/fabric_model.html#ledger-features “Section on Privacy”
Id
56 Id
57 하이퍼레저 아키텍쳐, Volume II 스마트 계약 pg. 7
58 Id.
5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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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다음은 카루스체인이 하이퍼레저 패브릭 블록체인을 어떻게 구현해 가는지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 대해 심도 있게 기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카루스체인 플랫폼
참여자가 어떻게 시스템을 사용하고, 공급망 데이터를 공유/보호하며,
컴플라이언스를 이행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카루스체인 핵심 컨셉트
블록체인 참여자 조직 (공급망 참여자)
각 카루스체인 블록체인 참여자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엔티티이다

참여자들은 다음의 기능을 할 수 있다:
•

네트워크 환경 확보

•

멤버십 서비스 공급자 (MSP)

•

노드

참여자는 카루스체인이 노드에 제공한 스마트 계약 (체인코드)을 관리하고 배치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커스텀 비즈니스 로직을 카루스체인 플랫폼 생태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커스텀 스마트 계약을 통합할 수 있다.

채널
하이퍼레저 채널 (채널)은 분산원장기술 (DLT) 구현의 핵심 요소이다. 채널은 데이터가
영구적인 트랜잭션 (비가역적 트랜잭션)의 형태로 캡처되는 블록체인 원장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한 정보 저장소를 나타낸다. 카루스체인은 참여자들이 서로간에 자신만의
채널을 만들어 비공개 원장에서 데이터 전송 및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비공개
원장이야 말로 데이터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투명성과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감사를
용이하게 하는 카루스체인만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를 위한 개인 원장 사용과 함께 카루스체인은 플랫폼 생태계가 중요한 운영
플랫폼 데이터를 가지는 중앙 집중식 글로벌 원장을 보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카루스체인 플랫폼 코어는 블록체인 참여자의 비공개 원장에 저장된 주요/기밀 산업
데이터를 글로벌 원장에 저장하지 않고도 작동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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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 데이터 수정/정정
블록 체인 기술의 주요 가치 중 하나는 데이터 지속성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록되는
체인에 대해 취한 조치의 불변성이다. 그러나 카루스체인 플랫폼은 오류가 있는 이전
데이터 요소를 수정해야 하는 비즈니스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참여자는 증거/컨센서스에 따라 정확한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 자신이 통제하는
데이터 포인트/트랜잭션 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지속성이 가지는
가치는 데이터의 모든 상태가 기록되어 블록체인에 저장된다는 것이다.

이전 오류 상태를 검토할 수 있으며, 승인 받은 변경 사항을 확실하게 적용하게 된다.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가진 참여자는 원래의 트랜잭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정 사슬을
적용 할 수 있다. 이것은 초기 트랜잭션 후에 블록에 구조적으로 배치되는 다른
트랜잭션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데이터 구조는 수정안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모든 미래 수정안이나 상태 변경은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체인코드 (스마트 계약)
카루스체인 생태계에서 각 트랜잭션은 체인코드의 인스턴스를 통해 공유되거나 또는
비공개 채널로 분류된다. 카루스체인은 참여자 노드에 다음의 일반 체인코드 모듈을
배정할 수 있다:
•

엑세스 모듈

•

공급자 모듈

•

하드웨어 모듈

아래 그림을 보면 일부 참여자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커스텀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
커스텀 모듈을 통합하는 완벽한 기술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본 백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하이퍼레저 체인코드의 유연성은 무한하며 카루스체인은 참여자가
기존 생태계의 기능을 확장하여 다른 참여자에게 도움을 주고 이들과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커스텀 로직을 구현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엑세스 모듈
각 참여자는 비공개 채널 및 글로벌 채널에 엑세스 할 수 있다. 참여자는 채널에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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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위해 노드 중 하나에 배치된 액세스 모듈을 가지게 된다. 데이터 액세스 과정은 MSP
엔진과 함께 하이퍼레저 인증기관 (CA)이 준비한다. 액세스 모듈은 채널에 대한
트랜잭션을 진행 할 수 없으며 최근의 채널 상태만 읽을 수 있다.

공급자 모듈
공급자 모듈은 특정 참여자가 액세스 할 수 있는 일련의 채널에 대한 트랜잭션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하드웨어 모듈
채굴 하드웨어가 블록체인 데이터 흐름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하드웨어 모듈은
현장에 설치된 하드웨어와 블록체인 생태계 사이에 브리지를 형성한다. 즉, 공급자
모듈을 통해 채널에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실행하게 된다.

참여자 비용(Fees)
카루스체인에 참여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블록체인 참여자는 카루스 토큰 (KRS)의 형태로
생태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수익은 인프라 유지 관리, 플랫폼 개발 및 비즈니스 관리를
위해 사용된다. 이를 위해 카루스체인은 오퍼링(offering) 기간에 발생한 출자액에
비례하여 ERC20 토큰 (KRS)을 배포하게 된다.

KRS 토큰을 위해 모든 참여 조직은 플랫폼 생태계에 최초 온보딩(onboarding)/설정을
해야 한다. 또한 조직의 채널 양에 따라 결정된 계층 기반 플랫폼에서 운영하기 위한
월별 요금을 위해 KRS 토큰을 청구하게 된다.

카루스체인 채널
채널 구축 절차
채널은 카루스체인 블록체인 내부에서 핵심적인 통신 메커니즘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연결된 당사자간에 높은 수준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 조직 간의 통신을
연결해주는 방법이 있다.

채널 상태 및 트랜잭션 내역은 모든 기존 멤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채널 가입이 허용된
조직만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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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직은 카루스체인 생태계에 존재하는 여러 조직과의 고유한 채널 생성을 요청할 수
있다. 생태계에 이미 존재하는 고유하지 않은 채널 생성을 막기 위해 채널 생성이
제한되는 경우 채널 생성 절차에 대해 별도의 제한 사항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채널을
복제(공급망 또는 조직 집합의 한 지점 등)하려는 순진하거나 악의적인 시도를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널 ORG1-ORG2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ORG2 또는 ORG1은 새로운 채널
ORG1나 ORG2를 생성할 수 없다. 두 명 이상의 참여자가 있는 채널에도 동일한
제한사항이 적용된다.

채널 트랜잭션 방식

KEY=Car3, 값={색깔: 노란색, 구축: Volkswagen, model: Passat, owner: Max}

Version=0

KEY=Car2, 값={색깔: 초록색, 구축 : Hyundai, model: Tucson, owner: Jin Soo}

Version=0

KEY=Car1, 값={색깔: 빨간색, 구축: Ford, model: Mustang, owner: Brad}

Version=0

KEY=Car3, 값={색깔: 파란색, 구축 : Toyota, model: Prius, owner: Tomoko}

Version=0

W
L
0 (생성)

1 T1 T2 T3 T4

B

그림 참조59

다음과 같은 시각적 어휘가 사용되었다: 원장 (L)은 전체상태 ( W)와 블록체인(B)으로 구성되어 있다. W에는 CAR1,
CAR2, CAR3 및 CAR4와 같은 4개의 상태가 포함된다. B는 0과 1이라는 두 개의 블록을 포함하며, 블록 1은 T1, T2, T3,
T4의 네 가지 트랜잭션을 포함한다 60.

59
60

https://hyperledger-fabric.readthedocs.io/en/latest/ledger/ledger.html#transactions Example Fabric Ledger
위 패브릭 원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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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그림은 자동차 소유에 중점을 둔 채널의 하이퍼레저 패브릭 원장에 관한 것이다.
카루스체인 조직의 채널 원장 트랜잭션은 귀금속에 관한 것이지만, 트랜잭션 형식은
동일하다. 원장은 전체상태와 블록체인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상태는 Key가있는 상태를
포함한다. B 블록체인은 두 개의 블록을 가지며, Block 1 트랜잭션은 특정 귀금속 생산물
또는 투입물에 대한 핵심 가치 데이터를 보여준다. 버전 번호 0은 트랜잭션 데이터가 생성된
이후 갱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기본 구현 예시 & 조직의 라이프사이클
컴플라이언스 사용자 기반을 위한 커스텀 데이터 필드

유연한 트랜잭션 구조를 통해 생태계 참여자는 컴플라이언스 데이터에 대한 커스텀 필드를
생성하고 그것을 불변 트랜잭션 레코드로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플랫폼은 원래의 트랜잭션 구조를 유지하는 형식을 제안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카루스체인은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필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표준 데이터 유형을 제공하게 된다.

통합 포인트
•

P3- 하드웨어 모듈을 사용하여 블록체인에서 마이닝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마이닝 작업

•

K1- 하드웨어 모듈이 공급자 모듈(PM)에 데이터를 보내 선택한 채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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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한다. 데이터는 캡처되어 변경이 불가능한 저장소에 저장된다.
•

P2- 공급망 관리는 채굴 투입물/생산물의 작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제공한다. 예를 들어, 원료가 정제 공급망으로 전달되면, 이 데이터는 관련
원료를 포함하는 채널로 보내진다. 수령자는 특정 채널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불변성에 의존할 수 있다. 또한, 이 곳에서 레거시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통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P1- 공급망 관리는 액세스 모듈을 통해 블록체인의 데이터에 액세스한다.
새로운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 나타나면 액세스 모듈을 통해 물류부서에
통보된다.

엑세스 포인트
•

L3- 마이너의 메타 데이터, 모듈 메타 데이터 및 채널 관계는 글로벌 채널에
저장된다.

•

L1- 마이너는 Trader Organization과 공유하는 채널에 연결되어, 마이너와
Trader Organization간에 자재가 거래되는 작업과 관련된 트랜잭션을
진행하게 된다.

•

L2- 마이너는 제조업체와 공유하는 채널에 연결되어, 자재가 제조업체로
전달되는 작업과 관련된 트랜잭션을 진행하게 된다.

감사 포인트
•

A3—감사는 마이너와 다른 조직간의 기존 채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며, 요청
시 채널에 엑세스 할 수 있다.

•

A1, A2—감사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선별된 채널에서 읽기 전용으로만
트랜잭션 데이터에 엑세스 할 수 있다.

파트너 및 참여자로부터의 데이터 흐름
카루스체인 1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공급망 참여자의 데이터는 대부분 레거시
시스템에서 유출된다. 정제/제련 단계의 핵심 파트너는 혁신적인 하드웨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운스트림으로 흘려 보내기 전 업스트림 생산물을 스캔하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여자/ 사용자 기반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흐름 통합은 플랫폼 개발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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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루스체인 데이터 흐름 그림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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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노믹스 (Tokenomics)
암호화폐의 가치를 모델링하는 작업은 비교적 새로운 프로세스이다. 카루스 토큰
(KRS)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평가 접근법과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현실을 혼합한 가장
발전된 자산 가격 책정 방법 중 하나 인 INET가 최고의 insight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귀금속 수요
연간 금 수요 (단위: 10억 달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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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은 & 백금 수요 (단위: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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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루스체인의 전체시장 & 수익시장
카루스체인 전체시장 (TAM): 1,800억 달러
2013년 2,140억 달러에서 감소하였다.
카루스체인 유효시장 (SAM): 720억 달러
TAM .40
카루스체인 수익시장 (SOM): 216억 달러
SAM .30

카루스체인의 미래 시장
귀금속 시장은 향후 5년 간 1.1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5년간
카루스체인의 미래 시장은 아래와 같다:
TAM: 2,070억 달러
SAM: 828억 달러
SOM: 248억 달러

TAM

SAM

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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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루스체인
거래소 공개(IEO)
카루스체인 팀은 카루스체인 플랫폼의 지속적인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토큰 오퍼링 (token offering)을 시작하였다. 가격, 수량, 가격 지수, 관세 및 시가
총액은 미국 내외에서의 BTC 가격 간의 상관 관계를 보여 주며, 잠재 수익 예측을 위해
(주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토큰 오퍼링은 ERC20기반 카루스 토큰 또는 (KRS)
형태로 진행된다. 유틸리티 토큰인 KRS는 플랫폼 생태계를 발전시킬 것이며 변동 수수료
결제 메커니즘이 될 것이다.

KRS 토큰 오퍼링 조건
•

KRS 토큰의 총 공급량은 500,000,000이다.

•

비트코인(Bitcoin)과 이더(Ether) 만 KRS 토큰으로 교환된다.

•

비공개 판매 단계인 1단계가 완료되고, KRS 토큰 37,603,240에 상응하는 KRS
토큰 1백 9십만 달러어치가 50% 할인된 가격으로 첫 번째 기부자에게
판매되었다.

•

공개 판매 단계인 2단계가 공식 거래에서 개시될 예정이다.

•

오퍼링의 모금 상한선 (Hard Cap)은 1 천만 달러이다.

•

미 판매된 모든 토큰은 오퍼링 종료 시점에 토큰 리저브로 반환된다.

•

미국, 일본 및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는 토큰을 이용할 수 없다.

토큰 이코노미(KRS 유틸리티 토큰)
KRS 토큰은 카루스체인 플랫폼에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플랫폼 참여자는 새로운 조직의 온보딩과 관련된 수수료를 정산하기 위해
KRS를 사용하게 된다. 모든 참여자들 또한 KRS를 사용하여 매월 카루스체인 플랫폼
액세스 비용을 정산한다. 플랫폼 액세스 비용은 조직의 채널 볼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최소 월간 요금 단위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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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O 수익금
카루스체인 플랫폼은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 팀은 플랫폼 시작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할 지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오퍼링 수익금은 플랫폼 개발 및 유지
관리에 필수적이며, 아래 도해는 카루스체인 플랫폼 발전을 위한 수익금 배분에 관한
것이다.

법률

하드웨어
통합

10
%
10%

운영

10%

사업개발

45
%

개발

25
%

팀 분배

5%
운영자금

20%
자금조달
중 판매된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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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45 퍼센트
카루스체인 플랫폼이 주요 업계 파트너와 협업 및 협력할 수 있도록 해당 플랫폼을
타임 라인에서 최고 수준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수익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사용한다.
카루스체인은 레거시 시스템과의 통합 및 하이퍼레저 기반 시스템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숙련된 전문 블록체인 개발자들로 구성될 것이다.

사업개발 및 파트너십 25 퍼센트
카루스체인 플랫폼은 잠재적인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에 의존하고 있다. 플랫폼은 글로벌
공급망의 모든 참여자가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오퍼링 수익금의 대부분은 역동적인
사용자 모집 전문가 그룹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 팀은
카루스체인 플랫폼의 핵심 가치 명제를 최대한 많은 잠재 고객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해당 팀은 사용자들에게 홍보하고 교육시켜 온보드 시킬 것이다.

카루스체인은 귀금속 추출, 거래 및 활용 (전자 제품, 보석 등) 업계 경력자와 함께 기술적인
배경을 가진 멤버들로 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경영 팀도 해당 분야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장 우수하고 스마트한 직원을 채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법률 10퍼센트
카루스체인 플랫폼은 규제가 엄격한 업계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수익금의 일부는
진행중인 법률 문제 및 비용을 위해 따로 책정된다.

운영 10퍼센트
카루스체인의 백 오피스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 경영진과 관리 팀도 수익금의
일부를 할당 받게 된다.

하드웨어 통합 10퍼센트
카루스체인 플랫폼이 하드웨어 모듈을 지속적으로 연구 및 개발하고, 공급망의 주요
지점에서 업스트림 생산자와 통합할 수 있도록 수익금의 일부를 할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토큰 예비금 10퍼센트
총 KRS 토큰 공급량의 65%가 오퍼링 된다. 오퍼링 되지 않은 나머지 35%의 KRS 토큰은
일반 토큰 예비금 10%와 전략적 성장을 위한 토큰예비금 20%로 각각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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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이 가능하거나 예상치 못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카루스체인 회사가 충분한
운영 자본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일반 토큰 예비금을 사용하게 된다. 시장 상황은 빠르게
변할 수 있으며, 토큰 예비금은 거시적 위험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예비금은 경영진이 회사가 존폐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전략적 성장을 위한 토큰 예비금 20퍼센트
전략적 성장을 위한 토큰 예비금은 주로 회사를 성장시키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시장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비금을 가지고 경영진은 긍정적인 거시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사업 개발팀을 구성하기 위해 현재 할당된 수익금으로는
폭등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성장 예비금의 일부를 확장 자금으로 할당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R&D에 할당된 자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우도 있다. 하드웨어
모듈 개발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성장 예비금에서 적절한 할당을 하게 된다. 카루스체인
프로젝트는 성장 예비금을 사용하여 중요한 확장에 대한 긴급 자금 수요를 원활하게
대처하게 된다. 토큰 소지자는 카루스 경영진이 비즈니스 통찰력을 통해 성장을 사업확대
또는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 성장 예비금을 사용하여 현명하고 능동적인 자금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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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루스체인 개발 로드맵
주요지표
1.

7.
a.

스캐일링 인프라

하이퍼레저 1.2를 위한

b.

지원인력

클라우드 인프라 확보

c.

커스텀 현장 통합

인프라
a.

스캐일링, 지원, 커스텀 통합

b.

개발 인프라

c.

개발 흐름 & 가이드라인

단계

문서화

1 단계 - 12 주

d.

e.
2.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

인프라

및 자동확인

•

하이퍼레저 구축

백업 프로세스 & 자동화
하이퍼레저 커스터마이제이션 & 구축

a.

멤버십 서비스 공급자 & 인증기관

•

스마트 계약

구축

•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b.

노드 구성 자동화

c.

글로벌 채널 구축

3.

2 단계 – 24주

3 단계 – 24주

스마트 계약
a.

액세스 모듈

b.

공급자 모듈

4.

사용자 인터페이스
a.

API 통합

•

커스텀 스마트 계약

4 단계 – 진행 중

카루스체인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b.

•

조직관리 사용자

•

스캐일링

•

지원

•

커스텀 현장 통합

인터페이스
c.
5.

조직부서를 위한 UI
API 통합

a.

레거시 통합을 위한 API 개설

b.

제3자 통합을 위한 API

6.

커스텀 스마트 계약
a.

하드웨어 모듈

b.

커스텀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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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카루스체인 팀은 열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핵심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술
방식을 통해 귀금속 공급망을 이끌고 있다.

Richard Verkley
CEO 겸 회장
Richard Verkley는 카루스체인의 회장 겸 창립자이다.
기업가이자 사업가인 Richard회장은 수십 년 동안 대규모 상업
벤처를 여러 차례 시장에 선보였다. 그는 국제 프랜차이즈 조직
구축, 고유한 성장 전략 실행, 새로운 개념을 다양한 업계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Richard 회장은 시장
기회를 염두에 두고 강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비전을 지원할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있다. 그는 광업 및 귀금속 산업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Richard 회장은 남아메리카에서의
광업 경험을 활용하여 기술의 사용을 강조하면서 업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마이닝 부분에서의 블록체인의 전환
가능성”과 “블록체인이 금 투자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예이다. Richard 회장이 현재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특허 출원중인 변형 기술을 귀금속 마이닝 부분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이 기술은 마이닝 분야의 수익을 높이고
마이닝 프로세스에 AI를 통합하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Richard회장은 가족과 함께
세계를 여행하며 자선 단체인 Hearts of Gold에 참여하고 있다.

James McDowell
COO
James는 JP Morgan과 같은 주요 투자 은행에서 12년 이상의 운영
및 재무 경력을 쌓았으며, 최근에는 세계 최대 거래소인
Intercontinental Exchange (ICE)에서 7년 동안 근무한 바 있다.
그는 기술 및 핀테크 신생 업체와 함께 중요한 신규 비즈니스를
개발 및 운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초에는 신용
디폴트 스왑 (CSD) 거래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 및 스마트 계약의 최초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James는 게임의 룰을 바꾸는 기술의 열렬한 후원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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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van der Zalm
CFO
Robert는 카루스체인의 CFO이다. 그는 소비자 제품, 특수 화학
제품, 농업, 다운스트림 석유 및 가스뿐만 아니라 금속 분야에서
28년간 재무 관리 경력을 축적해 왔다. 카루스체인에 합류하기
전에는 싱가포르에 상장된 상품 거래 회사인 Noble Group의 CFO
로 근무하였다. 이전에는 BHP Billiton의 글로벌 알루미늄 사업부
CFO를 역임하였다. 그는 Unilever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유럽, 러시아 및 SE 아시아에서 다수의 재무관리 직책을
수행한 바 있다. Robert는 가스 및 전력 거래 사업 부문 CFO가 되기
전에는 쉘 (Shell)에 합류하여 다운스트림 사업부문에서 재무 및 M
&A 분야 고위 관리직을 역임하였다. Robert는 Oxford 대학에서
화학 학위를 받았다.

Bruce Wilkinson
Chief of Staff
MBA, PMP인 Bruce Wilkinson는 기술 중심의 기업 이니셔티브
및 프로젝트 팀을 창립에서 사업완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으로 이끌어 온 숙련된 비즈니스 전략가/프로젝트
관리자이다. Bruce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각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프로젝트,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전자 건강 기록 및 실무 관리 시스템 구현 및 대형 플랜트
운영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완벽하게 라이프 사이클
프로젝트를 관리하였다. Bruce는 기업 생산성, 시간 관리 및
긍정적인 팀 역학관계 촉진과 관련하여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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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s
Stanislav Synko
블록체인 기술
Stan은 복잡한 시스템 기술 구현 및 소프트웨어 제품 구축에 대해 신생
및 기업고객에게 조언을 제공하면서 기술정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 Stan은 처음부터 공개 및 비공개 블록체인 시스템을
신뢰해 왔다. 해당 분야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기업이 스마트 계약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통합 할 수 있도록 지원,
하이퍼레저에 초점을 맞춘 우수한 공개 및 비공개 블록체인 시스템
설계, 다중 서명 솔루션 확보 및 비트코인 지갑 개발 전문성 보유
(Stan은 Harvard, Rutgers Business School, AIS Educator Conference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워크샵과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뉴욕 및
캘리포니아에서 수십 건의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David Pierini
블록체인 기술
David는 실리콘 밸리에서 초기 단계의 신생기업에 대한 자문제공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Cisco Systems 및 IBM Watson과
제휴한 금융 기술 벤처 기업인 OnRamp Systems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고문으로 이직했다. OnRamp는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이자 Fortune 500 대 기업에 대한 ASC 606 Revenue
Recognition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며 Dodd-Frank 및 RRP 조항 이행 등
복잡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계 학습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그는 McGuire Woods LLP 및 Freddie Mac의 법률 부서에서도 근무한
바 있다. David는 블록체인 시스템 및 스마트 계약의 개발과 법률 및
규제 시스템의 교차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 William&Mary에서 JD를,
조지 타운 대학교 법학 센터 세무관련 과에서 LL.M을 취득하였다.

Mike Templeman
마케팅 전략
Mike Templeman은 B2B SaaS 전문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 회사인 Foxtail
Marketing의 CEO이다. 그는 기술, 마케팅 및 중소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근무 시간 외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시장에서 수십 개의 ICO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노련한 암호화폐
연구가이자 전략가이다. 그는 Forbes, Entrepreneur 및 기타 여러 주요
간행물에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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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X. Ellul
법규 및 컴플라이언스
Marc X. Ellul은 25년간 지브롤터 변호사로 경력을 쌓아왔다.
그는 Ellul&Co. (www.ellul.gi)의 매니징 파트너이며, 회사의
핀테크 팀을 이끌고 있다. 그는 지브롤터 재무 센터 협회
의장이다. 지브롤터의 모든 금융 서비스 산업 협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이 협회의 목적은 금융 센터를 개발하여 지브롤터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협회는 상무부 장관, 정부
관료 및 FSC와의 정기 모임을 통해 금융 센터 정책 및 입법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또한 2014년에 회사
법을 개정한 회사 법 개정위원회의 의장이었으며, 지브롤터
변호사를 위한 AML 가이던스 노트를 작성한 팀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현재 주로 기업, 자금, 세금 및 핀테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규제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가상화폐공개 (ICO) 및 디지털 자산 투자 자금 설립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면서 지브롤터의 블록체인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Luciano Pesci PhD
경제 자문
Luciano는 경제학자이자 데이터 과학자 겸 미래학자이다. 여러
고등교육 기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수이면서 동시에
데이터 과학과 연구 및 경제 모델링을 혼합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 기업이 Emperitas의 창업자이자 CE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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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증명 (PoC)
카루스체인 프로젝트는 현재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공급망 참여자들과 여러 종류의
개념 증명 구현에 참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카루스체인 팀은 귀금속 공급망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을 계속할
것이다. 당사의 개념 증명 파트너들은 카루스체인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실제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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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및 규제관련 정보 공개서
내부기업지배구조 통제, 정책 및 절차
위의 주요 원칙은 경영진에 대한 훌륭한 거버넌스 가이드가 된다. 또한, 카루스체인은
최고 수준의 기준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업 지배 구조 정책 - 높은 지배 구조 기준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통제를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여기에는 이사회 및 기타 운영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사회와 각 관리 팀 구성원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보고 방법 (이사회에 대한 보고 방법), 이해 충돌 정책 및 일련의 기타
내부 통제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

반 금융 범죄 정책 - 여기에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지원, 뇌물 및 부패 방지 및
의심스러운 거래를 지브롤터 당국에 보고하기 위한 지브롤터 법 (EU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방법론이 포함된다.

•

고객 실사 평가 정책 - 개인 및 모든 유형의 법인체에 대한 접근법을 포함하여
고객 평가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 (EU 기준)이 포함된다.

•

리스크 관리 정책 -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식별, 평가, 관리 및 완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

GDPR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보호 정책 – 회사는 데이터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2018년 5월 25일에 발효 된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디지털 자산 및 ICT/사이버 보안 보호 정책 -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철저한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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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osures & Legal
백서의 내용
KRS 토큰 판매에 참여하기 전 백서의 내용을 주의 깊게 숙지하도록 한다. 백서의
내용은 금융 프로모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카루스체인 외의 어떠한 기관도 백서에
명시된 계획 (개발은 변경될 수 있다)에 따라 운영 및 기능을 하게 될 KRS 토큰을 발행
할 수 없다.

KRS 판매
백서 및 이와 관련하여 발행된 다른 모든 문서는 카루스체인 플랫폼의 개발 및 사용과
관련하여 KRS 판매에 대한 토큰 오퍼링과 관련이 있다.

규제 대상 제품 오퍼 금지
백서는 유가 증권 또는 기타 규제 대상 제품의 제공 또는 권유, 투자 목적의 홍보, 초청
또는 권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KRS 구매 terms는 금융 서비스 제공 문서 또는 안내서로
간주하지 않는다.

KRS 토큰의 유일한 목적은 백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카루스체인 플랫폼과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것이다.

KRS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또는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자본, 수익 또는 소득이나,
카루스체인 플랫폼 또는 다른 공개내지 비공개 기업, 법인, 재단 또는 다른 관할권의
기업과 관련이 있는 지적 재산에 대한 지분, 주식, 단위, 로열티 또는 권리를 대표하지
않는다. KRS 토큰은 증권 또는 유사한 법적 이익을 대표하지 않으며 투자 상품이
아니다.

자문 금지
백서는 KRS 구매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어떠한 계약 또는 구매 결정 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험에 대한 경고
KRS의 구매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 따라서 KRS 토큰 구매 전 백서 및 이와 관련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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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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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필수 전문가 자문
KRS 토큰 구매 결정 전 법률대리인, 회계사 및/또는 조세 전문가 (필요한 경우)와
상의하도록 한다.

백서는 미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서에는 회사의 신념, 특정한 가정 및 당사에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미래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백서에 명시된 프로젝트는 개발 단계에 있으며, 기술적 특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따라서 완성된 카루스체인 플랫폼은 백서에 명시된 프로젝트와 크게 다를 수 있다. 어떠한
계획이나 미래 예측 또는 전망에 대한 성취 또는 합리성에 대해 진술 또는 보증을 할 수
없으며, 본 문서의 어떠한 것도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진술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KRS와 카루스체인 플랫폼은 본 백서에 명시된 목적을 성취하거나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 실험적인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개발 및 사용과 관련이 있다.

모든 국가에서 라이선스 및 승인 취득을
보장하지 않는다.
회사는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완전하게 준수하고 주요 시장에서 필요한 라이선스 및
승인을 얻고자 한다. 따라서, 본 백서에 명시된 카루스체인 플랫폼의 모든 기능 개발
및 배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규제당국의 라이선스 및/또는 승인은 지브롤터 및
잠재적으로 관련 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 관할 구역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 회사, 및
관리 팀이나 Advisors의 구성원 누구도 특정 기간 내에 해당 라이선스 또는 승인을
취득할 수 있음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를 보장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안된 카루스체인
플랫폼의 일부 기능은 특정 시장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생태계의
특정 측면을 구조 조정하거나 및/또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회사의 견해
백서에 제시된 견해 및 의견은 회사의 견해이며 모든 관할 구역 (관할 구역의 규제 기관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의 정부, 준 정부,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의 공식 정책이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 백서에 포함된 정보는 당사에서 신뢰할만한 것으로 판단하는
출처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한 보증은 하지 않는다.

위험 요소
다음은 KRS 토큰 판매, 카루스체인 플랫폼 및 이와 관련하여 수행하게 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이다.

•

회사는 카루스체인 플랫폼을 실행 및 제공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

KRS는 디지털 화폐 시장 추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조치와 관련이 없는 디지털 화폐 시장의 사건으로 인해 KRS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할 수 있다.

•

카루스체인 플랫폼은 복잡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예상치 못한 개발 장벽으로 인해 출시가 크게 지연 될 수 있다.

•

경쟁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카루스체인 플랫폼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솔루션이 도입될 수 있으며, KRS 토큰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여
궁극적으로 카루스체인 플랫폼의 사업 목적 및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

디지털 화폐는 극도로 변동적이며, KRS는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국제법 및 규정에 따라 KRS의 거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

KRS의 사용은 정부 기관 및 규제 당국의 정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

KRS의 소유권은 이익을 잠식할 수도 있는 신규 및 예측할 수 없는 조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귀금속 산업은 현재 일부 산업 협회 및 정부 위임 사항을 벗어난 의미 있는
수준의 자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의 기밀성 및 비공개를
포함하여 마진을 보호하기 위한 기밀 유지에 의존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생산
또는 공급망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어떠한 인센티브도 얻을 수 없으며,
그렇게 할 의도도 없다. 카루스체인 프로젝트의 향후 단계에 내재된 기본적인
위험은 업계가 데이터를 최대 다수의 플랫폼 최종 사용자에게 공개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회사는 카루스체인 플랫폼을 도입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회사는 유동성 부족 및 거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는 KRS 또는 카루스체인
플랫폼에 필요한 모멘텀 및 수락을 창출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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