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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개요서는 ‘KDS(KODABScoin 축약어) 백서 Ver 2.0’을 축약한 줄거리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시간상 이 

백서의 전체를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본 개요만 읽어 보아도 이 “백서”의 내용을 어림 이해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없지만 KDS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본 개요만이라도 읽어 보기 바란다. 

 

우리 재단에서 발행한 KDS(코답스코인)는 BSC의 BEP-20 기반으로 만든 토큰형 디지털자산이다. KDS는 

2022. 3. 2 미국 LA카운티조달연구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30억개를 발행했다. 이러한 KDS의 이동과 

보관은 트러스트 월렛(Trust Wallet)이란 지갑에서 이루어 진다.  

 

우리 재단은 DAO 방식의 KDS커뮤니티를 환영한다. 또한 ‘중앙통제를 벗어나고, 커뮤니티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KDS를 설계하고 운영한다. 다만 재단은 생태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컨트롤만 행사할 것이다.  

 

 
 

우리 재단은 운영회사와 글로벌 파트너 그리고 KDS커뮤티티와 일심동체가 되어 KDS를 중심으로 실물자산 

토대의 “코답스 플랫폼(이하 ‘B9X’라 한다)”을 만들어 각 개의 비즈니스를 SPC로 연동해 글로벌 최고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비즈니스의 종류는 “(1)프롭테크, (2)카나비스, (3)천연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글로벌한 트리오(Trio) 비즈니스를 밸류체인(Value Chain)으로 창출하여 KDS를 글로벌 최고의 자산가치로 

선도해 간다.  

 

이러한 KDS를 두고, 흔히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내 손 안에 키우는 KDS!”라고 말하곤 한다.  

 

우리 재단은 KDS에 대하여 화려한 백서나 팀 또는 장황한 마케팅 퍼포먼스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내실이 

있는 생태계 운영 조력자로서의 역할만을 충실히 하면서 동시에 우리 KDS를 최고의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하여 

트리오 비즈니스의 가치창출에 주력할 것이며, 그 외 영역은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의결만으로 운영될 것이다.  

 

초기에는 코답스 플랫폼인 ‘B9X’ 대신 바이낸스체인을 활용한다. 바이낸스체인이란 BSC의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는 바이낸스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산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검증하며, 

바이낸스의 네이티브 코인인 BNB를 보유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스마트계약과 직접 상호 

작용하고 개인 키 보관을 유지하거나 유명한 거래소를 사용하여 암호를 추적하고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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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C는 스마트계약 지원 네트워크이다. 이 기술은 바이낸스체인과 함께 작동한다.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개발자에게 BSC는 ERC 블록체인과 매우 유사하게 보일 

것이다. 그 이유는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이 이더리움과 동일한 코드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BEP-20의 표준은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에서 BSC 토큰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ERC-20와 매우 유사하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ERC-20의 확장성과 가스비의 저렴성에 있다.  

 

우리 재단이 단기간에 이러한 BEP-20의 장점과 이점을 뛰어 넘을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심사숙고해 재단은 초기에 바이낸스체인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글로벌한 유수대학과 산학 

협력 체결을 통해 R&D로 트리오 비즈니스 분야에 최고 성능의 글로벌 B9X를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보의 독점은 비단 디지털자산 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 활동에 대하여 특정 소수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고급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고급 정보는 곧 돈이고 

권력이다. 이 때문에 정보격차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을 제공한다. 우리 재단은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시대에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철옹성 

같은 지식 정보의 장벽이 무너진다면 우리 재단이 추구하는 이념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재단은 이러한 소수의 특정집단의 고급 정보의 독점을 없애고 이들 정보의 장벽을 완전히 허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데이터, AI, 블록체인, ICT 등을 융합한 글로벌 B9X를 통해 KDS에 참여한 

모두에게 자유로운 커뮤니티 활동, 보다 좋은 이익과 혜택 그리고 안정성과 보안의 생태계를 투게더리즘 

(Togetherism)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둔다.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디지털자산의 등장은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블록체인은 사업의 운영 형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왔다. 재단은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다만 현재 디지털자산 업계가 탈중앙이라는 모토를 잊어버린 채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바이다. 초기 디지털자산은 현재처럼 변변한 백서도 없었고, 팀이나 

어드바이저도 갖추지 못했지만, 그 시장은 디지털자산 본래의 취지에 맞게 건전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디지털자산의 생태계를 제고해 보았을 때, 화려한 운영진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디지털자산을 가장한 스캠 

코인들이 홍수같이 쏟아졌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이 되었다.  

 

이러한 면들을 보면서 우리 재단은 ‘디지털자산 시장은 최소한으로만 개입’해야 하고, 코인의 가치 상승을 

위해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확보’해야 하며, 트리오 비즈니스 소득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그 ‘가치를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선을 세웠다.  

 

이와 같은 기준선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시장은 언제든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중앙통제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재단과 운영회사(LGW 

Property) 그리고 파트너들은 커뮤니티의 의사결정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이다.  

 

끝으로 우리 재단은 운영회사와 파트너들과 함께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자체적으로 규합되어 건전한 투자의 도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커뮤니티가 KDS를 통해 정보의 장벽을 넘어 이윤을 추구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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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화시대와 블록체인 

 

2-1. 정보화시대의 가치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향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가 

심해지면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회공동체의 유지가 위태로워지며 자본주의 체제가 파괴될 수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 자본의 격차가 있듯이 정보혁명 이후 디지털 정보사회에도 정보의 격차가 있다.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정보통신기기의 이용 역량과 이를 통한 정보활용 능력까지 디지털 정보 격차는 시간이 

지나갈 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재단은 이러한 정보의 격차가 블록체인 기술이 지향하는 가치와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판단한다. 정보의 불평등 이면에는 특정집단의 통제와 왜곡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단은 보다 평등한 정보의 공유를 우선의 가치로 두고 KDS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자료 : 2021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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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블록체인과 현실 
블록체인이 탄생한 이후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산업 개발을 위해 사회 전반에서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단 디지털자산업계 뿐만 아니다. 전 세계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가졌었지만, 이는 디지털 

자산이 가진 투기성에만 시선이 집중되었을 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2017~2018년, 과열된 

시장 상황으로 인해 투기의 수단이라는 오명을 입게 된 블록체인 시장은 한바탕의 진통을 겪었다. 이러한 성장통을 

끝낸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이 시대적 흐름이고 당연한 것임을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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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도 대중들에게는 이러한 상황들이 전달되지 못한 채 자신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우리 재단은 일반 대중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이 결코 어려운 이야기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비즈니스로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의 수단으로 (1)프롭테크, (2)카나비스, (3)천연자원을 선택했다.  

 

대중은 프롭테크, 카나비스, 천연자원라는 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지만 고급 정보에 대한 접근에 제한을 

가진다. 하지만 우리 재단은 이러한 트리오 실물자산에 대한 운영 경험을 통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를 

잇는 고급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대중은 비로소 트리오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 정보를 취득할 

것이다. 우리 재단은 블록체인 기술이 어렵지 않고 일반 대중들 안에서도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을 트리오 

비즈니스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블록체인 업계의 좋은 발자취로 남을 것이다. 

 

<출처 : Gartner, 2017~2030년 전세계 블록체인 사업 부가가치 예측> 

 
 

2-3. 정보 홍수 및 트러스트 월렛 
정보는 어떠한 사건과 현상을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왜곡된 정보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중들에게 제공되기도 한다. 우리는 현재 정보의 장벽보다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에서 우리 재단은 트리오 비즈니스 분야에 최적화된 전문 B9X 플랫폼을 통해 정확한 정보만을 공급한다. 이에 

커뮤니티는 이러한 정보를 분석해 KDS의 진면목을 보고 트러스트 월렛을 통해 KDS를 보관하고 이동한다. 

 

트러스트 월렛은 다중통화 월렛이다. 사용자는 앱에서 여러 개의 새 지갑을 만들 수 있고, 또 생성된 여러 지갑에 

사용 가능한 모든 코인 또는 토큰(이하 ‘코인’이라 한다)을 저장할 수 있다. 각 코인에는 사용자가 자금을 이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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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한 주소가 있다. 사용자가 앱의 브라우저를 통해 분산 애플리케이션(DApps)을 탐색할 수 

있고 탈중앙화거래소(DEX)에 액세스할 수도 있다. 또 코인을 교환하여 이익을 얻거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하여 

자산 가치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도 있다. KDS는 트러스트 월렛을 이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프로세스에 따라  

운영되며, 이는 2023년 가을에 출시할 B9X의 기본 설계도이다. 

 

 

 

 

 

 

 

 

 

 

2-4. DAO 및 KDS커뮤니티 
우리 재단 KDS커뮤니티는 DAO방식으로 운영된다. DAO는 특정 주체의 관리로부터 벗어난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구조이다. 재단 KDS커뮤니티는 구성원 각자의 자율적인 운영에 의해 활동하고, 

커뮤니티의 참가자 모두가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다. 정보제공을 하는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재단 KDS커뮤니티의 DAO방식 운영모델은 블록체인 

시스템에 의해 정보의 업데이트, 정보에 대한 스코어 부여, 인센티브 등이 이루어지는 자율조직이다. 

 
재단 KDS커뮤니티의 활동은 어떤 단체나 법인의 개입없이 완전 분산형 자율조직 형태로 운영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트리오 비즈니스라는 현실 세계에 실물자산을 SPC로 만든 

RAST(실물자산 지분 토큰) 토큰을 보유한 RTOC(실물 토큰제공 공동체)에 분산형 자율조직 모델을 투영시킨 의사 

소통의 중심지가 바로 본 KDS커뮤니티이기 때문이다.  

 

<DAO방식 커뮤니티의 활동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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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DS와 실물자산 

 

 

3-1. 디지털자산 
전통적인 의미의 디지털자산이란 물리적 자산과 마찬가지로 가상머신(VM), 서버,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등 

실체적인 가상의 어떤 컬렉션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용어였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블록체인, 핀테크, 혁신 

금융서비스 시장의 영향으로 의미가 상당히 발전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블록체인 발전에 암호화폐로써의 디지털자산은 필수불가결하다는 태도이다. 블록체인, 핀테크, 혁신금융 

서비스 업계에서는 전통적인 의미를 넘어 암호화폐를 가리키는 용어로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을 사용한다. 

화폐보다 자산의 관점에서 디지털자산에 접근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이다.  

3-2. 실물자산의 토큰화   
다양한 자산 중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을 선택하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 자산 중에서도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1)프롭테크, (2)카나비스, (3)천연자원을 손꼽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디지털자산은 큰 폭의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고위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양 극단의 위치에 있는 두 자산은 형태와 역사가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 재단은 “트리오 실물자산인 프롭테크, 카나비스, 천연자원을 디지털자산과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이를 융합 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연구를 많이 한 결과 그 해법을 찾았다. 

 
트리오 실물자산의 가치 변동 속도는 디지털자산에 비해 매우 더디고, 보유자가 목표로 하는 가치 실현 

구간은 매우 높다. 하지만 디지털자산은 속도는 빠르지만 변동성이 크며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재단은 이러한 

양 자산간의 큰 괴리를 좁히기 위해 두 생태계의 융합을 통해 해결했다.  

 

이러한 솔루션은 DAO 방식의 커뮤니티를 통해 실물 토큰 제공 공동체(RTOC, Real Token Offering 

Community)란 내부 제도를 만들어 실물자산을 SPC로 만들어 실물자산 지분 토큰(RAST, Real Asset Share 

Token)이란 토큰을 매개체로 하여 두 생태계를 융합해서 이를 해결했다.  

 

이 RTOC란 제도는 KDS커뮤니티가 거래를 통해 변동성이 높은 KDS 디지털자산을 그냥 보유만 할 수도 있고, 

또는 안정적인 트리오 실물자산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KDS를 RAST란 토큰으로 교환하여 보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KDS커뮤니티가 RAST를 보유할 경우, KDS커뮤니티의 의사 결정은 RTOC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는 다시 재단 생태계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KDS 자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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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KDS와 채권 

디지털자산 KDS는 채권과 유사성을 갖지만 디지털자산이 곧 채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은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돈을 빌려서 정해진 기간에 돈을 되돌려주겠다는 채무증서를 증권화시킨 것이다. 재단은 디지털 

자산 KDS의 발행인이지만 KDS를 통해 ‘트리오 실물자산’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금을 조성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투자의 경우 재단의 실물자산 비즈니스 모델 각 개의 RTOC 제도에 근거해 재단의 KDS커뮤니티가 

발기인의 출자자로 참여할 경우 출자금에 비례하여 RAST를 지급할 수는 있다. 이 때의 출자금은 해당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그러나 KDS를 채권 또는 증권으로 인정하여 모금행위가 이루어진다면 STO(증권형토큰)로 그 형태가 

바뀌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 때문에 재단은 KDS를 KDS커뮤니티의 자율성에 의한 가부 결정에 따라 보유하거나  

또는 상장 후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 자금은 KDS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디지털자산이 채권을 뜻하지 않듯이 KDS는 채권이 아니라 디지털자산이며 B9X 내에서 기축통화로 사용된다. 

 

<디지털자산, 출처: 언론종합, KB경영연구소 재구성> 

    
 

3-4. KDS는 STO가 아니다. 

재단의 KDS는 증권형 토큰인 STO가 아니라 “BEP-20 기반의 토큰형 디지털자산”이다. 즉, KDS는 재단의 

운영회사 및 파트너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성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가치 변동의 디지털자산이다. KDS가 

RTOC 생태계의 환경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지만, 수익이나 배당을 위한 디지털자산은 아니다. STO는 토큰을 

통한 지분확보, 의결권 행사처럼 법인회사의 주주권을 갖는다. 하지만 KDS는 STO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의 

권한으로 얻는 배당, 의결권, 소유권 등을 행사할 수가 없다. 따라서 KDS는 RTOC 생태계의 환경에 활력을 주기 

위한 가상자산 또는 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을 뜻하고 그 가치가 주식처럼 오르내린다.  

 

<한국 2026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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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단의 생태계 
 

4-1. 생태계와 순환구조 
생태계는 영어로 ‘Ecosystem’을 뜻한다. 우리 재단의 생태계는 상호작용을 하는 유기체인 ‘KDS, DAO커뮤니티, 

KDS커뮤니티, 트리오 실물자산, RTOC, SPC, RAST, B9X 등과 또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 무생물 

환경을 묶어서 만든 하나의 집합체를 우리 재단의 생태계라 부른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재단의 생태계는 재단 발행의 KDS를 중심으로 DAO커뮤니티의 의사 결정에 따라 KDS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이는 다시 KDS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RTOC의 참여 여부에 따라 SPC와 RAST가 만들어 

진다. 이렇게 형성되고 만들어진 KDS 및 RAST는 2023년에 출시할 B9X에서 거래되고 교환하는 상호 작용을 

하면서 밸류체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KDS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 

이러한 재단 생태계의 목적은 KDS의 가족으로 참여한 커뮤니티와 이익을 함께 나누고, 또 가치 있는 공익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있다.  

 

<재단의 생태계> 

 

 

 

 

 

 

 

 

 

 

 

 

 

 

 

 

 

 

 

 

 

이와 같이 재단 생태계 형성의 순환구조는 먼저 재단이 KDS를 발행해 백서를 공개하고, 어떤 DAO커뮤니티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우리의 KDS를 보유하게 된다면, 이 DAO커뮤니티는 자동으로 KDS 

커뮤니티로 전환되어 우리 재단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이런 KDS커뮤티는 재단의 운영사와 글로벌 파트너들이 

운영하는 트리오 실물자산 각 개 SPC의 RTOC로 참여하거나 또는 불참하기도 한다. 만약 KDS커뮤니티가 이 

SPC에 참여를 결정할 경우, 이 KDS커뮤니티는 SPC의 RTOC로 전환되어 실물자산으로 만든 SPC의 발기인이 

되고, 또 주주모임 공동체가 되어 RAST 토큰을 보유하게 된다. 이 순환구조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RAST 

토큰을 보유한 RTOC커뮤니티는 SPC의 이익을 배당 받고, 또 SPC의 매도시 매도차익 또는 재개발시 개발이익을 

배당 받는다. 이러한 재단 생태계의 순환구조를 통해 재단의 생태계가 활기차게 형성되고 나아가 KDS의 

밸류체인이 창출됨으로써 KDS의 글로벌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KDS

B9X

재단

KDS

커뮤니티

PTOC

트리오비

즈니스

SPC

R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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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의 순환구조> 

 

 

  

 

 

 

 

 

 

 

 

4-2. 커뮤니티 
 

4-2-1. DAO의 개념 

DAO란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준말로 “탈중앙화 자율조직” 또는 "분산된 자치조직"을 

뜻한다. 특정한 중앙집권 주체의 개입없이 개인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제안과 투표 등의 의사표시를 통해 

다수결로 의결을 하고 이를 통해 DAO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조직이다.  

 

 
 

  DAO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 개의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 요소는 첫째 크라우드 스테이킹 

(Crowd staking), 둘째 거버넌스(Governance), 셋째 다오 서비스(DAO service)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DAO는 

세 개의 핵심 구성 요소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잇는 밸류체인 만들어 내는 에너지원로 작용하고 있다. 

 

 
 

 

4-2-2. KDS커뮤니티의 개념과 기능 

우리 재단에서 말하는 ‘KDS커뮤니티’란 탈중앙화 자율조직으로써 KDS를 보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인 

재단 DAO KDS 보유 KDS 커뮤니티 RTO 커뮤니티

RAS 토큰수익발생배당
KDS value 

체인

KDS 글로벌

가치 창출

Crowd-Staking 

DAO Services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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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를 의미한다. 이 공동체는 재단의 생태계와 KDS의 순환구조에 참여해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KDS커뮤니티와 KDS의 상호관계는 KDS커뮤니티없이 KDS없고, KDS없이 KDS커뮤니티도 없다. 따라서 이들 

상호간은 필수 불가결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각자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기능을 한다.  

 

KDS커뮤니티는 KDS를 통해 정보의 장벽을 허무는데 큰 역할을 하고, 또 KDS와 그 밖의 투명하고 유익한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된다. 특히 KDS커뮤니티는 트리오 비즈니스 각 개의 RTOC 구성원으로 참여해 실물 

자산의 주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익배당과 매도차익 또는 재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배당 받는다. 

 

KDS커뮤니티의 최고 가치는 집단지성이다. 집단지성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 또는 경쟁을 통해 얻어 

내는 지적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 KDS커뮤니티는 이러한 집단지성을 통해 하나하나의 목표들을 달성하고, 또 

블록체인, ICT, AI, 네트워크 등을 융합한 B9X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KDS의 가치를 만든 원천이 되기도 한다.  

 

4-3. RTOC 및 RAST 
 

4-3-1. 개념 

RTOC란 ‘Real Token Offering Community’의 약자로써 ‘실물 토큰제공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는 발기인모임과 

주권자 모임 그리고 수익자모임을 결합한 하나의 공동체의 성격을 갖는다. RAST는 ‘Real Asset Share Token’의 

약자로써 ‘실물자산 지분 토큰’을 뜻한다. 이 또한 ‘발기인주식인수청약서와 주식납입증명서 그리고 주식’을 하나로 

결합한 성격의 토큰이다. 예컨대, KDS커뮤니티가 자율적 의사소통을 통해 트리오 실물자산 각 개 중 어느 하나인 

RTOC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했다면, KDS커뮤니티의 구성원은 RTOC의 구성원이 되고, 이 구성원들 각 자는 RAST를 

보유하게 되며 매 분기별로 SPC의 이익을 배당 받고, 또 실물자산으로 만든 SPC의 주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4-3-2. 제도 및 기능 

RTOC제도란 재단이 실물자산을 SPC(Special Purpose Company)로 만들고자 할 경우, KDS커뮤니티에서 

구성한 RTOC가 발기인으로 참여해 RAST를 보유하고 재단의 운영사 또는 파트너들과 함께 실물자산 SPC를 

공유하고자 할 때에 해당된다. 이러한 RTOC 제도의 구성 요건은 (1) 재단 (2) 실물자산 (3) KDS커뮤니티가 구성한  

RTOC (4) 실물자산을 SPC로 만든 SPC의 주인을 상징하는 RAST로 구성된다.  

 

이 제도의 특성은 KDS커뮤니티 중심의 “발기인주식인수청약서+주식납입증명서+주식”을 결합해 하나로 단순화 

시킨 항상 고정 가격의 토큰인 RAST에 있다. 다시 말해서 재단이 RTOC의 구성원을 발기인으로 하여 실물자산을 

SPC로 만들 때 RTOC는 발기인으로 참여해 RAST를 받고, 다음의 4-3-3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RTOC는 실물자산인 SPC 내에서 KDS커뮤니티의 집단지성이며 실물자산의 주인이고, RAST 보유량에 

따라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의결권을 행사한다. 

 

<PTOC의 권한> 

 

RTOC 

RTOC 

RTOC 

R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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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RTOC 운영 프로세스 

RTOC 제도의 필수 요소는 재단, KDS커뮤니티, 실물자산, SPC, RAST, 위탁운영사 이상 5개의 구성 요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적 요건이 구비되면 (1) 재단이 실물자산의 프로젝트를 KDS커뮤니티에 공지 (2) KDS커뮤 

니티가 이 프로젝트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SPC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겠다는 ‘발기인주식인수청약서’ 

의 출자자명단(RTOC 구성원)을 재단에 제출 (3) 재단과 RTOC는 SPC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일정에 따라 

이 준비위원회가 SPC설립 발기인총회를 개최 (4) 이 발기인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재단과 RTOC에게 RAST를 

지급 (5) 이 SPC 대표자가 SPC의 법인등기를 완료한 후 SPC명의로 실물자산 프로젝트를 매입 (6) SPC는 이 

실물자산을 운영할 회사를 찾아 위탁 (7) 이 위탁회사는 이 실물자산을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SPC에게 지불 (8) 

SPC가 이 이익을 재단과 RTOC에게 배당하고, 또 이 실물자산을 적절한 시점에서 매각(또는 재개발)을 통해 

매각차익(또는 재개발이익)을 배당한 후 이 SPC 청산. 이에 SPC를 청산하면 이 프로젝트는 완료된다. 

 

 

4-4. KDS의 거래소 상장 

재단은 KDS를 2022년 미국, 한국, 중동에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상장을 통해 예비 참여자들에게 

거래소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KDS가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주된 목적은 참여자 유치 및 프로젝트 공시와 

대중화에 있다. 공시와 대중화는 재단 내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KDS커뮤니티 및 RTOC와 함께 KDS의 

밸류체인을 만들어 글로벌로 가치 창출을 선도해 간다. 

 

< 한국 주요 코인 거래소 상장 및 폐지 조건, 출처 The Block Post > 

                                                                                                                                           

 

프로젝트 관련 공시 외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보다 많은 예비 참여자들에게 KDS를 선보일 기회로 

삼는 것에 있다. 그리고 재단이 진행하는 비즈니스 정보를 공유하여 참여자들에게 제공한다. 재단은 정보의 장벽에 

가로막힌 참여자들에게 먼저 양질의 정보를 공급하고, 차후에는 간접투자 창구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재단은 거래소에 프로젝트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유관 업무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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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즈니스 모델 
 

5-1. 개요 
 

        재단은 KDS를 중심으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공익사회를 만들어 가는 “Togetherism”을 이념으로 

한다. 우리 재단은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밸류체인을 창출할 비즈니스 모델들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이러한 

연구 및 개발을 통해 프롭테크, 카나비스, 천연자원애 관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개발했고, 또 부대사업으로  

오토론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미국 카나비스 비즈니스에 대한 개별화 사업 중 하나로 한국에서 ‘뷰티-다이어트 음료사업’을 

시작하고, 한국 프롭테크 비즈니스 중 민관합작사업으로 ‘기회발전특구’를 관할 시청에 제안하여 2곳에 진행하며, 

러시아 연해주 하산지역에 해상LPG터미널을 건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재단의 진정성은 최고의 이익을 창출해 재단(운영사와 글로벌파트너를 포함한다)과 

KDS커뮤니티에게 배당함으로써 KDS의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공익사회를 구현하는데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단은 KDS 운영사인 Let’s Go World Property와 함께 2017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카나비스 사업”을 2020년 아델란토시로부터 “마리화나의 재배, 가공, 제조, 생산, 유통, 판매” 등에 관한 허가를 

취득하고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파트너인 한국 코답스뱅크의 프롭테크사업도 2019년 11월부터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최고급 빌라 신축사업”을 시행 중이며, 또 같은 청담동 소재 

“현대빌딩”을 매입하여 임대관리 후 재개발을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재단은 2023년 이후부터 미국의 카나비스 비즈니스에 대한 각 개의 프로젝트를 개별화하는 실물자산형 SPC를 

설립해 RAST로 RTOC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전개해 갈 예정이다. 특히 코답스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프롭테크 

비즈니스 중 가장 큰 기대를 거는 프로젝트는 2023년경 인허가를 취득할 계획인 “기회발전특구”이다.  

 

이 특구는 지역특구법에 근거해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경기도 광주시에 약 40만평 부지에 

웰니스/힐링단지∙VR/AR산업단지∙주상복합단지∙주거 및 공공시설 등의 ‘미니-웰니스산업도시형-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또 경기도 고양 특례시에 웰니스단지∙디지털자산산업단지∙주상복합단지 등의 ‘웰니스디지털자산산업 

단지형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을 지방정부와 함께 민관합작으로 RTOC 모형을 RAST를 발행해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2. 프롭테크 비즈니스 
  

5-2-1. 비즈니스 개념 

프롭테크(Proptech)란 “Property(부동산자산)+Technology(기술)”를 합성한 용어로써 부동산을 블록체인+Data 

+ICT+AI 등의 기술에 접목한 “부동산 디지털 종합 서비스사업”을 의미한다. 

 

재단에서 진행하는 프롭테크 비즈니스란 부동산을 이와 같은 기술과 접목해 “투자, 개발, 분양, 경매, NPL, 임대 

관리, 거래” 등을 수행하는 부동산종합서비스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비즈니스는 재단이 KDS커뮤니티를 통한 

RTOC에 투명성과 안전성을 토대로 최고의 이익을 창출하고, 이 이익을 ROTC에게 배당하여 함께 공익사회를 만들어 

가는 굿한 비즈니스이다.  

 

프롭테크 비즈니스의 개별적 의미에 있어 ‘부동산 투자사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과 KDS커뮤니티를 

연계해 RTOC를 구성한 후 자금을 조달해 최적의 부동산을 선택해  최적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을 RTO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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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하는 사업을 말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은 주택, 빌딩, 특구 조성, 신도시개발 등을 시행하여 분양하거나 또는 

임관대리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부동산의 경매 또는 NPL(담보부동산부실채권)사업’이란 경매기관으로부터 

경매를 받거나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NPL을 받아 대상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 후 재매각 하거나 또는 

임대관리를 해서 얻은 이익을 RTOC에게 배당하는 사업을 뜻하며, 기타 ‘거래 및 분양사업’은 앞에서 설명한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나 분양을 수행 하여 얻은 이익을 RTOC에게 배당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5-2-2. 프롭테크 제1호 “현대빌딩” 매입 진행  

재단의 한국파트너인 코답스뱅크는 2022년 6월부터 프롭테크 비즈니스 중 임대 관리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현대빌딩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임대 관리를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재개발을 통해 최고의 개발이익을 

창출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 빌딩은 임대 관리의 이익이 목표가 아니라 재개발로 최고의 이익을 만드는데 있다. 

 

<코답스프롭 제1호, 현대빌라 사업개요>  

사업명 코답스프롭 제1호 ‘현대빌딩 매입 프로젝트’ 

SPC 상호 코답스프롭제1호 주식회사 

위치(주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2-6, 청담역 8번출구에서 도보 1.6분 거리 

토지면적 925,88m2, 280.08평 

건물 및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6층, 2,998.07m2, 906.918평 

매매가격 450억원  

임대수익 및 수익률 현재 매월 6,135 만원, 수익률 1.6%  

프로젝트 진행방식 1. KDS커뮤니티 대상 RTOC 제도에 의한 RAST 방식 

2. 진행방법 

 (1) 코답스뱅크 현대빌딩 실물법인화 제안 → KDS커뮤니티 

 (2) KDS커뮤니티 현대빌딩 실물법인화 발기인참여 의결 → RTOC 구성 

    ※ KDS 보유자는 RAST로 교환 가능 

 (3) SPC 현대빌딩 RAST발행 및 출자납입금 확인과 동시 RAST 지급 

 (4) SPC 현대빌딩 실물법인 SPC설립 등기 완료 

 (5) SPC 실물자산의 현대빌딩 운영회사 선정  

 (6) 운영회사 운영이익 지불 → 자동시스템에 의해 RTOC에게 지불 

 (7) SPC 재개발 시행사 선정 및 준공 

 (8) 운영회사 신축빌딩 분양 및 배당 → RTOC 

 (9) 프로젝트 완료 및 SPC 청산 

RAST 발행 방법 1. 제1호 : 코답스프롭 제1호 주식회사 

2. 설립자본금 : 225억원 

3. 제1호 RAST 발행가 : 1개당 10,000 원 

4. 제1호 RAST 총 발행 개수 : 2,250,000 개 

5. 제1호 RAST 총 발행 가액 : 225 억원 

매입비용 조달 방법 

재개발비용 조달방법 

○ 자본금 + PF 

○ 기본자산 + PF 

총투자비용 ○ 480 억원 = 매입가(450)+제세공과금∙리모델링비∙운전자금(30) 

재개발 후 매각 이익 ○ 약 500 억원 = 지하 4층, 지상 16층 신축 및 매각  

SPC 청산 ○ 청산 절차에 의한 SPC 청산  

특기사항 450 억원 조달 방법 및 수익 배당 방법 

1. 금융권 대출 50% + KDS 코인을 RAST 토큰으로 교환하여 50% 

2. 수익구조 : 임대수익, 용적률 완화로 재개발시 개발이익 약 500억원 추정 

3. 수익배당 방식 

   - RAST 토큰 보유자 70%, 운영사 15%, KDS의 소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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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답스프롭 제1호, 현대빌딩 현장 사진> 

 

 
 

5-2-3. 프롭테크 제2호 “청담 효성빌라” 시행 진행  

코답스뱅크는 2019년 11월부터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63번지 소재 “청담63” 653평 부지에 최고급 빌라 시행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도로변에 위치한 ‘박승철헤어빌딩’ 대지면적 111평을 계약했고, 효성빌라 12세대 중 

11세대는 매도확인을 받았으며 1세대만 매도확약을 받으면 효성빌라 전 세대의 지주작업이 완료된다.  

 

이 시행 사업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써 100%의 매도확약을 할 경우 관할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하고 매매계약에 들어간다. 현재 ‘청담63’의 신축설계 및 조감도를 완료했고 1세대의 매매확약을 설득 중이다. 

 

<코답스프롭 제2호, 최고급 신축빌라 “청담63” 시행사업 개요> 

사업명 코답스프롭제2호 신축빌라 ‘청담63’ 시행 프로젝트’ 

SPC 상호 코답스프롭제2호 주식회사 

브랜드명 청담63 로얄카운티 

위치(주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63, 청담 효성빌라 및 박승철헤어빌딩 

토지면적 2,157m2, 652평 

신축빌라 연면적 건평 17,544m2 (5,307평), 지하 7층 지상 12층, 총 28세대 

지출 총액 2,700 억원 

세전 이익 약 800억원 

프로젝트 진행방식 1. KDS커무니티 대상 RTOC 제도에 의한 RAST 방식 

2. 진행방법 

 (1) 코답스뱅크 청담63 실물법인화 제안 → KDS커뮤니티 

 (2) KDS커뮤니티 청담63 실물법인화 발기인참여 의결 → RTOC 구성 

※ KDS 보유자는 RAST로 교환 가능 

 (3) 코답스뱅크와 시행사간의 계약체결 → SPC 설립 

 (4) SPC ‘청담63’ RAST발행 및 출자납입금 확인과 동시 RAST 지급 

 (5) SPC 청담63 실물법인 SPC설립 등기 완료 

 (6) SPC 실물자산 청담63에 대한 총괄 PM 회사 선정 

 (7) PM사 신축빌라에 대한 시공사 선정 보고 → 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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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PM사 신축빌라 인허가 검토 및 진행과정 보고 → SPC 

 (9) PM사 신축빌라 인허가 취득 및 진행과정 보고 → SPC 

 (10) PM사 신축빌라 PF 신청 및 입금 진행과정 보고 → SPC 

 (11) PM사 신축빌라 토지대금 잔금 지급 완료 보고 → SPC 

 (12) PM사 신축빌라 분양 착수 및 완료의 진행과정 보고 → SPC 

 (13) PM사 시공사 신축빌라 준공 및 준공허가 취득과정 보고 → SPC 

 (14) SPC PF대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  

 (15) SPC 시행 프로젝트의 이익금 배당 → RAST 및 참여자 

 (16) 프로젝트 완료 및 SPC 청산  

RAST 발행 방법 1. 제2호 : 코답스프롭테크제2호 주식회사 

2. 설립자본금 : 270억원 

3. 제2호 RAST 발행가 : 1개당 10,000 원 

4. 제2호 RAST 총 발행 개수 : 2,700,000 개 

5. 제2호 RAST 총 발행 가액 : 270 억원 

시행사업 조달 방법 ○ 자본금 + PF 

총투자비용 ○ 2,700 억원 = 토지비(900)+제세공과금+PM비+시공비+분양비+ 

                       운전자금+기타 부대비용 등 

시행 후 세전이익 ○ 1,000 억원 

SPC 청산 ○ 청산 절차에 의한 SPC 청산 

특기사항 시행 비용 2,700억원 조달 방법 및 수익 배당 방법 

1. 시행사+금융권 PF 90% : 2,430 억원 

- KDS 코인을 RAST 토큰으로 교환하여 10% : 270억원 

2. 수익구조 : 분양수익으로 세전 1,000억원 추정 

3. 수익배당 방식 

   - RAST 토큰 보유자 35%, 운영사 10%, 시행사 40%, KDS의 소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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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답스프롭 제2호, ‘청담63’ 조감도 및 청담빌라∙박승철헤어건물  현장사진> 

 

 

 
(좌측 청담63 조감도, 우측/상 박승철헤어건물, 우측/중 박승철헤어건물과 효성빌라, 우측/하 효성빌라) 

 

5-2-4. 프롭테크 제3호 “고양특례시 기회발전특구” 조성 민관합작사업 제안 신청 

재단의 한국파트너인 코답스뱅크는 2022년 8월경 지역특구법에 근거해 “고양특례시-기회발전특구”를 민간 특구 

제안 방식에 의해 약 25만평 부지에 ‘웰니스+디지털자산산업+주상복합단지+공공단지’ 등 웰니스와 산업에 주거문화를 

융복합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료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회발전특구 세제혜택) 

(1) 근거법 :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6조 

(2) 제안자 : 코답스코인 컨소시엄 

(3) 신청기관 : 고양특례시 

(4) 허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5) 총조성비용 : 약 2조원 

(6) 시행사 : 민관합작 SPC = 코답스코인 컨소시엄 + 고양특례시  

(7) 사업비조달 : SPC초기자금+자본금증자+Trench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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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프롭테크 제4호 “경기도 광주시 기회발전특구” 조성 민관합작사업 제안 신청 

재단의 한국파트너 코답스뱅크는 2022년 8월경 지역특구법에 근거해 “경기도 광주시-기회발전특구”를 민간 특구 

제안 방식에 의해 약 40만평을 ‘웰니스+힐링+체육산업+VR/AR산업단지+주상복합단지+주거 및 공공단지’ 등 웰니스와 

증강현실의 전문성을 갖춘 미니신도시개념의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향> 

 
 

5-3. 카나비스 비즈니스 
 

5-3-1. 개요  

카나비스 합법화를 공약으로 삼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이후 카나비스(대마 또는 마리화나)산업이 크게 

떠오르고 있다. 2020년 12월 UN 마약위원회는 WHO(국제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마 관련 약물 등급을 완화했다. 

이에 각 나라에서도 의료 및 기호용으로 대마를 활용한 상품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대마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나 식의학의 발달로 대마에서 해로운 부분을 제거하고 인체에 유익한 부분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마리화나는 

현재 미국 38개 주에서 허용되고 있다. 마리화나는 오랫동안 마약 취급을 받아왔지만, 헴프는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섬유나 기름 등을 추출하거나 식용 등으로 활용해왔다. 현재 의학은 CBD(Cannabidiol)와 THC(Tetrahydro 

Cannabinol)라는 함유량의 차이가 이런 품종의 차이를 만들었다. THC는 환각 작용의 성분인데 마리화나는 THC가 

CBD보다 훨씬 많다. 반면 헴프는 CBD의 구성비가 THC보다 훨씬 많고 CBD는 THC의 작용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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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제 보건 기구’(WHO)는 CBD가 간질 치료에 특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고 알츠하이머, 암,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에 치료 효과를 평가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국제마약위원회는 이런 WHO의 연구 

성과 및 권고를 따라 2020년 12월 2일 대마를 고위험 마약류에서 의존성이 강한 약물로 등급을 완화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1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기호용 대마 시장을 합법화한 미국은 대마초 전면 합법화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 많은 나라에서 대마의 비범죄화, 의료용 대마 합법화, 기호용 대마 합법화 등의 다양한 규제 완화하고 있다.   

한편, BDSA(Arcview Market Research)에 의하면 2025년 세계 대마시장을 아래표와 같이 예측하고 있다. 

 

 
 

또 한국의 매일경제 2021. 4. 26일자 「15조 '의료용 대마' 글로벌시장…韓기업, 규제에 묶여 다 놓칠판」이란 기사에 

의하면 ‘의료용 대마 성분은 치료제뿐 아니라 식품이나 화장품 등 관련 산업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 성분 칸나비디올(CBD) 관련 시장은 2028년 약 134억달러(약 

1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보도했다. 아래 그림은 이 기사에 실린 도표이다. 

 

 
 

영국에 본사를 둔 대마 관련 컨설팅 기업인 ‘프로히비션 파트너즈’의 2019년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에 이미 세계의 

대마 산업은 1030억 달러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중 아시아 시장은 125억 달러 시장이 될 것인데, 이는 북미와 

유럽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기호용 대마 시장이 의료용 대마 시장보다 더 큰데, 아시아는 

기호용 대마 시장이 125억 달러 중 18억 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했다. 

 

한국은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용 대마 제품 중 일부의 수입 사용을 법적으로 허가했다. 그리고 2021년 4월 1일부터는 

이 제품 중에서 소아 뇌전증 치료제로 알려진 Epidiolex 상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직 의료용 대마 상품에 

대한 수입 허가가 진행 중인 일본에 비해서는 비교적 빠른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의학의 발전으로 대마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대마 산업은 의료용과 기호용에서 다양한 상품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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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대마 산업의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일본 대마 재배 보존을 위해 마련한 

‘대마취체법’이 오히려 대마 산업 육성에 족쇄가 되어 일본 국내 재료를 통한 상품 개발이 현재까지는 어렵다. 따라서 

일본은 대마 산업의 시장 확대에 제약이 따를 것이다. 한국은 2020년 7월 안동시를 ‘헴프특구’로 지정해 2024년까지 

산업화 헴프 재배, 원료 의약품 제조 및 수출 실증, 산업화 헴프 관리라는 3개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산 대마 

원료의 사용이 불가능한 일본과는 달리 철저한 국가의 관리와 감독 아래에 양질의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5-3-2. 재단의 미국 카나비스 비즈니스 현황  

 

5-3-2-1. 캘리포니아주 아델란토시 허가 취득 

재단의 운영회사인 Let’s Go World Property, LLC. 축약어 LGW Property는 2017년부터 이 사업에 착수하여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아델란토시로부터 카나비스(마리화나 또는 대마)에 관한 재배, 가공 및 원료 추출을 통한 

식의약품에 관한 제조, 생산, 유통, 판매 등에 관한 허가를 취득하고, 현재 이 사업의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이 운영회사인 LGW Property의 지분 구성은 LGW Property가 50%를, 한국 파트너인 ‘코답스뱅크’가 50%를 

소유하고 있다. 이 운영회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아델란토시의 카나비스 재배지역에 토지를 매입했고, 

현재 재배시설과 가공시설을 건설 중에 있다. 카나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운영사가 현재까지 투자비용은 1,360 

만 달러($USD)에 이른다. 이 운영사의 파트너 회사인 코답스뱅크는 2022년 3월 LGW Property와의 투자계약을 통해 

300 만 달러($USD)의 투자금과 업무제휴 협력사업을 통해 지분 50%를 확보했다. 

 
<계약서, LGW Property & Kodab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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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주요 국가별 현황, 출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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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 캘리포니아주 아델란토시 카나비스 사업 현황 

   카나비스 사업에 대한 미국 현지의 사업 진행 현황표는 아래와 같다. 

 
<Design & Construction of Cultivation Facility> 

 
 

5-3-2-3. 미국 캘리포이아주 아델란토시 허가 사업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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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재단의 초기사업 개요 

재단의 LGW Property와 코답스뱅크의 초기사업은 마리화나 및 ‘뷰티-다이어트 음료’를 제조 생산하여 유통 

판매사업을 진행하고, 이 사업의 노하우를 토대로 중장기 사업으로 초기사업을 세계로 확장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추진 한다. 그리고 마리화나로부터 추출한 식의약품의 다양한 원료를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카나비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간 4모작에 걸쳐 수확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카나비스 사업에 대해 

미국 주정부 관할 시로부터 허가를 받기만 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품었다고들 말한다. KDS 운영사와 

코답스뱅크가 미국 아델란토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카나비스의 초기사업과 사업이익은 아래와 같다. 

 

5-3-3-1. 초기 사업 

재단의 KDS 운영법인 LGW Property는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델라토시부터 카나비스 재배 등에 관한 사업의 

인허가를 신청하여 2020년 이 시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했다. 이 법인은 아델란토시 내에 28,000평 부지를 매입했고, 

현재 재배시설과 가공시설을 건축 중에 있다. 이 법인은 재배시설과 가공시설이 준공되면 초기사업으로 마리화나 

재배의 연간 4모작을 활용하여 마리화나의 잎과 꽃봉우리를 말려 가공한 다음 유통 판매할 예정이다. 나아가 R&D를 

통해 뷰티 전문 다이어트용 음료의 원료를 추출해 한국으로 공급하여 ‘뷰티-다이어트 전문음료’를 제조 생산을 통하여 

유통 판매하는 비즈니스에 착수할 예정이다. 

 

5-3-3-2. 초기사업의 이익 

재단의 KDS 운영법인 LGW Property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카나비스의 초기 사업은 마리화나의 잎과 꽃봉우리를 

말려 가공해 유통 판매하는 사업으로 연간 매출액 약 5천만 달러(USD) 이상으로 한국 돈으로 약 640억원에 달한다. 이 

매출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순이익은 연간 약 500만 달러로 한화로 약 64억원에 이른다. 또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LGW Property와 한국 코답스뱅크는 2023년부터 ‘뷰티-다이어트 전용 음료수’ 사업을 한국에서 착수할 

계획으로 이 사업에서초기 년도 매출액 200억원으로 추정하며 세전 이익 40억원을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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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타 비즈니스 
 

5-4-1. 코답스 오토론 비즈니스 개요  

재단의 한국 파트너 코답스뱅크는 2022년 3월 한국자동차협회와 업무제휴를 맺고 2022년 6월부터 KDS커뮤니티 와 

한국자동차협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코답스 오토론’을 시작한다. 이 코답스 오토론 비즈니스는 자동차, 트럭, 중장비, 

중장비기계 등에 대한 오토론을 회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착수한다. 
 

<출처: 조세일보 2020.3.23.> 

     코답스뱅크, 한국자동차협회 등과 '코답스오토론 사업' 업무협약 
조세일보 | 조성효 기자 2022.03.23 16:58 

코답스뱅크가 23일 한국자동차협회, 미국 LGW Property와 한국자동차협회 회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코답스오토론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5-4-1-1. 오토론 비즈니스 내용  

코답스 오토론 비즈니스는 한국자동차협회의 회원, KDS커뮤니티, RTOC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로써 

아래와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 

(1) 대상 자동차 등 : 자동차, 트럭, 중장비, 중장비기계 등 

(2) 한도액 : 대상 자동차 등에 대한 신차 및 중고차 가격의 50% ~ 100% 

(3) 이자 : 오토론 이용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오토론 총액의 월이자는 1.0% ~ 1.9%에 의한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오토론 제반 정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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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사업 개요  

미국 P2P금융 관련 협회의 명칭은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MLA; Marketplace Lending Association)이다. MLA는  

P2P금융 관련 연구기관인 '온라인 대출정책연구소'와 통합해 미국 핀테크 위원회를 발족했다. 세계적으로 P2P금융은 

마켓플레이스 렌딩 또는 온라인 렌딩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켓플레이스 렌딩은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 서비스라는 의미다. 대출자는 개인, 소상공인, 법인 모두 가능하다. 투자자 역시 개인 

이나 법인, 금융회사 등으로 다양하다. 이때 마켓플레이스 금융기업 역시 하나의 투자 개체로서 투자에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대출자와 투자자 형태에 따라 P2P(Person-to-Person), I2P(Institution-to-Person), P2B(Person-

to-Business) 등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 통합해 '자금 연계의 장'이라는 의미로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P2P금융의 본질은 개인·소상공인·법인 등 다양한 대출자와 개인·법인·금융회사 등 다양한 투자자를 온라인상에서 

연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재단의 한국파트너인 코답스뱅크는 2022년 7월경 한국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법’에 근거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에 관한 사업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5-4-3-1.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사업이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통적인 재테크 수단이던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도 ‘0%대’를 바라보고 

있다. 은행에 돈을 맡겨 둬도 얻는 수익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이에 약 10% 안팎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에 투자자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2P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P2P 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면 불특정 

다수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금융 서비스다. 소액으로도 간편하게 대출 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P2P 금융을 법 테두리 안에 넣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이 2020년 8월에 시행되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커졌다.  

 

5-4-3-2.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사업의 내용 

코답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프롭테크 비즈니스에 대한 온라인투자금융 사업 

(2) 카니비스 비즈니스에 대한 온라인투자금융 사업 

(3) 천연자원 비즈니스에 대한 온라인투자금융 사업 

(4) 오토론 및 B9X 플랫폼 연동 온라인투자금융 사업 

(5) 기타 온라인금융플랫폼을 “B9X”와 연동하는 비즈니스 사업 

KDS 

KDS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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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러시아 연해주 하산지역 “해상 LPG가스터미널” 조성 및 운영사업   

재단의 한국파트너 코답스뱅크(전신 ‘블루리버뱅크’)는 2019년부터 추진한 러시아연방 연해주 하산지역 해상 

LPG가스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방역조치들이 

해제되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전쟁이 끝나면 이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1) 사업지 면적 : 42ha, 약 126,000평 

(2) 규모 : 해상 LPG터미널 조성, 초기 100만톤급 착수, 2차 추진 100만톤급 증설 → 총 200만톤급 

(3) 추정 이익 : 100만톤급 연간 사업이익 1 억 달러(USD), 약 1,260억원 

(4) 초기 경제성 분석 

    - 년간 판매 캐파는 100만톤, 가격 구조는 국제 Argus 가스 가격표 기준에 의함  

* 수출가(X), 탱크사용료(Y), 트레이딩 비용(Z), 선박운송료(A)  

* X – (Y+Z+A) = 년간 예상 이익은 약 1 억 달러(USD) 추정 → 추정근거 : 100만톤 X 50$(Y) + 50$(Z) 

 

                                      <협약서 : Vostok LPG & Blue river bank 및 비즈니스 회의 사진) 

 
 

지방정부와의 해상 LPG 가스 터미널 건설 부지사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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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래 비즈니스 모델 
 

6-1. 프롭테크 글로벌 확장 사업 
   재단은 글로벌 프롭테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세계화교화인공공외교협회 설립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화교화인공공외교협회 설립추진위원장은 현재 한국 서울 명동에 있는 한성화교 

협회 수석부회장이며 서울 연희동에 있는 한성중고등학교 이사회 상무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이중한, 그리고 대만 

메트로 TV 한국지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성화교중고등하교 이사회 간사로 재임하고 있는 황군이다. 글로벌 프롭테크 

프로젝트는 “재단, LGW Property, 코답스뱅크, 세계화교화인공공외교협회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글로벌파트너”라 

한다)는 공동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 아 래 - 

(1) 재한 한성화교협회의 공공발전을 위한 사업 

(2) 재한 한성화교중고등학교의 장학사업 

(3) KDS의 활성화 및 가치 상승을 위한 사업 

(4) 한국 및 글로벌 프롭테크 비즈니스 합작사업 

(5) 글로벌파트너와 연대한 싱가포르 온라인뱅크 설립 및 운영사업 

(6) 기타 글로벌파트너 간에 협의한 사업 

 

  
 

6-2. 카나비스 글로벌 확장 사업 
  미국 카나비스 사업은 북미 및 유럽에서 핫한 비즈니스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개요는 상기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미래 카나비스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 아 래 –  

(1) 2023~2025년경 : 미국 마리화나로부터 추출한 원료를 한국에 공급해 “뷰티 다이어트 전문 음료”를 한국에서 

제조∙생산하여 글로벌로 유통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 2026~2028년경 : 미국 마리화나에 대한 원료추출 R&D를 수행하여 사업성이 높은 식의약품의 원료를 생산하여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또 사업성이 높은 분야에서 RTOC의 RAST 토큰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한다. 

(3) 기타 마리화나와 관련된 미래 트랜드에 따른 성공 가능한 비즈니스를 발굴해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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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천연자원 개발 사업 
  재단은 한국파트너 코답스뱅크와 함께 미래의 보고(寶庫)인 천연자원에 관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1) 러시아 연해주 하산지역 “해상 LPG 가스터미널”의 아시아시장 안정화 사업 추진 

     (2) 기니공화국 알류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광산을 기한공동으로 개발하여 유통 판매할 계획이다.   

     (3)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다이아몬드광산을 러한공동으로 개발하여 유통 판매할 계획이다. 

6-4. 글로벌 STO거래소 설립 및 운영사업 
  재단, LGW Property, 코답스뱅크, 세계화교화인공공외교협회, 한국혁신금융서비스협회는 공동으로 공익성을 갖춘 

STO거래소의 설립을 한국에서 준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STO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STO 제도가 시행될 경우, 

“K-STO거래소”란 명칭으로 설립하여 STO 거래를 세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5. 글로벌 디지털자산 전문뱅크 설립 및 운영사업 
  온라인뱅킹(online banking)은 전자 금융의 일종으로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여 은행과 사용자 간의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 시스템이다.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낱말인 인터넷뱅킹(internet banking), 홈뱅킹(home banking, 문화어: 

가정은행업무)은 온라인 뱅킹의 유의어다. 참고로 디지털뱅킹(digital banking)은 온라인 뱅킹의 일부이자 유의어다. 

재단, LGW Property, 코답스뱅크, 세계화교화인공공외교협회 설립 준비위원회는 공동으로 싱가포르에 글로벌 

디지털자산 전문 뱅크를 설립 및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 디지털 뱅크는 2023년도부터 설립에 

착수하고, 싱가폴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전 세계의 화교들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전문 뱅크의 

운영을 통해 디지털은행과 디지털자산에 관한 글로벌 뱅킹 산업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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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ECHNOLOGY 
 

 

 7-1. BSC 기반의 KDS 
 

   7-1-1. BSC와 BEP-20S 

BNB는 바이낸스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하기 전인 2017년 6월 26일부터 2017년 7월 3일까지 11일간 진행된 초기 

코인 공개(ICO)를 통해 출시되었다. 초기 가격은 1 ETH에 2,700 BNB 또는 1 BTC에 20,000 BNB였다. BNB는 초기 코인 

공급을 통해 출시되었지만, 바이낸스의 수익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으며, 바이낸스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았다. BNB는 총 공급량 2억 개의 코인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ERC-20 토큰으로 처음 발행되었다. 1억 

BNB가 초기 코인 공급을 통해 제공되었지만, 현재 전체 공급량은 바이낸스 재단이 보유한 BNB를 주기적인 소각하기 

때문에 이보다 적다.   

BNB는 처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됐지만, ERC-20의 BNB 토큰은 이후 1:1 비율로 BEP-2의 BNB로 스왑 

되었다. BEP-2의 BNB는 바이낸스체인의 기본 코인이며, 메인넷은 2019. 4월에 출시됐다. 2020. 9.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스마트체인(BSC)을 출시했다. 이는 바이낸스체인과 병렬로 운영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다. BNB는 바이낸스체인에서 

BNB BEP-2, 바이낸스스마트체인 사에서의 BNB BEP-20,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의 BNB ERC-20로서 서로 다른 

형태의 BNB가 존재하고 있다. 

 

 

7-1-2. 재단의 ‘BEP-20’ 선택 

재단은 KDS의 플랫폼을 만들어 KDS를 직영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투명하고 보안기술이 탁월한 플랫폼을 

선택해서 이 플랫폼 기반에 KDS를 연동해 운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사숙고를 거듭했다. 초기 재단은 과도한 욕심으로 

KDS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연구 개발에 착수했지만, 우리 재단의 능력으로 세계적인 보안기술의 한계를 뚫는다는 것은 

매우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 그리하여 우리 재단은 보안성, 투명성, 

안정성에 있어서 세계적인 BNB의 “BEP-20”가 우리 재단이 추구하는 비즈니스에 최고로 적합하다는 것을 찾았다.  

 

이에 재단은 “BNB의 BEP-20 기반 KDS”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재단이 이러한 BEP-20를 선택한 이유는 이 

플랫폼이 매우 유연하고 세계적인 확장성과 다양한 이점이 많고, 또 이만한 플랫폼에 대응할 만한 플랫폼도 드물고, 또 

재단의 연구 능력과 자금이 이 플랫폼 연구진에 비해 새 발의 피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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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는 BEP-20를 기반으로 만들어 졌다. 그래서 KDS는 바이낸스 스마트체인과 바이낸스체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전자는 속도를 제공하지만 후자는 바이낸스 네트워크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바이내스체인 지갑의 확장성을 사용하면 BEP-20 토큰을 BEP-2 토큰으로 쉽게 교환도 할 수 있다. 

이를 교차체인 호환성이라고 한다. 

 

7-2. BEP-20 기반의 KDS 

 

7-2-1. BNB의 BEP 20의 활용성 

 

 

7-2-1-1. 호환성과 낮은 가스비용  

이더리움 가상 머신(EVM)을 통해 BSC는 이더리움과 호환되며, 메타마스크와 같은 이더리움 기반 DApps, 툴 및 

DeFi 제품을 지원한다. BSC는 또한 BSC가 계층 2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바이낸스체인(BC)과의 원활한 통합을 

제공한다. 특히 블록체인 상에서 BEP 20은 고속성과 거래 시 낮은 가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인기이다.  

 

7-2-1-2. 네이티브 Dapps 통합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은 유연성으로 인해 BSC 생태계에서 다양한 DeFi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할 수 있는 이점을 

갖추고 있다. KDS가 토큰형 코인을 BEP-20에 기반함으로써 블록체인에서 가장 인기있는 토큰 표준 인 ERC-20를 

확장한 BEP-20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토큰은 누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지, 방법 및 기타 관련 세부 

정보를 정의해준다. BEP-20은 BEP-2 및 ERC-20과 모두 호환되며 기술 사양으로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을 위해 

만들어졌다.  

 

7-2-1-3. 디지털자산의 안전성과 KDS의 보안성 

디지털자산이란 블록체인(Blockchain)에 기반한 코인 또는 가상자산이다. 현재 디지털자산의 안전성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디지털자산은 과연 안전할까? 디지털자산은 현재 안전하다고만 말할 수 없다. 이런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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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 기존 IT 시스템 상에서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암호화폐가 안전 하려면 그 기반인 블록체인의 

안전과 디지털자산 유통시스템의 안전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암호화폐 환경은 사용자와 거래소 그리고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보안의 위협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가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취약한 보안성에 대하여 KDS는 ‘데이터 보안’, ‘웹 보안’, ‘인증 보안’을 ‘BEP-20’를 기반으로 보완했다. 

그리고 재단이 2023에 구현하고자 하는 B9X 플랫폼은 이 시스템 전 요소와 전 계층에 대해 암호화를 적용할 것이며 

웹에 기반해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WAF를 통해 해킹 정보 유출의 비접근과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통합적 인증보안 체계를 갖출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KDS가 2023년 선보일 B9X의 보안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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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BEP 20 기반 KDS 

 

7-2-2-1. B9X의 개요   

우리 재단은 바이낸스의 BEP-20의 장점과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코답스-플랫폼(B9X)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R&D를 통해 2023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한다. B9X란 KDS를 중심으로 KDS커뮤니티가 RTOC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트리오 비즈니스와 디지털자산 전문 뱅킹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플랫폼이다.  

 

7-2-2-2. KDS는 BEP-20 기반의 토큰형 코인이다.  

우리 재단은 KDS를 BEP-20 기반의 토큰형 코답스코인(KDS)으로 발행했다. 코답스코인은 DAO식 KDS 

커뮤니티와 재단이 선정한 실물자산들을 DAO 방식으로 운영되는 RTOC 제도의 RAST 토큰을 통해 최고의 이익을 

창출한다. 또 RAST의 SPC들을 토대로 밸류체인을 창출해 KDS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기여한다. KDS는 B9X 내에서 

기축통화와 다른 코인 및 RAST 등과 교환의 기능을 하는 디지털자산이다. 

 

<DAO와 기업의 주요 특성 비교표, <출처 : 와래버스 2020.10.6>> 

    

 

7-2-3. B9X 플랫폼 

 

7-2-3-1. B9X의 개요   

우리 재단은 KDS, DAO 방식의 KDS커뮤니티, 트리오 비즈니스, 실물자산의 SPC와 RAST, DAO 방식의 RTOC,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코답스-DABS거래소, 코답스-STO거래소, 코답스-디지털자산 전문 뱅킹 등을 운영한다. 이러한 

재단의 모든 시스템들은 “B9X”라는 중앙 시스템과 연동되어 일심동체로 움직이는데, 이 때의 B9X를 ‘코답스-

플랫폼’이라고 부른다. 

 

7-2-3-2. B9X의 기능   

코답스-플랫폼인 B9X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R&D를 통해 2023년에 개발을 목표로 출시할 예정이다. 우리 

재단의 모든 비즈니스를 통할(Control)하고 통용(Circulation)되는 이 B9X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주요 특성 DAO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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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DS의 지갑서비스 시스템 연동 

(2) KDS커뮤니티 시스템 연동 

(3) 코답스-트리오 비즈니스 시스템 연동 

(4) 코답스-실물자산 SPC(RAST) 시스템 연동 

(5) 코답스-RTOC커뮤니티 시스템 연동 

(6) 코답스-온라인투자연계금융 시스템 연동 

(7) 코답스-DABS거래소 시스템 연동 

(8) 코답스-STO거래소 시스템 연동 

(9) 코답스-디지털자산 전문 뱅킹 시스템 운영 

 

7-2-3-3. B9X가 추구하는 디지털 생태계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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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KDS의 METRICS 
 

    8-1. KDS 발행 및 분배의 내용 

       

      8-1-1. KDS의 발행 

        재단이 발행한 2022년 3월 2일 ‘BEP-20 기반의 KDS’의 총 발행량은 30억개이다. 이 코인은 처음 발행을 끝으로 

추가 발행은 없다. KDS는 미국의 LGW Property가 운영하며 글로벌 파트너사인 한국의 코답스뱅크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이를 대리 운영한다.  

 

8-1-2. KDS의 분배 및 보호예수(락업) 

(1) 생태계 참여자        50% 

(2) 리저브 파트           50% 

   - 파트너, 운영위원회, 어드바이저, 홍보마케팅 

(3) KDS의 락업(보호예수)기간 및 상장일로부터 만 1년째되는 날부터 락업 해제 

    - 1단계 : 상장 된 날로부터 3개월 째 되는 날까지 3개월간 락업 : KDS 보유 물량의 3% 

    - 2단계 : 1단계가 종료 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락업 : KDS 보유물량의 10%  

    - 3단계 : 2단계가 종료 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락업 : KDS 보유물량의 15%  

    - 4단계 : 3단계가 종료 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락업 : KDS 보유물량의 22%  

(4) KDS의 기능과 교환가치 

   - B9X 상에서 기축통화로 현금처럼 사용 

   - B9X 상에서 다른 코인으로 또는 RAST 토큰으로 교환 

   - KDS의 교환가치는 거래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기준가를 공시하고 이 가격으로 24시간 고정시켜 교환된다. 

(5) 특기사항 : 재단은 대중을 상대로 KDS를 ICO 및 ETO로 진행하지 않는다. KDS 보유 회원은 재단의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코답스뱅크의 파트너인 한국혁신금융서비스협회와 한국자동자협회의 회원들과 DAO 커뮤니티 

에서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해 KDS를 보유한 KDS커뮤니티 회원으로만 구성한다. 

 

8-1-3. RAST 및 KDS 

KDS커뮤니티와 재단이 트리오 비즈니스 중 실물자산을 SPC로 전환하여 RAST를 발행할 경우,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RAST 토큰은 1개의 RAST 당 8 달러/USD(한화 10,000원)로 발행한다. 이 RAST 토큰은 실물 

자산이면서 동시에 RAST 토큰 1개의 가격은 항상 8 달러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KDS는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재단의 사업성과, 총매출액, R&D, 미래가치 등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변동성이 있는 디지털자산이다. 따라서 이 KDS는 B9X 내에서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또 다른 코인 또는 RAST 토큰으로 

교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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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KDS 운영위원회 

       

      8-2-1. 조직표 

     

 

 

 

 

 

 

 

 

 

 

 

 

 

 

8-2-2. 운영 구조 

 

 

 

 

 

 

운영위원장 고문 

수석부위원장 운영위원 전문위원 

사무국장  

 

홍보 

마케팅 

기획조정 조직지원 사업관리 

 

화교화인

협력 

연구원 

자율규제분과위원회 

LA카운티조달연구원 

LGW Property, LLC 

한국 코답스뱅크 

코답스코인운영위원회 

프롭테크 

카나비스 

천연자원 

실물자산 

비즈니스 

플랫폼 

KDS 

커뮤니티 

KDS 

운영위원회 
KDS

커뮤니티

실물자산

비즈니스

플랫폼

KDS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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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KDS운영위원회 구성원 

 

8-2-1. 고문 

 

8-2-1-1. 고문 안동수  

현,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수석부회장 

         현, 한국혁신금융서비스협회 고문 

전, KBS 부사장 

 

     8-2-1-2. 고문 유운영 

현, 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 명예회장 

전, 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 회장 

전, 대한석탄공사 상임감사 및 공보처 보도 담당관 

리스본대학교 국제정치학 석사 

 

8-2-1-3. 고문 김광현  

현, 한국NFT협회 회장  

현, 한국혁신금융서비스협회 고문  

전, 코스콤 대표이사  

전, LG CNS 공공사업본부장 및 상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8-2-2. 운영위원 

 

8-2-1-3. 운영위원장 Grace J. Han  

현, 미국 LA카운티조달연구원 원장  

현, 미국 재미한국여성경제인총연합회 회장  

현, 세계한상대회 고문 (전, 운영위원)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 고문 

 

8-2-1-4. 수석부위원장/CIS변호사 Liam H. Shin  

현, 글로벌 STO연구원 원장  

현, 한국혁신금융서비스협회 명예회장  

현, 국민경제사회협의회 금융경제회장,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 고문  

현, 세계화교화인공공외교협회 설립준비위원회 법률고문 

러시아 연방대법원 사법아카데미 금융법 박사과정 수료 

 

8-2-1-5. 운영위원 김혁  

현, 하림그룹 고문  

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본부장  

전, 청와대 행정관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8-2-1-6. 운영위원 Kap Jin Chung, Captain Chong  

현, 미국 Let’s Go World Property, LLC. 대표이사 

현, 미국 LA카운티조달연구원 고문  

현, 글로벌 STO연구원 부원장  

현, 글로벌 카나비스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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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하교 수학과 졸업 

 

8-2-1-6. 운영위원 Anna Cho  

현, 미국 Let’s Go World Property, LLC. 이사  

현, 미국 LA카운티조달연구원 전문위원 

현, 글로벌 STO연구원 부원장  

 

8-2-1-7. 운영위원 전우현  

현, 한양대학교 로스쿨 금융보험법 교수  

현,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전, 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회 자문위원 

전, 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현) 서울대학교 법대 총동창회 사무총장 

 

8-2-3. 전문영위원 

 

8-2-2-1. 전문위원 김성철  

현,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위원 

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및 서울대&삼성전자공동연구센터 원장 

전,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New York University Polytechnic Institute of Engineering, Ph.D. 

 

8-2-2-2. 전문위원 김창호  

현, 한국혁신금융서비스협회 상임이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상근 부원장 및 국회 전문위원(이사관급) 

전,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부총장 

정신문화연구원(현/한국학중앙연구원) 행정학 박사 

 

8-2-2-3. 전문위원 한동수  

현,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 

현, KAIST 스마트과학관전시기술연구단 단장 

현, 신세계 I&C 사외이사 

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정책자문위원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8-2-2-4. 전문위원 이중한  

   현, 한성화교협회 수석부회장 

현, 세계화교화인공공외교협회 설립준비위원장 

현, 글로벌 STO연구원 수석부원장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8-2-2-5. 전문위원 박인수  

  현,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 이사장 

  현, 한국혁신금융서비스협회 이사, 한국디지털자산경제협회 이사  

                    현, 글로벌 STO연구원 부원장 

                    한양대학교 행정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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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6. 전문위원 김도영  

  현, 광운대학교 컴퓨터물리학 교수 

                    현, 한국디지털자산경제협회 회장 

                    현,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 회장 

                    전, 국책사업기관 인천로봇랜드 사장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미국 조지아텍 컴퓨터물리학 박사 

 

8-2-1. 재단 및 파트너 

 

8-3-1. 재단(본부) 

 

8-2-1-1. 재단명칭 : 미국, LA카운티조달연구원  

(1) 원장 : Grace J. Han  

- 현재, 재미한국여성경제인총연합회 회장 

- 현재, 세계한상대회 고문 (전/운영위원) 

- 전, 미국 트럼프대통령 고문 

(2) 참고사항 

- 미국 전,트럼프 대통령 고문 및 공화당 멤버쉽 카드 

- 재단의 미국 LA시 택스증명서 

 
  

 

 

    
 

8-2-1-1. 운영회사 : 미국, let’s Go World Property, LLC. (약칭 LGW Property)  

       (1) 대표이사 : Kap Jin Chung, Captain Chong  

            - 현, 미국 LA카운티조달연구원 고문  

- 현, 글로벌 STO연구원 부원장 및 글로벌 카나비스연구원 원장 

        (2)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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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W Property의 등기부등본 등 

 

 

 

8-3-2. 파트너 

 

8-3-2-1. 한국 파트너 : 코답스뱅크 (Kodabs BanK)  

(1) 대표이사 : 신  솔 

(2) 본부 & 운영회사 소속 대리인 : 연락사무소장 Liam H. Shin    

- 현재, CIS 변호사 

- 현재, 한국혁신금융서비스협회 명예회장 

 

8-3-2-2. 코답스 파트너 : 한국자동차협회 

       ○ 대표자 : 총재 성 백 진 

 

8-3-2-3. 코답스 파트너 : 한국혁신금융서비스협회  

       ○ 대표자 : 회장 장 명 숙 

          - 현재, 대통령자문기관 민주평통 상임위원 겸 서울지역 강남구지회장 

          - 현재, 세계여성지도자회의 한국위원 

          - 현재,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수석부회장 

          - 전,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 (2) 및 대한적십자사 중앙본부 전문위원 

 

8-3-2-4. 코답스 파트너 : 세계화교화인공공외교협회 설립 준비위원회   

       ○ 대표자 : 위원장 이 중 한 

          - 현재, 한성화교협회 수석부회장 및 중국공산당 교련위원회 위원 

          - 현재, 한성화교중고등학교 이사회 상무이사 

          - 현재, 아이비씨 화장품 및 대만∙중국 아이비씨백화점 대표이사 

 

8-3-2-5. 코답스 파트너 : 러연방 Vostok LPG, 해상 LPG 가스 터미널 합작건립 운영사업  

       ○ 대표자 : 회장 Krakovsky Ed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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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OAD MAP 

 

    9-1. First Round  

       

      9-1-1. 2020년도 

- 1월 : 운영위원회 개최 → 시무식 및 사업계획 등 승인 

- 2~6월 : 코인은행 설립 및 코답스 코인의 기축통화 활용 기획 착수 

            코인뱅크 플랫폼 연구 개발 착수 

            프롭테크 플랫폼 연구 개발 착수 

            P2P금융 플랫폼 연구 개발 착수 

            STO 및 DABS 플랫폼 연구 개발 착수 

- 7~12월 : 2020년도 영업 총결산 

            코인뱅크 플랫폼 연구 개발 기획안 완성 

            프롭테크 플랫폼 연구 개발 기획안 완성 

            P2P금융 플랫폼 연구 개발 기획안 완성 

            STO 및 DABS 플랫폼 연구 개발 기획안 완성 

임시 주주총회 개최 : 4개 프로젝트 추진 및 한국, 싱가폴 코인사업 진출 승인 

운영위원회 개최 : 결산 

 

 

      9-2. Second Round  
 

9-2-1. 2021년도 

- 1월 : 운영위원회 개최 → 시무식 및 사업계획 등 승인 

- 2~6월 : 디지털자산 “메인넷시스템” 구축 외주계약 및 개발 착수 

            세계화교화인공공외교협회 설립준비위원회와 업무제휴 체결 

            디지털자산뱅크 플랫폼 프로젝트운영보고서 완료 및 검토 

            프롭테크 플랫폼 프로젝트운영보고서 전문기관 외주 

            P2P금융 플랫폼 프로젝트운영보고서 전문기관 외주 

            STO 및 DABS 플랫폼 프로젝트운영보고서 전문기관 외주 

- 7~12월 : 2021년도 영업 총결산 

            디지털자산 메인넷 플랫폼 완성 및 시운전 

            플랫폼 메인넷 보안문제로 폐기 및 재검토  

            PoS “솔라나” 기반 디지털자산-지갑 개발 용역  

            디지털자산뱅크 플랫폼 프로젝트 운영보고서 완료 및 검토 

            한국파트너 업무제휴 체결 : 블루리버뱅크 

            프롭테크 플랫폼 프로젝트 운영보고서 완료 및 검토 

            P2P금융 플랫폼 프로젝트 운영서 완료 및 검토 

            STO 및 DABS 플랫폼 프로젝트 운영보고서 완료 및 검토 

            임시 운영위원회 개최 : 프로젝트 및 한국 프롭테크 비즈니스 승인 

운영위원회 개최 :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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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Third Round  
 

9-3-1. 2022년도 

- 1월 : 운영위원회 개최 → 시무식 및 사업계획 등 승인 

- 2~4월 : PoS 솔라나 기반의 디지털자산 지갑 완성 및 테스트 

            디지털자산뱅크시스템 “B9X” 개발 착수 

            솔라나 기반 코인(KDS) 지갑개발의 월드 보안 문제점 발견 및 폐기 

BSC의 BEP-20 기반으로 KDS 개발 완료 및 시운전 

BSC의 BEP-20 기반 KDS 지갑을 Trust Wallet을 이용하여 시행 

            LGW property 및 LA카운티조달연구원의 한국연락사무소 개소 

            코답스뱅크 업무제휴 : 국민경제사회협의회, 한국디지털자산경제협회, 한국혁신금융서비스협회,  

            한국자동차협회 

- 5~8월 : 서울대학교 공대와 B9X의 개발을 위한 공동 R&D 착수  

    코답스프롭 제1호 청담동 “현대빌딩(매입가 450억원)” 매입 착수  

    코답스프롭 제2호 “청담63 노얄카운티 신축(총투자비용 2,700억원)” 시행권 시행착추 

            한국 FIU 등록 거래소 중 1개 거래소에 “KDS” 상장 계획  

            코답스온투금융㈜” 설립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금융위원회 등록 및 운영 계획 

코답스온투금융㈜의 ‘채권추심업’ 금융위원회 등록 및 NPL 매수 사업 개시 계획 

            글로벌 금융파트너와 합작사업 착수 계획 → “NPL(부동산부실채권)” 매매사업 

            미국 카나비스(마리화나)의 원료 추출을 위한 R&D 착수 

       - 9월 : 고양특례시에 “기회발전특구” 조성 민관합작사업 제안서 제출 → 힐링&디지털자산산업단지 

           경기도 광주시에 “기회발전특구” 조성 민관합작사업 제안서 제출 → 월니스&AR산업단지 

      - 10~12월 : 운영위원회 개최 및 2022년도 영업 총결산 계획 

            금융위원회에 제1호 부동산펀드 지정 승인 취득 계획  

            금융위원회에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형 토큰거래소인 “KODABS거래소” 허가 신청 계획 

            KDS의 글로벌화를 위해 “바이낸스거래소” 등록 계획  

운영위원회 개최 : 결산 

 

 

 

 

9-4. FOUR Round  
 

9-4-1. 2023년도 

- 1월 : 운영위원회 개최 → 시무식 및 사업계획 등 승인 

- 2월 ~6월 : 미국 카나비스의 재배시설 및 가공시설 준공 계획 

   고양특례시 및 경기 광주시의 “기회발전특구” 인가 취득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 

- 7~12월 : 초기사업 마리화나의 잎 및 꽃봉우리 가공 판매 및 유통 판매망 플랫폼 구축 완료 계획 

   마리화나 추출물 중 ‘뷰티-다이어트 음료수 원료’ 개발 및 한국 공급과 음료공장 착공 인허가 계획 

디지털자산 뱅크 시스템 코답스 플랫폼 “B9X” 시운전 및 개시 

고양특례시 및 경기 광주시의 “기회발전특구” 조성사업 착수 

러시아 연해주 하산지역 “해상 LPG 가스터미널 건설사업” 착수 

경기도 광주시 기회발전 특구 내 마리화나의 ‘뷰티-다이어트 음료수’ 공장부지계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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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적 고지 

 

 

이 백서의 저작권은 재단(‘운영회사∙코답스뱅크∙KDS커뮤니티’를 포함한다)에 있다. 본 백서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백서에 포함된 내용은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다. 이 백서는 증권 발행을 위한 계획서가 아니며. 또한 투자를 

유도하거나 증권 발행 또는 매수를 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투자 조언, 권유, 방향제시로 읽혀서는 안 된다.  

따라서 참여자는 코인, 토큰이 증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백서가 증권 발행을 위한 것이 아님을 물론 

재단∙운영사∙코답스뱅크∙KDS커뮤니티(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출시할 코인이 어떤 종류의 이익 배당이나 의결권도 부여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재단은 백서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나, 이 백서의 적법성, 제3자의 권리 비침해, 상업적으로 유용한 가치보유, 백서 내용의 

무결성 등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이 백서의 내용에 대해 재단과 그 계열사 그리고 참가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재단은 투자자가 이 백서를 일고 어떤 결정을 하거나, 이 백서를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모든 형태의 손해, 손실, 채무 등 기타 

재무적 피해에 대해 일체의 배상, 보상,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 백서와 관련된 코인, 토큰거래에 따른 미래의 수익 

혹은 손실을 보장하거나 담보하지 않는다. 참여자는 백서에 따른 참여하기 전에 법률, 금융, 세무 등 기타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조언을 구한 후 자신의 책임하에 참여를 결정하시길 바란다. 재단은 현재 시점에서 이 백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재단에서 

제공할 제품 및 서비스의 미래 개발 사항을 담보하지 않고, 백서에 제시된 로드맵은 재단에서 제공할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이러한 개발은 재단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단에서 코인의 거래에 있어 KDS와 

프롭테크∙카나비스∙천연자원의 토큰 거래 참여자들은 국가의 법, 정책 등이 디지털자산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지역의 개인, 자연인, 법인(이하 참여 제한자)에게 KDS 코인을 제공, 유통, 재판매, 양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참여 제한자들은 

이 백서와 관련된 코인 및 토큰의 거래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 제한자의 개입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여 제한자 또는 참여 제한자에게 제공, 유통, 재판매, 양도한 자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하길 바란다. 재단은 이 백서와 관련된 코인, 토큰 거래에 참여하려는 자가 제공한 신원 정보 등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그 밖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참여 제한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코인, 토큰 구매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마약 거래 등 범죄수익 자금으로 코인, 토큰 거래에 참여하거나 자금세탁, 테러자금 모집을 위하여 토큰 거래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위의 불법을 목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에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백서 및 관련 문서는 영어 이외의 문서로 번역될 수 있으며, 영어버전과 외국어 버전 사이에 불일치할 경우에는 한국어 

버전이 우선시된다. 재단의 면책범위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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