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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RBTO 프로젝트의 배경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life-balance)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의 도입, 다양한 문화기반 시설의 증가로 여가시간, 비용의 증가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행, 레저 상품 등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트렌드의 영향으로 여가 시간을 활용하고, 관심사나 취미 생활 등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시장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비스 및 미디어의 등장으로 우리는 여가를 보내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이용에 필요한 예약, 결제 등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을 겪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과대,허위 정보의 홍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블록체인’과 ‘AI’에서 찾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RBTO’라 명칭 하였으며, RBTO는 Reliability Based Token Optimization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캠핑, 낚시, 골프 등 레저활동에 대한 모든 콘텐츠를 RBTO 플랫폼 내에서 즐기고 예약 및 관련 용품
쇼핑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일상이나 레저와 관련한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를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합니다.
또한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지원함으로 인해 결제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어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RBTO 플랫폼의 모든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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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레저산업은 관광 활동을 위한 이동, 숙박, 식사, 스포츠, 오락, 휴양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을 포함합니다. 국내의 다른 산업에 비해 소득,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에 효과적이어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30 세계 관광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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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01 글로벌 관광레저산업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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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UNWTO(2016), Tourism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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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광기구(UNWTO)의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14억 명,
2030년에는 18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전세계 관광객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3%이며, 특히 동북아지역은
4.9%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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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여행 트렌드를 ‘R.E.F.O.R.M’이라는 6가지 키워드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여행 트렌드는 ‘개인 맞춤형 여행’ 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취향도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미디어 정보를 매개로 ‘나만의 여행지’
를 찾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여행 트렌드 전망

Regional YouTubers
지역 관광명소를 발굴·소개하는 유튜버들의 성장

Enjoy & Critique food
식사 종료는 별점과 함께. 여행자 모두가 음식 비평가

Find my trip
초 개인화 시대, 개인별로 세분화되는 여행 취향

Other destinations
붐비는 인기 여행지에서 쾌적하고 한적한 숨은 여행지 탐색

Redesign with Technology
거대 자료, 실감형 콘텐츠 등 기술 진화로 여행의 정보 통신화

Make trips nearby
짧게 자주 떠나는 일상 같은 여행 지향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Figure 02 국내 관광레저산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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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셜미디어 광고비 규모
PC

Mobile

단위 : 억 달러

2017

2018

2019E

2020E

2021E

자료 출처 : eMarketer, Social network users (2018.11)

글로벌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연평균 약 11.2%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글로벌 이용자 3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 2021년에는 약 1,450억 달러(약 170조 원)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소셜 마케팅 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계약을 통한 마케팅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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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Introduction

2-1 . RBTO 프로젝트
2-2 . RBTO 프로젝트의 목표

2.Introduction

RBTO
프로젝트

RBTO는 블록체인 전문가들과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모여 탄생한 프로젝트 입니다.
RBTO Coin(RBTO)는 RBTO 프로젝트에서 발행하는 가상 자산의 이름입니다.
RBTO는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소셜&레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생태계 내의 구성원과 공유하는

공유경제를 지향합니다.

화폐는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합의 없이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화폐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화폐의 발행 및 유통 이외에도 충분한
사용처의 확보, 단순한 지불과 가치 저장 수단 이외의 화폐의 효용성, 제3자 협력사(Third
Party)들이 보다 쉽게 통합될 수 있는 표준 플랫폼의 제공 등 보다 다양한 내용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RBTO는 단순히 화폐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가 사회 내에서 충분한 신뢰를
획득하고 통용될 수 있는 화폐 생태계(Currency Eco System)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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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체제
모바일

PC

대화 엔진

추천 엔진

다양한 디바이스

번역 엔진

지능형 인공지능 기술

번역

SNS

라이프 스타일 정보

환율

예약 결제

교통

RBTO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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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ntroduction

RBTO
프로젝트의
목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플랫폼이 만들어 내는 정보와 데이터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파트너와 공유하는 공유 경제를 지향합니다.

RBTO 플랫폼 내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생성해낸 정보와 데이터를 이용해 고객중심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블록 체인 기술에 내재된 익명성과 개방성을 통해 고객 중심의 투명한 데이터 베이스를
운영할 것입니다.

핵심가치

Information

Service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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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Tech

파트너사
예약 정보 제공

쇼핑 정보 제공

다양한 서비스
확대/구축 가능

광고 제휴

RBTO BLOCKCHAIN API

캠핑

SNS

쇼핑

액티비티

골프

낚시

RBTO 플랫폼

예약/쇼핑
서비스 이용

정보 및 광고
콘텐츠 제작

라이프 스타일
정보 검색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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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서비스
이용

PART. 3
Technology

3-1. RBTO AI(Artificial intelligence)
3-2. RBTO Platform

RBTO AI (Ar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의 사이즈만 크다고 빅데이터는 아닙니다.
빅 데이터란 데이터가 일반 데이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데다가 (Volume) 데이터 자체가
정형화 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 내에서 다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재처리 작업을 거쳐야
하고 (Variety)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유입되기 때문에 (Velocity) 이러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으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 Large volume of data

VOLUME

∙ Terabytes of petabytes
∙ Size, records, transactions, or tables

BIG
DATA

∙ Number and type of data sources
∙ Structured

VARIETY

∙ Unstructred

∙ Frequency of updates

VELOCITY

∙ Real-time or streams
∙ Batch processing

RBTO의 RNN은 고객의 레저활동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데이터들을

RNN기반으로 분석하는

모델 입니다.
레저활동 이라는 것은 단순 아이템의 나열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하는 것 인가가 중요한
활동입니다.
RBTO는 RNN 분석모델을 통해 사용자가 언제 어떤 순서로 행동을 취했을 때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을지를 분석하여 각 개인에 맞게 최적화된 결과를 추천해 줍니다.
15

RBTO AI (Artificial intelligence)

다양한 소셜 미디어가 생산해 내는 수많은 데이터들은 사람의 언어로 만들어진 텍스트 입니다.
이러한 텍스트로부터 인간의 감성을 추출하여 현재 소셜 미디어 상에서 특정 토픽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낼 수 있는 기술이 감성 분석 기술의 핵심입니다.

소셜 미디어
서비스

환경정보

뉴스 & 댓글

(날씨 등…)

쇼핑정보

BIG DATA
Media Search Engine

BIG DATA
Processing

Data Stream

Morphological Analysis

Word Embedding
Ai

Neural Network

Sentiment Analysis

< 감성 분석 프로세스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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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P
(Natural lang
uage process)

RBTO Platform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추출해 낸 감성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RBTO의 서비스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는 오랜 기간 축적된 Machine learning & Deep Neural
Network 기술을 바탕으로 처리되며, 고객의 행동과 감성을 분석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여 최상의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시합니다.
단순한 레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있지만 소셜 미디어 상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항상 최적화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는 RBTO 플랫폼이 보유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행됩니다. 플랫폼 내의 모든 고객 데이터들은 RBTO 블록체인에
분산되어 저장되므로 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습니다.

RBTO Blockchain Platform

결제정보

방문정보

RBTO
가이드

쇼핑정보

패턴분석

감성분석

(인공지능
고객 분석)

(SNS, 콘텐츠)

레저정보
라이프스타일 정보

결제
서비스

GP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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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비서

PART. 4
RBTO Platform Ecosystem(DAPP)

4-1. Summary
4-1. RBTO Eco System
4-2. RBTO Platform Service

Summary

RBTO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인 RBTO Coin은 안전한 자산보관능력과 투명한 거래 공유 기능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극대화하여 OnLine 과 OffLine을 연결해 실물경제와 동일한
결제시스템과 생태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빠르고 편한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RBTO 결제시스템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동한 Pay, QR Code,
e-Wallet, P2P, 전용 POS 단말기로 이뤄져 있습니다. RBTO Coin은 인공지능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낚시 종합 포탈,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캠핑 포탈앱, 레저 포탈 앱 등에서
기축통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ff-Line 매장에서 On-Line 쇼핑몰에 이르기까지 RBTO 플랫폼은 부가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콘텐츠 보상 시스템
플랫폼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고객에게 유용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콘텐츠를 제공한
사용자에게는 플랫폼에서 실제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RBTO Coin을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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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TO Eco System
RBTO Blockchain Platform
기축통화 RBTO Coin(RBTO)

매도 / 매수
(RBTO)

레저
Dapp

캠핑
Dapp

SNS
Dapp

쇼핑몰
Dapp

Etc..
ㄷ

API 통신

RBTO BLOCKCHAIN API

거래소
서비스 이용료
(RBTO)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저작권 보상
(RBTO)

상품 정보 제공
신규 Dapp 런칭

상품 대금 정산
(현지통화)
Dapp 플랫폼 제공

상품(숙박, 제품) 이용
홍보 콘텐츠 제공
매도 / 매수
(RBTO)

상품 제공
홍보 비용 지급
(RBTO)

사용자

파트너사

1) RBTO Blockchain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Dapp 서비스를 제공
2) 신규 Dapp 구축을 위한 오픈소스 및 기술 서포트를 제공

1)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 실제 화폐와 동일한 기능의 RBTO로 쇼핑, 숙박 등
서비스를 이용

2) 플랫폼 기여도 및 콘텐츠 생성에 따른 보상 획득 (RBTO)
1) 숙박, 상품 정보 제공 : 거래소에서 RBTO ↔ 현지 통화로의 환전하여 편리한 정산이 가능
2) 신규 Dapp 서비스 제휴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가능

플랫폼 내에서 RBTO 결제가 발생할 경우 연동되어 있는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매수 / 매도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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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TO Platform Service

Social Network Service Platform은 RBTO Coin & Pay, SNS를 사용하면서 경우에 따라 사용자와
사용자, 사용자와 가맹점 등을 연결하여 플랫폼 사용의 편리함을 보장합니다.
Social Network Service Platform은 보안이 뛰어납니다. 대화내용은 모두 암호화 되어 전달되며,
비밀대화 내용은 저장되지 않고 메시지 확인과 동시에 즉시 삭제됩니다.
AI 음성명령 기능으로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음성채팅을 지원하여
타이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AI 기반 캠핑 Portal Service Platform은 캠핑 관련 정보 검색과 예약, SNS 소통의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원 스탑 종합 포탈 서비스 입니다. RBTO COIN이 기축통화로 사용됩니다.
✓ 사용자의 성향과 비용을 반영하여 맞춤형 라이프 스타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 RBTO 소셜 미디어 분석 엔진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들의 평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 GPS정보를 활용하여 유저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추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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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TO Platform Service

국내 낚시인을 위한 정보와 콘텐츠를 커뮤니티와 전문 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 는 것은 물론,
직접 낚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e-쇼핑몰 서비스도 펼치고 있는 낚시 종합 포털 플랫폼으로 RBTO COIN이
기축통화로 사용됩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이며 이를 통해 RBTO Coin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외 우량 알트코인들의 거래를
지원 합니다.
거래시 발생하는 데이터 중 수익률이 높은 전문가들의 매수/매도 전략은 프로젝트팀이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되어 사용자에게 공유됩니다.
사용자는 적절한 매수/매도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추세지표,
비 추세 지표, 방향이동지수 등을 분석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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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Issuance and Allocation of Tokens

❖ TOKEN 발행은 여건에 따라 일정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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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TO TOKEN은 총 500,000,000개가 발행되며, 이중 판매물량은 250,000,000개로
전체물량에 50%에 해당되며, 재단물량은 200,000,000 (40%), 리저브 25,000,000 (5%),
마케팅 15,000,000 (3%), 연구팀 10,000,000 (2%)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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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Roadmap

RBTO 재단 출범 ·
RBTO White paper v1.0 ·
RBTO 사용처 (생태계) 구성 ·
· RBTO Platform Development
· RBTO AI ECO-SYSTEM Build
· RBTO platform Meetup
Blockchain Development ·

· RBTO 사용처 (생태계) 확장

camping app Development ·
Sports data analysis app Development ·
RBTO Wallet Development ·
투자유치 및 파트너십 체결 ·

· RBTO White paper renewal
· RBTO Mobile Wallet Open
·RBTO Sale

· SNS, leisure app Development
· 국내 거래소 상장

Shopping app Development ·

· camping app launching

Sports data analysis app launching ·
SNS, leisure app launching ·
RBTO AI ECO-SYSTEM update ·
Service enhancement ·

· RBTO 2nd Sale

Partner 제휴 및 확장 ·

· 국내 / 외 거래소 상장
· Shopping, SNS app launching
· Pattern Analysis update
· Emotion Analysis update

해외 법인 설립 ·
중국, 일본 및 아시아권 사업 확장 ·
RBTO AI 비서 app Development ·
· RBTO 사용처 (생태계) 확장
· RBTO AI 비서 app launching
· RBTO 환전 시스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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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7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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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8
Disclaimer

법적 고지
프로젝트 소개에 앞서 다음의 조항 전체를 주의 깊게 읽기를 바랍니다.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불분명할 경우, 귀하의 법률, 금융, 세법 또는 기타 전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백서 및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검토 및 수정될 수 있으며, 최종본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백서는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사업 운영, 재정 상태 등의 변화에 따라 본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RBTO 백서는 유가증권 또는 기타 금융 상품을 청약매매 혹은 청탁을 목적으로 하지않으며,
RBTO Coin의 구매와 관련된 명시 또는 내재된 확언 및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RBTO Coin의 구매, 판매, 보유에서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는 거래 당사자의 책임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a) 개인적인 오해로 발생한 손실
b) 잘못된 정보, 혹은 정보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손실
c) RBTO Coin의 교환가치 변동으로 발생한 손실
d) RBTO Coin의 개인적 거래로 발생한 손실
e) RBTO Coin 보유에 필요한 계정정보, 개인키, 암호 등의 정보 분실 또는 제3자로의
정보 유출로 발생되는 손실

4.

RBTO Coin은 RBTO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 토큰으로, 유가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으로의 전환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5.

RBTO Coin은 범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거나 거래되어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RBTO Coin의 사용권을 보상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RBTO는 대한민국 법인이며, RBTO의 법률적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7.

면책조항에 적시된 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적 분쟁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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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다음 사항에 대해선 RBTO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직원, 이사, 계약자, 자문, 소유권 소유자, 공급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대리인, 대표자, 전임자 및 후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코인의 구매나 사용

•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

•

약관의 위반

•

다른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일어나거나 관련 있는 사안

면책범위 - 모든 청구, 보상, 손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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