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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블록체인�=>� 신뢰 머신�=>�루트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시간 순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분산화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며, 

공유 디지털 기록입니다.

블록체인은 제 3자 없이도 가치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정보를 조

절하는 중앙기관이 없으며, 이 정보는 개별적 기관이 아닌 커뮤니티를 통해 추가되

거나 갱신됩니다.

Seller Buyer

No Mediator

이러한 이유로 블록체인은 가장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며, 기회입니다. 이

것을 지나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루트 블록체인”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Root Blockchain
The blockchain gateway

요약

Abstract서언

이 백서에는 아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블록체인과 작동원리

루트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아이디어

루트 블록체인만의 특징

ICO 구성

ICO 세부사항

팀소개

프로젝트 로드맵

투자를 위한 최상의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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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블록체인은 빠르게 널리 퍼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이 놀라운 현상 속에서 이득

을 얻길 원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것이 블록체인화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루트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원하는 사용자나 막대한 선행 투자금 

없이 블록체인을 이용하길 원하는 기관에 적합합니다.

루트 블록체인은 트랜젝션 데이터의 디지털 fingerprint를 생성하고 블록체인상에    

이 디지털 fingerprint만을 저장합니다. 실제 데이터는 별도로 저장되며 트랜젝션과  

연결됩니다. 이 독특한 방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아주 작은 크기의 트랜젝션은            

1) 고정되고 낮은 트랜젝션 비 -  모든 트랜젝션이 동일한 크기의 디지털 

fingerprint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2) 빠른 블록체인 속도 -  루트 블록체인은 많은 양의 트랜젝션 데이터에 의

해 부하가 걸리지 않으므로 기존 블록체인의 단점

루트 블록체인은 현대 블록체인 기술의 선두자입니다. 최초로, 실제 거래 자체에

서 트랜젝션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리하여, 비용을 낮추고 초고속 블록체인을 구

현하였습니다. 이는 거래 데이터의 디지털 fingerprint를 생성하고 블록체인상에 

저장함으로써 실현하였습니다.

비지니스에서 일반적인 질문은 ‘Why?” 입니다. 이는 매우 좋은 질문이지만,    

루트 블록체인에서는 “Why not?”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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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블록체인은 산업을 뒤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보여주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현재의 블록체인 열풍은 신규 또는 기존 비지니스에 극심한 FOMO (fear of 

missing out,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불안감)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잡성 - 블록체인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전문용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2. 블록체인 크기 - 전체 노드는 블록체인상에서 발생한 모든 트랜젝션을 저장하

며,   블록체인의 크기는 직접적으로 블록체인의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3. 트랜젝션 데이터 크기 – 블록체인 크기가 증가하면 트랜젝션 비용이 상승합니

다. 

4. 막대한 비용 – 모든사람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길 원하지만, 막대한 비용으

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5. 시작의 어려움 – 블록체인의 가장 큰 단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주로 

기존 IT 인프라와 블록체인간의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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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루트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영역에서 방대한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팀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팀은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패턴을 인지하였습니다. 

루트 블록체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루트 블록체

인은 독특한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1. Blockchain as a Service (BaaS)를 활용한 복잡성 해결 – 루트 블록체

인은 기업과 소매업 고객 모두에게 유동적인 옵션을 제공하는 최초의 하

이브리드 블록체인입니다. 

2. 블록체인 크기 해결 – 루트 블록체인은 트랜젝션 데이터의 해시값만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블록체인 사이즈를 작게 유

지합니다. 

3. 낮은 트랜젝션 비용 –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트

랜젝션 비용은 데이터 크기에 직접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

장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는 트랜젝션 비용을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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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기밀 유지 – 사용자가 데이터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데이터

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5. 트랜젝션 데이터 크기 해결 – 루트 블록체인은 완벽하게 API(응용프로

그램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복잡성과 비용없이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당신의 기존 

비지니스를 루트 API에 연결하면 됩니다.    

6. 보안 Vault – 만약 사용자가 트랜젝션과 함께 데이터를 업로드해야 한다

면, 루트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의 암호화 저장을 위한 보안 Vault와 통

합됩니다. 

7. 저비용으로 사업 시작 – 루트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업시작

을 쉽게 도와줍니다. 

8. 효율성 – 루트 블록체인은 트랜젝션 확인 속도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저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9. 저장 공간 – 오직 실제 트랜젝션 데이터의 디지털 fingerprint만을 블록

체인에 저장됩니다. 실제 데이터 자체의 저장은 선택사항입니다. 만약 

데이터를 저장하기로 했다면, 루트 블록체인은 암호화된 데이터 저장을 

위한 별도의 보안 디지털 Vault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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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운영�방식

루트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과 사용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회사에서

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면서도 블록체인의 이점을 취할 수 있습니

다.

 

 

Blockchain as a 

Service 
API Driven

 

유동적인�옵션
 

  

 ·

·

소매업
기업

 

  

  

 

· 프라이빗
· 컨소시움
· 퍼블릭  

Digital 

Fingerprint

 

1)  Blockchain as a Service (BaaS)

Blockchain as a Service는 정보 기술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BaaS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촉매역할을 합니

다. 만약 당신이 BaaS 비용을 지불한다면, 회사는 당신을 대신해서 블록체인 

연결 노드를 설정합니다. BaaS 제공업체는 당신 또는 당신의 회사를 위해 복

잡한 back-end를 처리해줍니다.

루트 블록체인은 기업과 소매업 고객 모두에게 유동적인 옵션을 제공하는 최초의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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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매업

소매업 고객은 디지털 데이터 및 문서의 진위여부와 출처를 확립 하기 위해 루트 블

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디지털 자료나 문서의 해시값만을 블록체인상에 기록하며, 이는 다음과 같

은 장점을 가집니다.

   -  트랜젝션 비용은 트랜젝션에 포함된 데이터의 양i) 낮은 트랜젝션 비용

에 직접적으로 비례합니다. 데이터를 직접 저장하는 것 보다 데이터의 해

시값을 트랜젝션에 저장하는 것이 트랜젝션 비용을 더 적게 만듭니다.

  - 이 옵션은 데이터의 기밀이 유지될 필요가 있을 때 ii) 데이터 기밀 유지

유용합니다.

b)� 디지털 자료나 문서의 해시값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Vault에는 데이터를 저

장합니다.

 i) 이 옵션의 이점은 사용자의 디지털 컨텐츠가 안전하게 저장되고 공개적으

로 배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컨텐츠가 암호화 되기 때문에 사용

자는 디지털 컨텐츠의 배포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B)        기업

기업 고객은 다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업은 자신만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

다. 이는 블록체인의 독점적 사용 즉, 해당 기업의 트랜젝션과 데이터만을 블록

체인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필요한 운영 규모

에 맞추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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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객은 Root API에 접근이 가능한데, 이는 블록체인과 기존 기업 운영방식

이 통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주간 판매 보고서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에 보고서가 저장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i)� 저장 시점에 대한 정보는 추후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ii)� 블록체인에 저장된 보고서는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Root API를 호출하고 보고서를 시스템에 올리면 됩니다. 이 과

정은  자동화 되고 기업의 기존 소프트웨어 인프라에 통합 됩니다.

2)  유동적인 옵션 (Flexible Option)

루트 블록체인은 다양한 비지니스 모델을 제공합니다:

A) 프라이빗 블록체인  – 고객은 자신만의 전용 블록체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B) 컨소시움 블록체인 – 특정 컨소시움만을 위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C) 보안 - 암호화된 데이터 저장도 가능합니다. 이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실제 블

록체인과 분리되어 있으며, 단지 연결만 되어 있습니다.

3)  API Driven

 블록체인 도입 관련 준비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체 루트 블록체인 기능

에 대한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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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솔루션�구조

아래 그림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루트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은 트랜젝

션 데이터 검색 및 전체 권한 부여 모델을 처리합니다. 

위 그림은 루트 엔진이 당신의 솔루션, 프라이빗, 퍼블릭, 컨소시움 또는 이더리

움 블록체인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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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Map

로드맵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나 전략을 의미합니다. 로드맵은 참여자의 

행동 계획 같은 자료들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로드맵은 전략 수립과 커뮤니케이

션에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루트 블록체인도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우리 팀은 로드맵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ICO 시작 전부터 개발에 착수 하

였습니다.

Q4 2017
 

ICO 시작과 루트 블록체인 MVP 개발  
 

블록체인 산업과 Blockchain as a Service(BaaS)의 

 

루트 블록체인 MVP 시작과 

주요 거래소 사장 

 

 

 

Q3-Q4 2018

퍼블릭, 프라이빗, 컨소시움 플랫폼 시작 

Q1-Q2 2018 

 Q2-Q3 2018

 

 
Q1-Q2 2019

루트 블록체인 Vault의 소매업용 API,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과 루트 블록체인의

통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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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마일스톤

 Q2-Q3 2020

중동과 아시아로 사업 확대

 
Q3 2020 +

 Q2-Q3 2019

 

기업용 API 제공 시작

 Q3-Q4 2019

비지니스 개발과 필수 파트너쉽 체결.

러시아와 CIS에서 사업 시작

 

 
Q1-Q2 2020

미국 및 유럽 진출

로드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루트 블록체인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위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맵 요약:

Ÿ 시장 조사와 ICO 계획

Ÿ ICO 시작

Ÿ 주요 거래소 상장

Ÿ 유동적인 옵션

Ÿ 소매업과 기업 고려

Ÿ 비지니스 개발과 제휴

Ÿ 사업 확장

Ÿ 성공을 위한 노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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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블록체인 ICO

ICO는 암호화폐에서 가장 큰 트렌드이며, 새로운 암호화폐 개발자금을 모집하

기 위한 행위입니다.

ICO는 화폐를 혁신하고 금융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

다. 토큰은 다른 암호화폐와 거래되며, 미래에는 주식과 증권처럼 될 수 있습니

다. 

1) 루트 블록체인 ICO 가격

현재 가격

$0.01
총 공급량 : 2,500,000,000

2018년 3월 24일 까지 보너스

5 ether 이상 참여할 경우 40% 보너스

33 ether 이상 참여할 경우 30% 보너스

2 ether 이상 참여할 경우 25% 보너스

1 ether 이상 참여할 경우 20% 보너스

등록한 사용자에겐 10% 보너스

타인의 추천인 코드를 이용하여 참여할 경우 2% 보너스

타인이 본인의 추천인 코드를 사용한 경우 2% 보너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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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CO�구성
ICO는 새로운 회사가 자금을 모집하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사람들

은 종종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명세만을 따라 투자합니다. 

현실성을 갖추기 위해 루트 블록체인 ICO는 웹, 블록체인 프로젝트, 암호화폐, 최고

의 ICO 어드바이져, 디지털 마케팅,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였습니

다. 그리고 아래의 ICO 구성과 자금 배분을 구상하였습니다. 

총 토큰 발행량은 25억개 입니다. 이 중 보너스3억개 포함 18억개는 퍼블릭 크라우드

세일에 사용됩니다. 

우리의 ICO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 5백만 달러 모집을 계획하고 있으며, 2단계에서는 토큰의 가격을 두배로 

올려 천만 달러를 모집합니다. 3단계의 목표는 천5백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총 3천만 달러 만큼의 토큰이 ICO 기간에 발행됩니다.

각 단계별 보너스도 설정해 두었습니다.  1단계의 보너스는 6 %이며, 2단계에서는 4 

%, 3단계에서는 2 % 입니다. 1단계에서 토큰의 가격은 $0.01, 2단계에서는 $0.02, 

3단계에서는 $ 0.03가 됩니다.

단계:                         3 단계

토큰 기호:             Root Coin(RBC)

ICO 토큰 발행량:      2,500,000,000   = 25억개

퍼블릭 크라우드 세일: 1,500,000,000 = 15 억개

보너스:                        30,000,000      = 3억개

포상금:     100,000,000            = 1 억개

초기 투자자:           250,000,000      = 2억 5천만개

3)�ICO�세부사항

2.5 Billion

1.5 Billio
n

.3 Billion

250 M
illion

350 M
illio

n

100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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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Phase I values:          Token supply priced $0.01 

Approx:                               $5 Million worth of token 

Start Date:                           March 1st, 2018. 

End Date:                            March 31st, 2018. 

Bonus:                                 6% or 3 lacs worth token 

 

ICO Phase II values:           Token supply priced $0.02 

Approx:                                $10 Million worth token 

Start Date:                           April 1st, 2018. 

End Date:                            April 30th , 2018. 

Bonus:                               4% or 4 lacs worth token 

 

ICO Phase III values:     Token supply priced $0.03 

Approx:                            $15 Million token worth 

Start Date:                        May 1st, 2018. 

End Date:                        May 31st , 2018. 

Bonus:                             2% or 3 lacs worth token 

Root Blockchain
The blockchain gateway

ICO 1단계:           $0.01/RBC

모집액:                               $5백만

시작 일시:                           2018-03-01

종료 일시:                           2018-03-31

보너스:                                 6%

ICO 2단계:          $0.02/RBC

모집액:                               $10 백만

시작 일시:                          2018-04-01

종료 일시:                           2018-04-30

보너스:                               4%

ICO 3단계:       $0.03/RBC

모집액:                            $15 백만

시작 일시:                         2018-05-01

종료 일시:                         2018-05-31

보너스:                              2%

ICO 스케쥴 요약 ;

�단계 ICO�1�단계 ICO�2�단계 ICO�3�단계

시작

종료

목표

가격

보너스

2018-03-01

2018-03-31

$5,000,000

$0.01

6%

2018-04-01

2018-04-30

$10,000,000

$0.02

4%

2018-05-01

2018-05-31

$15,000,000

$0.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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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루트 블록체인은 2018년 3월부터 ICO를 시작합니다. ICO의 목표는 개발 자금

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루트블록체인상의 트랜젝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ICO기간에 구매했던 토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트 블록체인 ICO 배분 구성

1) ICO  자금 배분

2) ICO 토큰 배분

ICO�자금�배분 ICO�토큰�배분루트�블록체인 

ICO

1)��ICO�자금�배분

개발(50 %), 마케팅(25 %), 운영비(18 %), 예비비(7 %) 항목으로 자금이 배분 됩

니다. 

50%

25%

18% 개발
ICO�이후�마케팅�&�판매
운영비
예비비

15



Root Blockchain
The blockchain gateway

2)��토큰�배분
클라우드 세일 후에 시작되는 프로젝트에 당신이 참여하도록 토큰을 설계하였

습니다. 토큰은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큰은 특정 온라인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화폐입니

다. 

토큰은 early adopter를 장려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들은 특정 온라인

서비스의 잠재력을 믿기때문에 토큰을 사게 됩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그들이 생

각하는 것 만큼 성공을 거둔다면, 토큰의 가치는 오를 것이고 그들에게 많은 수

익을 줄 것입니다

72%

14%

퍼블릭�크라우드�세일

포상금

초기�투자자

팀

토큰의 72 %는 퍼블릭 클라우드세일에 발행됩니다.

16



Root Blockchain
The blockchain gateway

팀,�어드바이져,�개발자�소개

루트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막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임원진

Girish Kumar, Co-Founder 

Mr. Girish는 12년이 넘는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이 있으며 

multiple custom 블록체인과 IOT/Web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loginology SSO solution의 공동 창립자이고 

2년전부터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Mr. Tiwari 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11년 이상의 경력

을 가지고 있으며 multiple IOT, 웹과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Neeraj Tiwari, Co-Founder

Nikolay Shkilev는 large-scale transaction projects에서 20년 동안 경

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Self-Made Russia award, Tech guru, Super 

TOP award 등 다양한 수상경력이 있으며, Private Business Club의 창

립자 겸 CEO입니다. 크렘린에서 “Enterprise of the year”를 수상했으

며, 다방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ikolay는 암호화폐의 열

렬한 지지자이며 멘토입니다.

2)  어드바이져�

Nikolay Shkilev, Special Board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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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na는 법학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IT, 소매업 영역에서 

10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TOP 

ICO ADVISORS”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Irina Niki�na, Advisor

Erickvand Tampilang, Community Advisor

Erickvand는 커뮤니티 어드바이져입니다. 그는 캠페인 진

행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7개

의 스타트업 회사에서 어드바이져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

러 나라의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Anna는 ICO 어드바이져, 블록체인의 열렬한 지지자이며, 암

호화폐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회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항상 연구합니다. 

Anna는 분쟁 조정자이고 Linkedin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브랜

드를 홍보와 마케팅 회사 런칭에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Anna Shkilyova, Advisor

Amar는 Global  Blockchain 커뮤니티의 contr ibut ing 

member이며 지지자 중 한명입니다. ICOBench는 그를 최고 

전문가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기술/디지털 지지자이며 기술 

산업의 운영, 컨설팅, 혁신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전

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Amar는 마이크로소프트(APOC 

Operation Manager), 월드 뱅크(Senior Infrastructure 

Consultant and Economic Advisor), Aribus와 같은 티어 1 회사

와 함께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Amarpreet Singh, Blockchain & Strategy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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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em은 large scales multilayered distributed Java enterprise 

applications 개발에 다년간 경험을 가진 고급개발자입니다. 그는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같은 분

산화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Aseeme는 스마트 컨트랙

트 개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seem Mahajan, Smart Contract Developer

3)��개발자

Computer application 석사이며, 10년 동안 소프트웨어 개

발과 안드로이드 앱 개발 분야에 참여했습니다. 

Archna Sharma, Android Developer

Mr. Sharma는 블록체인 서비스 관련 디지털 마케팅 분야

에서 8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Animesh Sharma, Lead for Communica�on

루트�블록체인�팀은�블록체인�ICO를�위한�최고의�조합이며�모든�구성원이�블록

체인에�대한�막대한�지식과�경험을�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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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블록체인�ICO에�참여해야�하는�이유

루트 블록체인은 투자자에게 윈-윈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투자는 자산을 이용하

고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매력적인 방식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투자방식이 존재

하며 모든 투자 계획을 알고 최고의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시간 소모적입니다. 

암호화폐와 ICO 마켓의 호황과 함께, 많은 투자자들이 시선을 이 분야로 돌리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ICO 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몇몇은 이해

의 부족으로 인해 투자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블록체인은 솔루션을 제시하고 2018년 3월에 ICO 1단계를 성공적

으로 시작했습니다. 루트 블록체인은 비용적으로 매우 효율적이며 유동적 옵션, 

Vault 시스템, 저장 공간과 디지털 fingerprint 등 다양한 기능을가지며, 모든 기능

은 신규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를 염두해 두고 설계하였습니다. 

루트�블록체인�장점

1) 빠른 운영속도: 사이즈가 작은 디지털 fingerprint만 루트 블록체인에 저장되

기 때문에, 전체 사이즈는 다른 블록체인과 비교할 때 매우 작을 것이며 결과

적으로 더 빠른 운영 속도를 보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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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지니스 이점: 빠른 속도로 인해 비지니스가 빠른 트랜젝션 확인 피드백 루프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비용 절감: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의 사용자가 저장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루트 블록

체인은 선택적 저장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전체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

니다.

4) 저장 공간:  데이터가 블록체인상에 저장이 안된다면, 어디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어떻

게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을 까요? 루트 블록체인은 Vault 라고 불리는, 분산적이고 복

원력이 뛰어나며, 매우 안전한 가상 파일 시스템(VFS)를 개발하였으며, 이 파일 시스

템은 블록체인 트랜젝션 관련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5) 데이터 기밀유지: 비지니스는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출처와 정확성 확립에 

대한 이점을 가지는 동시에 물리적 경계내에서 모든 기밀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트랜젝션 데이터 검색: Vault는 루트 블록체인 상의 모든 트랜젝션에 고유 URL을 할당

합니다. 이 URL은 Vault 내부에 있는 트랜젝션 데이터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

용자는 트랜젝션 관련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루트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관련 지식 여부와 상관없이 새

로운 이익창출을 원하는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준비되

었습니다. “루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ICO는   

뿌리가 되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루트 블록체인은 모든 투

자자들을 환영하며, 수익 가능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루트 블록체인은 당신이 투자를 즐기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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