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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어
떤 특정한 해결책이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왜 그것이 처음에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서이다.  따라서 우리는 설명서에서 왜 우리 제품이 만들어진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결
국 우리 제품의 근본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적인 블록체인 해결책의 한 측면, 즉 그들의 토큰 경제
로 확대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왜 토큰 경제가 그들의 특별한 방식으로 설계되었는지 그리
고 왜 그것들이 처음부터 존재하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묻는다.

당신이 새로운 토큰을 도입할 때마다, 당신은 결국 새로운 미니어쳐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 시스템에서 기술의 기능성은 토큰 값이 네트워크의 보안과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
으로 토큰의 가치와 그 사용에 연계된다. 이것은 특히 Proof of Stake("PoS") 기반 시스템의 경우
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오랜 시간 함께 일한 결과, 우리는 "토코경제학”이 우리가 접한 많은 프로
젝트에서 가장 간과되는 디자인 단계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개 토큰 구조는 거의 뒷생각
처럼 단순한 기금 모금을 위한 프로젝트에 부속된 것처럼 보인다.

본 논문은 토큰 경제와 해결책 자체 사이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블록체인 프로젝
트를 만드는 우리의 접근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당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토큰 경제를 건
설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택한 여정을 안내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
는 토큰의 기능과 보상 체계를 다룰 것이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LTO 네트워크에서 가치를 생성하
고 포착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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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품 설계 개발 과정 

초기 제품 설계

LTO 네트워크의 이야기는 2014년에 시작된다. 문서 엔진 MVP로 시작된 것이 점차 워크플로우 엔
진으로 발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고객들은 점점 더 커지고, 과정들이 더 포괄적이 되었다. 프로세스의 조력
자로서, 우리는 시스템 사용자의 신뢰받는 제3자가 되었다. 우리가 저장한 데이터가 조작된다면 조
직들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신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관
료주의의 계층을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 다음, 생
산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
이 등장했다.

그것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우리는 이 새로운 기술을 우리의 기존 비즈니스 솔루션에 적용하기 전
에 해야 할 숙제가 있었다. 우리는 공급망, 보험, 건강관리 등과 같은 여러 산업의 고객들과 상담하
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무엇을 예상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블록체인 위에 놓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EEA 지역의 데이터 보호법 GDPR과 
미국 내 새로운 데이터 보호법 등 법률 및 규정 준수 개발도 고려해야 했다.

우리의 노력은 Finite State Machine 논리에 따른 Ad-hoc 개인 블록체인을 갖춘 분산형 비즈니
스 프로세스 관리 엔진의 설계로 이어졌다. 우리는 데이터 무결성과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의 시스템을 공공 원장에 동기화 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공공기관장들과 실험을 계속하자 문제
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초기 제품 설계 관련 문제

우리가 살펴본 대부분의 공공 체인들은 느리고 비싸며 블록체인에서의 이벤트 동기화에 맞춰져 있
지 않다는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부족했다. 우리는 토큰화된 라이센스의 형태로 토큰 기능을 설정
했다. 이것은 마이크로 소프트 소프트웨어와 유사하지만, 우리의 경우 미니어처 블록체인 툴킷을 무
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신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블록체인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얻을 수 있었다. 지갑에 잠긴 특정한 수의 미리 정의된 토큰은 그러
한 라이선스를 나타낼 것이다.

비록 이 설정이 기술적으로 효과가 있었지만, 그것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다.우리는 서비스를 운
영하기 위해 특정한 공공 원장에 의존해야 했고, 그것은 결국 지속적인 거래 수수료 지급을 필요로 
했다. 더욱이, 네트워크 기능성의 일부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공공 체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토큰
은 해결책의 가치를 실제로 포착하지 못했다. 사실, 토큰 모델은 기본 시스템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생태계의 성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센티브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할인된 토큰모델로 실험을 시도했지만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우리가 접한 대부분의 토큰 모델들은 주로 기금모음을 위한 목적인 것 같다. 경제적 인센티브는 대
개 제공되지 않는다. 우리는 토큰 경제를 설계할 때 경제적 인센티브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는 것을 배웠다. 인센티브는 해결책 채택 전략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표시
해야 한다. 이것은 기업들이 그들의 일상 업무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특히 블록체인만큼 파
괴적이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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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경제적 이점을 보여주고 실험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만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의 첫 번째 제품 디자인은 이런 점에서 부족해서 우리는 새로운 디자
인으로 넘어갔다. 이 설계에서 인센티브는 LTO 토큰 경제뿐 아니라 LTO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보상
의 일부를 형성한다. 이것은 우리의 해결책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기존 공공기관장들이 우리가 의도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 우리는 우리 자
신의 허락이 필요 없는 공공기관장들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삶을 훨씬 더 쉽
게 만들었다: 

(i) 우리가 공공 체인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제품과 채택 로드맵에 내재된 방식으로 이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 원장이 동기화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주요 사용 사례만 
조작할 때, 에셋 생성과 같은 추가 기능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ii) 이 설정을 통해 토큰 모델을 실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회사가 참여하고 사용 
할 수 있는 적절한 소형 화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II. 경제학, 바보야!

Proof of Stake 보상 메커니즘 모델의 이점

현대적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다년 계약에 기초하여 제공되며,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고정 수수료를 부과한다. 물론 이에 대한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인 생각은 실제 사
용량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묶여 있다는 것이다. LTO 네트워크는 다르게 
접근한다. 우리는 네트워크를 자발적으로 이용한다. 우리는 사용자가 선택할 때마다 사용을 중단하
고 그 기간 동안 지불 의무를 면제하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우리는 네트워크를 위한 효율적이고 유
연한 사용자 모델을 만들기 위해 토큰 경제학 및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보상 매커니즘 모델에 PoS 개념을 구현하여, 그것이 기업의 네트워크 
신규 진입을 통제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우리의 "내부적인 돌파구"였다. PoS 보상 메커니즘
에 따르면, 평가자가 선택될 가능성은 스테이크된 토큰의 총 수에 비례하여 그의 스테이크된 크기
에 비례한다. 그의 스테이크된 토큰이 총 스테이크된 토큰의 5%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블록을 검
증하기 위해 선택될 확률은 5%이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토큰을 소지한 것에 대해서만 상을 받
을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토큰의 실제 사용
에 대한 보상을 주는 “Proof of Importance” 개념을 추가했다. 우리는 이것을 IV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는 각 사용자의 설정이 일정 기간 동안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통계를 당신에게 주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예측 가능한 가격결정 모델에 기초하여 네트워크 이용자
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토큰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진다.

각 사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고객 및 파트너의 수를 알고 있으며, 자신이 수행하는 트랜잭션의 양에 
대한 인텔리전스와 통계를 수집했다. 이것은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실행할 거래 수를 미리 확인하
는 것을 쉽게 만든다. 이 정보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이 기간 동안 사용할 네트워크의 비율을 계산
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서 스테이크된 총 토큰의 동일한 비율을 획득하여 이를 보관함으로써, 사용
자는 지속적인 반복 수수료와 지급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LTO 네트워크 솔루션 net zero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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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우리의 모델은 네트워크 사용자의 특성에 달려 있다. 이후에 우리는 다른 범주의 사용자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네트워크의 사용자 유형

LTO 네트워크 토큰 경제 내에서, 우리는 4가지 유형의 토큰 소유자를 구별할 수 있다:
- 통합자 & 파트너 -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트랜잭션을 검증하기 위해 실행 중인 노드. 그들은 
그들 자신의 또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다.
- 고객 –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거래 요금을 지불하는 행위자, 우연히 실행 중인 노드
- 수동적 스테이커 – 토큰을 (잠재적으로 리스를 통해) 스테이크 하여 거래를 검증하기 위해 
노드를 운영하는 행위자
- 비능동적 보유자 - 네트워크상의 비능동적 참여자는 토큰만 보유

"통합자 및 파트너"와 "고객"은 모두 네트워크에서 "참여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LTO 네트워크 경제
에서 핵심 행위자로 간주된다. 그들은 네트워크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의 안정성과 기능
성을 돌보기 위한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얻는다.  따라서 참가자가 보유한 약 80%의 만기 단계에서 
토큰 배포를 목표로 한다(그림 1 참조).

Figure 1: Targeted token distribution in maturity phase

네트워크에 있는 네 가지 범주의 행위자 중에서, 비능동적 보유자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가능성이 가
장 낮다. 그들은 거래를 창출하지 않으며, 거래를 검증하기 위해 토큰을 계약하지도 않는다. "통합자 
& 파트너", "고객" 및 "수동적 스테이커"는 "능동적 사용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내 전체 지
분의 비율(그림 2)에 따라 매트릭스로 표시할 수 있다.

통합자 & 파트너 고객 수동적 스테이커 비능동적 소유자

~50% ~30% ~10% ~10%
목표 이퀼리브리엄  
공급

이퀼리브리엄 시나리오 – 모든 토큰이 유통될 때

네트워크의 스테이커,  
교점 실행

검증자 보상에 대한 수동
적 스테이킹

유동성과 투자를 위한 
키토큰의 사용

결제 거래 수수료, 우발적인 교점 
실행

그림: 만기 단계에서의 목표 토큰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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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ctors and stakeholders in the LegalThings landscape

네트워크의 4명의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강압적인 수동식 스테이커는 플랫폼 전체 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거래를 발생시키
지 않는다. 그들은 거래를 검증하기 위해 노드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거래 보상을 받는다.
- 수동적 스테이커는 미래에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토큰을 소지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를 지원하기 위해 더 적은 퍼센티지를 스테이크시키고 있다.
- 수동적 고객들은 실제로 네트워크에 스테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실행하고 서비스를 
위해 플랫폼을 사용한다.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커지면, 이들 고객들은 플랫폼을 사용하
기 위해 상당한 운영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 공동 비즈니스 개발자들은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고객
들이다.

우리는 네트워크에서 조기 채택, 참여 및 능동적 스테이킹을 자극하여 도달할 수 있는 균형 단계를 
예상한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토큰 경제를 설계하여 우리가 빨리 평형
을 이루도록 도왔다. 공동 비즈니스 개발자들은 지속 가능하지만 점진적인 네트워크 사용을 보장, 중
장기적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플랫폼의 암묵적 가치에 기여하여, 우리 보상 메커니즘으로부터 이익
을 얻을 것이다.

IV. 보상 메커니즘: LPoS에서 LPoI로

기술 백서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기존의 PoS 기반 접근법은 중앙집중화와 강한 수동적 스테이커
로 이어진다. 노드에 대해 최대 고정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sybil 공격의 형태로 이어질 것이
다: 즉, 더 많은 노드가 있을 것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의 컨트롤러를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
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었고 실제로 공동 비즈니스 개발자들에게 더 나은 장려책을 추진하기를 원
했고 그들이 네트워크에 어떠한 가치도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강력한 수동적 스테이커
들을 단념시키기를 원했다.

고객 생성 거래

비고객

수동적 고객 공동 비즈니스 개발
자

'Net-zero' 상위 
계정

플랫폼에 투자하지 않는 
고객

수동적 스테이커

신뢰 가능한 소규모 검
증자 대형 스테이킹 풀

강한 수동적 스테이
커

낮음 높음전체 스테이크의 지분

#1 우선사항  
장기적 고객 관계에 집중; 비즈니스 핵심

스테이크 장려 
장기적인 관계와 지속 가능하고 더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
회

최소 보관 
수익 추구자; 그룹은 너무 커서는 안 된다

집중 안 함, 정해진 가격으로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수동적 이해관계에 대한 장벽을 고려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검증자는 안전한 네트워크의 안정성에 기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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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S의 Leased Proof of Stake("LPoS") 개념을 NEM의 Proof of Importance(PoI) 개념과 결
합하고, 보상 메커니즘에 Leased Proof of Importance("LPoI")라는 것을 구현했다. '리스된' 부분
은 작은 토큰 소지자와 토큰을 가지고 있지만 노드를 운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네트워
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요성' 인자는 능동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수동식 스테이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한다.  DPoS/PoS/LPoS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회사의 관점에서, 이것은 그들이 실제로 토큰을 구입하거나 소유할 필요 없이 그 제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들은 단순히 노드를 빼서 토큰을 리스하고자 하는 토큰 소유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
으며, 수동적 스테이커에서 유용한 네트워크 참여자로 모델을 개선할 수 있다.

트랜잭션의 비율에 따라 스테이킹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는 거래를 기여함으로써 네트워크를 실제
로 사용하는 토큰 보유자에게 검증 확률을 왜곡한다(그림 3 참조).  평가 가능성에 대한 기여의 영향
은 다음 예에서 명확해진다.

-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스테이크 된 총 토큰 수 중 10%를 스테이크하고, 전체 트랜잭션의 
10%를 기여하는 경우, 검증 가능성은 10% 이상임
- 사용자가 전체 토큰 공급의 10%를 스테이크하지만, 전송 작업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검
증 가능성은 5% 미만임

Figure 3: Conceptual example LPoI consensus algorithm. Black-coloured coins represent the staking amount by a party , and red-co-
loured coins represent the number of transactions

스테이킹 대 트랜잭션의 균형을 결정하기 위해 비율("S/T-Ratio")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한
다.

ST 비율 = 총 토큰 대비 스테이크 된 토큰 % / 총 거래량 대비 기여한 거래량 %

거래 풀

S/T-비율을 사용한 재
분배 확률

+

++

++

재분배

그림: LPOI 합의 알고리즘 개념적 예제. 검정색으로 칠한 동전은 당사자의 스테이킹금액을 나타내고, 적색으로 
칠한 동전은 거래 건수를 나타낸다. 

https://lto.network
https://blog.wavesplatform.com/review-of-blockchain-consensus-mechanisms-f575afae38f2
https://blog.wavesplatform.com/review-of-blockchain-consensus-mechanisms-f575afae38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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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플 계수

S/T-ratio는 '라플 인자'와 관련이 있다. 라플 계수는 노드를 검증하기 위해 선택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학 공식이다. 라플 계수는 아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되며 최소 1.0과 최대 1.5를 갖는다. 
이 최대치는 중요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절반으로 선택된다.

S/T-비율(~1.0에 가까움)이 높을수록 Raffle 계수가 최대 1.5로 높아진다. S/T-비율이 불균형한 경
우(노드는 어떤 거래에도 기여하지 않음), 관련 라플 인자는 1.0이 된다. 종-곡선의 큰 표준 편차 때
문에, net-zero 효과에 도달할 때 활성 클라이언트에 대한 강건성과 예측성이 확보된다. 거래기준
의 잠재적 변동은 net-zero 위치에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화과를 보라. 아래 4는 
라플 인자의 그래픽 표현이다.

Figure 4: Graphic representation of Raffle factor as function of the S/T ratio

Table 1: An example of the reward allocation over x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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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Global blockchain
The LTO Global blockchain is a permissionless public

blockchain, purposely built for verifying information. It exists
to support Live Contracts and the private event chain. The
global blockchain features anchoring and digital identities that
are inter-operable across event chains, blockchains, and appli-
cations.

Notary transactions can be conducted on nearly any
blockchain. However, on blockchains optimized for financial
transactions or general logic, notary type of transactions are
expensive and inefficient[66]. Furthermore, optimizations, such
as pruning and sharding, can have a negative effect as relevant
information is omitted[67, 68].

The global blockchain belongs to the Nxt family[69]. A
unique characteristic of this blockchain is that transactions are
based on a series of core transaction types that do not require
any script processing or transaction input/output processing
on the part of the network nodes. This reduces the blockchain’s
size, increases efficiency, and allows aggregation methods that
are particularly beneficial for notary transactions.

Rather than starting from Nxt directly, we use a fork of the
WAVES platform[70] as a basis. This platform has implemented
a number of improvements, such as the NG protocol (section
15.6), which our network will benefit from. The existing trans-
action types focusing on digital assets, including colored coins,
are removed or disabled and replaced by notary transaction
types.

14 CENTRALIZED VS DECENTRALIZED ANCHORING

Other solutions for blockchain anchoring use a centralized
approach, where all hashes are collected for a period of time.
From these transactions, a merkle tree is created, which is put in
a single transaction on a third party blockchain like Bitcoin. Due
to this, there is no direct feedback from the system, and it can
take several hours before the final receipt can be collected[71]
from the central service.

The LTO global blockchain is a decentralized solution,
where every node oversees all transactions. When an anchor-
ing transaction is broadcasted it’s instantly visible, and after
approximately 3 seconds it’s pre-approved using NG (Section
15.6). The transaction is in a block within a minute.

Nodes can keep track of all anchored hashes or only of their
own. If needed, they can create a receipt independently (section
16.1). There is no need for a centralized service.

15 CONSENSUS ALGORITHM

The global blockchain functions as a typical public blockchain.
A node is selected as a generator to validate the transactions
and forge a block. To determine the generator, we use the
Leased Proof of Importance (LPoI) consensus algorithm. The
generator is to be rewarded with the fees of the transactions in
the forged block.

Proof of Importance is a variation of Proof of Stake (PoS),
where the chance of being selected to forge a block is deter-
mined based on the number of tokens you hold and stake. With
Proof of Importance, the chance increases based on the node’s
usage of the network [72, 73].

The token economy that emerges from this consensus al-
gorithm is described in detail in the ”LTO Token Economy”
paper[74].

15.1 Leasing
NXT, Waves, and other blockchains in this family use Leased
Proof of Stake[69, 75]. By leasing tokens, the token holder
passes the right to forge a block to the selected node. These
nodes can work like a mining pool, sharing the rewards pro-
portionally among the leasers.

NXT style networks are susceptible to attack when an at-
tacker controls at least 1/3 of all active balances[76]. This is
an issue, as projects that have implemented LPoS algorithm
tend to have a high level of centralization. The top two Nxt
nodes control over 50% of the network[77]. With Waves, the
top two nodes control over 1/3 the network, and the top five
over 50%[78].

In Section 18 we will discuss the importance of a high
amount of decentralization for this network. To prevent nodes
with massive leased stakes, there is a limitation on leveraging
leased tokens. Every node needs to own at least 10% of the
tokens it stakes. Proof of Importance also counters this effect,
as it puts nodes that are passive stakers at a disadvantage.

15.2 Raffle factor
To calculate the usage of the network by the node, which
influences the chance to forge a block, the balance of staking
versus transactions (S/T-ratio) will be used.

ST ratio =
Staked tokens as % of total

Contributed transactions as % of total
The S/T-ratio is related to a ”raffle factor”. The raffle factor

is a mathematical formula that influences the chance of a node
to be chosen to generate a new block. The more balanced the ST-
ratio ( closer to 1.0), the higher the Raffle factor. If the ST-ratio is
unbalanced (a node does not contribute any transactions), the
raffle factor will be 1.0.

raffle factor r = 1 + (0.5 · e0.5·(ST ratio1)2)

This formula results in a large standard deviation of the
bell-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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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ximum raffle factor is 1.5, which is halfway between
the minimum and the absolute maximum of 2.0. To gain an
additional X tokens from staking by inflating your importance,
you need to spend and amount of 2 · X on transaction fees.
Importance inflation is explained in detail in section 18.1.

To fully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raffle factor and its effect on
the token economy, please read the ”LTO Token Economy” paper[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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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reward mechanism

Running 'Net-zero' when share of staked tokens equals share of transactions

Stake %
Trans-
action % S/T score

Raffle 
factor

# 
straws

P
(vali- 
dator)

Expected 
payout

Return 
on 

stake
Net 

profit

0 0% 350 35% 0 1.00 0 0% 0 n/a -350

8000 40% 200 20% 2 1.00 8000 33% 334 4.2% 134

4500 23% 250 25% 0.9 1.44 6486 27% 270 6.0% 20

4000 20% 200 20% 1 1.50 6000 25% 250 6.3% 50

3500 18% 0 0% n/a 1.00 3500 15% 146 4.2% 146

20000 1000 23986 100% 1000

Participants in network 
perform transaction

Assign S/T-score 
based on ratio 
between stake 

and transaction

Allocate number of 
straws based on stake & 

Raffle factor
Leading to an expected pay-out

https://lto.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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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이 사용자 2와 3은 가장 균형 잡힌 지분과 거래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S/T-비율은 1에 가까
워서 그들에게 높은 라플 계수(1.5)를 준다. 따라서, 시스템은 사용자 1,2 및 5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유효 균형을 사용자에게 할당한다.  유효 균형은 블록을 만들 기회를 결정하는 Fair Proof of Stake 
algorithm 알고리즘에 사용된다. P(forge).

라플 인자가 더 높기 때문에 사용자 3과 4는 각각 23%와 20%에서 25%와 23%로 유효성 검사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반대로, 수동적인 스테이커로서 어떤 거래도 기여하지 않는 사용
자 5는 유효화자가 될 확률이 18%에서 13%로 줄어든다.

스트로우의 수를 기준으로 예상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는 거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도 이용자 2, 3, 4는 스테이킹 보상 때문에 이익을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S/T-비율이 잘 균형을 
이루므로 사용자 3과 4의 경우 스테이킹 복귀가 가장 높다.

중요 인플레이션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우리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이것을 하는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스팸 거래를 통해서이다. 스팸 거래로 인한 이익/손실을 최대 라플 인자의 공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은 최대 두 개 미만의 래플 인자로 스팸 거래로부터 직접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다. 2에 가까운 라플 인자는 스팸 송신을 거의 무료로 할 수 있다. 51%의 공격으로로 네트워크를 손
상시키려고 하는 공격자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비용 없이 네트워크에서 중요성을 증가시키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대 1.5의 라플 인자는 중요도를 부풀리는 높은 비용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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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Equation 8 is used to calculate the size of the probability,
it demonstrates that the total size is about 11.3GB. As only the
last 1000 blocks are stored completely, including transactions,
this size may differ slightly but won’t grow noticeably.

The growing part consists of the summary blocks (7) and
what is left of the key blocks after the transaction data is
removed. We’ll define the size as the growth per year using
Equation (9).

Growing part = n · k +m · s (9)

with:
n = Amount of keyblocks per year,
m = Amount of summaryblocks per year,
k = Size of a keyblock without transaction data,
s = Size of a summaryblock (7).

Following the previously made assumptions, this equation
demonstrates that the blockchain grows about 3.7GB per year.

17.8 History nodes
Nodes are not required to delete old transactions. By main-
taining all transactions, history nodes can prove the correctness
of the blockchain when needed. History nodes are unable to
pass a falsified history, as the blocks of the history node needs
to match those of other nodes. The network could rely on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history nodes.

There is no on-chain benefit of running a history node. It
doesn’t increase the chance of forging new blocks. Running
such a node must be done out of community interest or sec-
ondary income.

18 NETWORK VULNERABILITY

18.1 Importance inflation
A particular worry with PoI is the inflation of importance
through dummy transactions. We can calculate the profit/loss
from spam transactions as a formula of the maximum raffle
factor, which has been given below:

• Raffle factor; r,
• Percentage of staked tokens; bi,
• Cost of a transaction; c,
• Total transactions on network; n,
• Spam transactions; ⌧ ,
• Rewards; p,
• Profit/loss from spam; p = prmax − pr=1.

p = (r · bi · n · c)− (⌧ · c) (10)

r = 1, ⌧ = 0 ! p = bi · n · c (11)

r = rmax, ⌧ = bi · n ! (rmax − 1) · bi · n · c (12)

This gives

p = ((rmax − 2) · bi · n · c) (13)

Given

bi > 0, n > 0, c > 0,p < 0 ! (rmax − 2) < 0 (14)

rmax < 2 (15)

Equation 15 proves that it’s impossible to gain directly from
spam transactions with a maximum raffle factor of less than
two.

A raffle factor close to two would make spam transactions
nearly free.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the network for little
to no costs is undesirable, as it could aid an attacker trying to
undermine the network with a 51% attack. The maximum raffle
factor of 1.5 ensures a high cost of inflating importance.

18.2 Nothing at stake
The nothing at stake principle is the assumption that nodes
will continue to build on any forks, rather than picking the
longest chain, as there is no downside in doing so[87]. If all
nodes would display such ill behavior, an attacker would only
need a small percentage of tokens to force the network to switch
to the other chain; a 1% attack.

Such a situation is referred to as a Tragedy Of The
Commons[88]. All parties seek to individually gain by abusing
the system. But, if everybody is doing it, nobody is benefiting
from it. Instead, it only leads to undermining the network,
causing a decrease in the value of the underlying token.
https://v2.overleaf.com/project/5b95e00fe0915f6ac7833767
Waves Fair PoS has made it a lot more difficult for an
unpublished orphaned branch to catch up with the main
branch[79]. The possibility of profiting from such behavior
with bad actors that only hold a small percentage of tokens is
negligible.

A bad actor would need to create and maintain an altered
version of the node. The costs, combined with the knowledge
that there is little chance of benefiting from it, should be enough
to disincentivize this behavior[89].

18.3 LPoS centralization
Projects that have implemented the LPoS algorithm tend to
have a high level of centralization.

This effect can be explained by the reward per token. A
professional setup with a near 100% uptime will not miss a
forging opportunity, yielding more rewards with a set number
of tokens being staked. This draws token holders to lease to
these nodes and has a reinforcing effect, as reduced overhead
allows for higher payouts to lessors.

Limiting the number of tokens per node is a flawed method,
creating an opportunity for a Sybil attack[90]. In a permission-
less reputation system, a single node can advert itself as multi-
ple pseudonymous identities, circumventing this limitation.

Because of the nature of our solution, the majority of trans-
actions will be signed by a key pair associated with a node. The
network will also consist of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nodes.
This has no effect on PoS; however, on PoI, it gives the users of
the platform an advantage over non-user token holders.

An additional measure is the limitation on leveraging leased
tokens; every node needs to own at least 10% of the tokens it
stakes.

18.4 Denial of service attack
Due to limited scalability, it’s fairly easy to overload any public
blockchain with too many transactions. Transaction fees are the
primary defense against these sorts of attacks, but transactions
still need to be verified to conclude that there are insufficient
funds. Moreover, with a decent amount of funds, it’s possible
to overload the network with spam transactions, as seen with
Ethereum in July 2018.

Nodes have the option to automatically increase the trans-
actions fees in case of such an attachment. Ideally, nodes gain as
much from staking as they spend on transactions. As the spam
tokens increase the rewards of transaction fees, this is used to
automatically counter the attack.

https://lto.network
https://forum.wavesplatform.com/uploads/default/original/1X/b9f220c13f73c3a41dff7f4523c6c4a1fc03ebf6.pdf
https://forum.wavesplatform.com/uploads/default/original/1X/b9f220c13f73c3a41dff7f4523c6c4a1fc03ebf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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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블록

데이터 스토리지 용량에 대한 블록체인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추가 블록 유형인 요약 
블록을 도입하고 있다. 이 블록들은 대략 하루에 한 번 생성된다. 이유와 세부 사항은 기술 백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요약 블록을 만드는 데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전송 수수료 중 97%만이 핵심 블록을 위조할 자
격이 있다. 나머지 3%의 거래 수수료는 요약 블록을 위조하는 데 적립된다.

V. 사용자 상태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

공동 비즈니스 개발자(스테이크비율 및 거래비율이 균형 잡힌 고객)에 대한 비교적 큰 보상 결과로
서, 고객들은 ‘net positive’ 위치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큰 규모의 플랫폼에 대한 스테이
크를 매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플랫폼 채택을 자극하는 거래를 하는데 한계비용
은 없다.

예상 동력은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 수동적인 고객들은 스태이크 비율과 유사한 비율의 토큰을 보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받
도록 하면서, 공동 비즈니스 개발자가 된다: 이는 플랫폼 사용에 대한 그들의 한계 비용을 감
소시킨다.
- 수동형 클라이언트는 수동형 스테이커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강력한) 패
시브 스티커에서 토큰을 구입한다.
- 플랫폼에 있는 활성 클라이언트의 수가 증가하면, 수동적 스테이커 풀이 고갈된다.

Figure 5: Stakeholder dynamics during market development

고객 생성 거래

비고객

'Net-zero' top 
accounts

대형 스테이킹 풀

낮음 높음전체 스테이크의 지분

강한 수동적 스테이
커

수동적 스테이커

공동 비즈니스 개발
자

수동적 고객

Non-staking  
clients

신뢰 가능한 소규모 
검증자

스테이크의 판매로 인한 전환

스테이킹 변화로 인한 전환

그림 5: 시장 변화에 따른 스테이커 상태변화

https://lto.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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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latform development to market maturity

4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보상 메커니즘의 성격 때문에 이용자들의 유형의 전환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래 그림 7을 보아라) 발전 단계에서, 토큰 판매 직후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동적 
스테이크 비율이 존재할 것이다. 토큰에 대한 비교적 낮은 투자는 거래량에 대한 순긍정적인 수익
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일찍 선택하는 고객들은 net-zero 지점으로 빠르게 이동하도록 장려
된다. 성장 단계에서 플랫폼 채택의 증가는 (수동적) 고객의 증가로 이어진다.

솔루션의 특성상 고객이 매달 토큰을 구입할 가능성은 낮다. 대신, 우리는 그들이 네트워크 지분을 
가지거나, 운영비를 0으로 줄이거나, 혹은 네트워크 일부를 소유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통합자를 통
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기대한다. 수동적 고객들은 점차적으로 대형 수동적 스테이커들로부터 토큰
을 살 것이다. 침체 및 성숙 단계로 이동하면서 고객 및 통합업체가 교점 운영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함에 따라 스테이킹 풀은 고갈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플랫폼 선택과 상태변화

LTO 네트워크 경제의 이러한 역학 관계는 개발, 성장, Shake-out(쇠퇴) 및 성숙이라는 네 가지 뚜
렷한 단계에 걸쳐 발생할 것이다. 시장 개발 속도는 토큰 가격 이동, 거래 가격 및 초기 채택률에 의
해 크게 좌우된다. 우리는 3-5년 이내에 시장 성숙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4단계는 아래 그
림6에 설명되어 있다.

~50%

0%
시간

발전 성장 침체 성숙

고객 채택에 집중, 초기 지분 
채택자가 되는 첫 번째 고객

스테이크를 장려받는 수
동적 고객 - 수동적 고객
의 침체

시장은 수동적 스테이커들의 
합류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의 토큰 가격과 함께 안정된
다.

성장 단계

플랫폼에 머무르며 초기 적
응자로서 스테이크 하도록 
장려되는 초기 고객 

네트워크의 안정성에 기여
하는 상대적 높은 비율의 
수동적 스테이커

net-zero 효과를 보장하는 
수동적 스테이커 지분의 구
매로 이어지는 수동적인 고
객에 의한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 – 수동적 스테이커의 대
형 지분의 침체

플랫폼에 강력한 활성 클라이
언트 세트가 고정됨에 따라 시
장이 성숙함 

보상 계획으로 인해 수동적 스
테이커에 대한 높은 장벽이 있
는 토큰의 가격 안정

고객 채택 증가로 공동 비
즈니스 구축업체 증가 

네트워크 성장과 증가된 (고
객) 스테이킹에 따른 긍정
적 가격 상승

플랫폼 사용 증가 및 긍정적
인 가격 개발

Staked 토큰 vs 총 공급

그림6: 시장 성숙에 따른 플랫폼 진화

https://lto.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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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arly adopters should be incentivized to move quickly to net-zero point

VI. 투기가 경제적 가정을 망치지 않게 방지하기

우리는 투기가 예측 가능한 가격 모델을 조작하도록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변동성은 여전히 이 시
스템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토큰을 임의로 
교환하고 재도입한다면, 그것은 네트워크 일부를 예측하기 위한 경제적 설정에 영향을 미치며, 따
라서 회사가 net zero를 실행해야 할 토큰의 양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시스템이 최소한 초기 단
계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메인넷 풀과 ERC-20 토큰 풀 사이에 “다리”라는 개념을 도입할 것이다.

두 풀은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됨:
- 메인넷 풀은 네트워크의 실제 사용, 즉 거래에 대한 투자 또는 지불 목적으로, 플랫폼의 유
틸리티 토큰으로서의 기능성을 목적으로 한다.
- ERC-20 풀은 대부분 유동성과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서 만들어졌다.

브리지는 두 풀 사이의 흐름을 관리할 것이다. 브리지의 목적은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메인넷의 안
정적이고 점진적인 선택과 유입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 풀에서 다른 풀로 토큰을 전송할 
때 요금을 징수하도록 브리지 트롤이 임명될 것이다. 브리지 트롤 수수료가 소진되어 네트워크 개
발 단계 동안 대형 스테이커들의 이동이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Figure 8: Bridge Troll fees over time

개발 성장 침체 성숙

S/T 비율
낮음 높음Net-zero 낮음 높음Net-zero 낮음 높음Net-zero 낮음 높음Net-zero

공동 비즈니스 구
축업체 

수동적 고객적은 수동적 스테
이커

대형 스테이킹 풀

*구체의 크기는 행위자의 인구 수를 나타낸다

그림7: 초기 채택자는 net-zero 지점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 장려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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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20 풀에서 메인넷 풀로 이동하면서 브리지 트롤은 거래당 100 LTO 네트워크 토큰의 고정 요금
을 받는다.이 작은 장벽은 네트워크(고객, 통합업체)가 실제 사용자가 메인넷으로 유동성을 이동하
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투기자와 소형 수동적 스테이커가 메인넷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한다.

메인넷에서 ERC-20까지, 브리지 트롤은 개발 로드맵에 해당하는 곡선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플
랫폼이 성숙기에 도달하고 시장이 더 교육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의 위협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요금 곡선은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무작위 스테
이킹의 집중화를 제거할 것이다. 이는 예측 가능한 가격결정모형의 가정이 유지됨을 보장한다.

가격 변동성이 기업들의 가입을 방해할 것인가?

우리는 명목 정착 거래가를 토큰 가격 성장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했다. 즉, 토큰 가
격이 상승할 경우,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현장의 다른 솔루션보다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에 설치는 여전히 기업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증가하는 토큰 가격의 상승이 회사들의 진입장벽이 되는 잠재적인 문제가 있다. 다른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당신이 지불하기를 원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블록을 캐는 교
점은 그것의 허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은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
우에 교점 촉진자들은 수수료를 낮추는 경향이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네트
워크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현재 참여자와 그러한 꼼꼼한 교점 촉진자
들에게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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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LTO Network's Troll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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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가치 창출 및 획득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허락없는 공공 원장들을 만들고 있다. 기업, 산업 및 정부는 물류 및 
법적 문제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를 꺼리거나 심지어 못하고 있다. 이런 규제들은 거대 시장인 공공부
문의 채택에 장애가 된다. McKinsey 의 보고서와 같은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 부문이 불록체인 
채택의 가장 큰 사용 사례라고 한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기업들이 개인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것이다. 지금
까지 공공 체인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사용 사례는 dApps(Dapp의 상태 참조: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매우 낮음)이거나 ICO 자금 수집 플랫폼이 되기 보다는 더 나아가지 않는다.

허가 없는 공공체인의 미래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은 그들의 사업 목적에 맞게 이들을 완전히 최적
화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의 경제적 이유와 결과들을 당신에게 설명하겠다.

토큰 vs 비토큰

사설 블록체인은 토큰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네트워크 가치는 선택된 기업집단의 권한으로 표현
된다.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은 배타적이며, 집권당의 일부 기준에 기초한다.

지배구조가 확립되고 산업 채택이 이루어짐에 따라, 권위 있는 정당들은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함으
로써 권력을 재분배할 경제적 동기가 거의 없다. 신규 가입자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으
로 그러한 설정은 카르텔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 허가 없는 블록체인, 특히 PoS의 경우, 네트워크는 기본적인 토큰에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만약 토큰이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누구든지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검증자가 될 수 
있다.  

레이어드 솔루션

그렇다면 LTO 네트워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제품이 민간 계층과 공공 계층
의 결합이라는 것이다. 민간 계층은 조직에 블록체인을 그들의 사업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
구를 부여한다. 공공 권한 없는 계층은 민간 계층의 데이터 무결성을 보호하는 분산적인 방법을 제
공한다.

실제로 경제적 가치는 네트워크의 접속과 ‘공유’가 전세계적으로 분포되고 토큰으로 표시되는 기초 
공공체인에 존재한다. 그러한 설정의 결과는 사설 ad-hoc 체인으로 표현되는 해결책에 의해 네트워
크에 도입된 채택이
본 백서에서 초기에 이루어진 경제적 가정에 기초한 토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기업 통합자들은 공동 비즈니스 개발자가 되고 네트워크의 일부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독려 
받는다. 민간 계층과 공공 계층으로 구성된 제품은 가치를 창출하고 획득한다: 즉, 민간 계층은 비즈
니스 관점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공공 계층은 경제적 관점에서 가치를 획득한다.

https://lto.network


Medium Twitter Group channel Announcement
channel

https://lto.network
https://medium.com/ltonetwork
https://twitter.com/ltonetwork
https://t.me/ltoinfo
https://t.me/LTO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