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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범유행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음식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필요를 가속화하였다. 
이에 따라 Carnes Validadas가 RSK의 블록체인 기술로 구동되며 소고기 
공급망에 걸친 추가 추적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Carnes Validadas가 RSK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에 힘입어 소고기 공급망 
전체에 걸쳐 추가 추적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사용자는 특정 소고기 부위의 QR 코드를 스캔해 해당 부위가 먹을 
준비가 될 때까지 거쳐 온 모든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들판에서 한 동물의 추적이 시작되는 순간 여기에는 TOKEN VACA®라고 
하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 Non-Fungible Token)이 배정된다. 그 후 
공급망 내 각 행위자는 여기에 자기만의 이벤트를 추가하게 되며 우리는 
이에 따라 마지막 스캔 시마다 여러 데이터 중에서도 해당 동물이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지, 무게는 얼마인지 등 그 동물의 일생에서 오는 모든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힘을 부여하며 100%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안전함을 제공한다.

Koibanx가 RSK에 개발한 이 야심찬 플랫폼에는 추적성을 통한 제품 품질 
관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충족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했다.  이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 플랫폼이므로 여기에 저장된 정보를 
해킹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IOVlabs의 CEO인 Diego Gutierrez Zaldivar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다. “Carnes Validadas가 정육업의 가치 체인에 걸친 추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플랫폼으로 RSK를 선택해 소비자에게 
값진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 창출하는 가치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게 되었다는 점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Carnes Validadas의 NFT(대체 불가능 토큰) 덕에 달성할 수 있는 이 보호, 
신뢰, 그리고 투명성은 생산자와 정육 처리 업체 및 시장 경영자에게 디지털 
수단을 이용해 생산자를 위한 소 보험 및 크레딧 등 TOKEN VACA®에 
포함된 새로운 서비스를 모두 획득할 수 있게 한다.

최근 COVID-19 범유행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출처를 알고자 하는 
필요성은 더욱더 심화되었다. 유럽 여러 지역에서는 현재 QR 코드가 
생성되고 다른 고유한 식별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으며, Carnes Validada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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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를 최초로 실행한 당사자로 아르헨티나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해 이미 2021년도의 지역화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Carnes Validadas의 CEO인 Diego Heinrich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Carnes Validadas는 목축업이라는 전통적인 세계와 암호화폐라는 
미래의 세계를 연결할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소의 토큰화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금융 통합, 리스크 완화,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글로벌 
시장에서의 최고 육류 포지셔닝을 고려할 수 있게 하는 엄청난 기회를 
상징합니다.”

Koibanx의 CEO인 Eddy Weber는 자신의 기여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
추적성은 안전하고 투명하며 Carnes Validadas 플랫폼에 추적과 신뢰의 
불변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아주 적합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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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nes Validadas 소개

Carnes Validadas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 Non-Fungible Tokens)을 이용한 가축 토큰화 덕에 추가 
추적성을 위한 블록체인 SaaS 플랫폼과 공급망 내 모든 행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carnesvalidadas.com

IOVlabs 소개

IOVlabs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생태계에 필요한 기회, 투명성 그리고 신뢰를 장려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한다. 이 단체는 현재 RSK Smart Contract Network, RSK 인프라 프레임워크(RIF), 그리고 
Taringa! 플랫폼을 개발하는 중이다. RSK Network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smart contract 플랫폼 중 
하나로, 비트코인의 기능을 확장하면서 독보적인 해시 파워를 활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RSK 인프라 
프레임워크(RIF)는 통합된 환경에서 더 빠르고, 쉽고 더 큰 확장이 가능한 분산 응용 프로그램(dApps)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되고 분산된 인프라 프로토콜의 모임이다. Taringa는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스페인어 기반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로, 3천만 명의 사용자와 1,000개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다.

Koibanx 소개

Koibanx는 금융 기관의 솔루션을 통합하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결제 및 홈뱅킹 플랫폼을 제공해 더 
빠르고, 안전하며, 저렴한 작업을 가능케 한다. 기본적으로 결제 및 인보이스에 집중한다. Koibanx 팀은 3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금융 및 기업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왔으며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및 
우루과이에 사무실을 둔 지역 팀이다. Cámara Fintech de Argentina, Colombia Fintech, IOV Labs, 
Finnovisa, NXTP 및 Village Capital 등 수많은 파트너를 두고 있다.

https://koibanx.com/en_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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