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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져 있는 비밀, 그 속에 수많은 히스토리가 존재 합니다.

Hidden Coin은 그 수많은 이야기 중 건설/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 많은 결제

생태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진행 하는 통합 결제 코인 입니다.

“Hidden coin ? .  Pay co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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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COIN





One step further in Construction industry



HIDDEN COIN



종합 건설업체의 국내 건설수주 및 업체당 평균 수주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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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약액 기성액

2015 년 2016 년 2015 년 2016 년

전체 1,824,985 1,620,155 1,501,495 1,656,680

403,911 374,364 443,396 410,108

공
공

토목 210,005 187,235 224,718 217,568

건축 149,472 151,964 162,588 149,370

산설.조경 44,430 35,159 56,085 43,165

민
간

1,421,071 1,245,789 1,058,095 1,246,570

토목 51,715 107,747 65,317 124,686

건축 1,238,450 1,080,954 874,037 1,025,504

산설,조경 130,904 57,085 118,740 96,378

발주자 별 공종 별 계약 액 . 기성 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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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경제 성장률

년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p

GDP성장률 5.5 2.8 0.7 6.5 3.7 2.3 2.9 3.3 2.8 2.9 3.1

건설업 2.5 -2.6 2.3 -3.7 -5.5 -1.8 3.0 0.8 5.7 10.1 7.1

제조업 8.4 3.7 -0.5 13.7 6.5 2.4 3.6 3.5 1.8 2.4 4.4

농림어업 4.1 5.6 3.2 -4.3 -2.0 -0.9 3.1 3.6 -0.4 -2.8 0.3

서비스업 5.2 3.2 1.5 4.4 3.1 2.8 2.9 3.3 2.8 2.5 2.1

(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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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건설 생산 및 건설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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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GDP동향을 볼 때 건설업 분야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른 자금의 이동 및 결제 또한 상당 합
니다. 하지만 중개 기관의 개입 및 각종 세금 등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각종 수수료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
불에서의 손실 등이 발생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급속도로 확장 및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 암호화폐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7천 2백억
달러 입니다.

암호화폐의 장점과 잠재력은 충분히 인정 하고 있지만, 암호 화폐 관련 거래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이 부족하
다는 이유로 익명성은 더욱 광범위한 주류 화폐로의 편입에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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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하는세계모바일결제시장 커지는국내모바일결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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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라틴 아메리카

CEMEA

신흥 아시아

성숙한 아시아-태평양

유럽( 유로존 포함 )

북미(미국 및 캐나다)

글로벌 금융기관 결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SWIFT라는 플랫폼만 하더라도 일평균전 세계 거래
량은 약5조 달러, 연간 1,250조 달러에 이릅니다.

또한 차트상 업계의 전년 대비 성장을 보여줍니다.
신흥시장에서의 결제가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북미 및 유럽과 같이 비교적 확립된 지역에서는 암
호화폐기반 결제 솔루션에 대해 훨씬 크고 즉각적인 시장이 존재합니다.

10.9%

7.1%

10.2%

4.3%

30.9%

7.6%

6.5%

9.1%

7.2%

8.9%

4.4%

28.6%

8.8%

6.5%

개
발
도
상
국

성
숙

19.6%

5.6%

CAGR Growth

‘15-’20E ‘15-’16E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이하 “EFT”)란 금융기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한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또는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필수 부기입력(bookkeeping)과 자금 제공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자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전자자금이체는 두 당사자 간의 자금이체를 위해 기업들이 사용하는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금융기관은 SWIFT와 ISO 20022 등잘 알려져 있고 충분히 지원받고 있는 표준에 따라 전자 메시지를 송수
신함으로써 전자자금이체를 수행합니다. 금융기관간에 전송된 메시지는 송신 은행이 송금인의 계좌에서 자금
을 인출하고 수신은행이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합니다.
이와 같은 이체에 관여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송금인(사업체 또는 개인) - 이체 개시자
• 수취인 - 이체의 최종 수취 당사자
• 송금인측 금융기관 - 송금인의 이체 지시를 받아 자금을 수취인측 금융기관에 송금하는 금융기관
• 수취인측 금융기관 - 자금을 수령하여 계좌에 보관하는 금융기관
• 추가/중개 금융기관 - 거래 수행에 필요한 기타 금융기관

송금인
송금인측
금융기관

수취인측
금융기관

수취인

지급 지시 메시지 신용 계정



HIDDEN COIN



시가총액 수십, 수백 조 원에 달하는 수많은 암호화 화폐가 투자, 투기의 목적으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나
실제 각종 지불, 결제로서의 사용은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타의 암호화 화폐와는 달리 히든코인은 지불, 
결제 능력을 가장 중요시하여 개발 되었으며 실제 사용이 가능한 화폐 기능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건설/산업현장에서는 자재, 장비 대여, 노임 등의 결제가 월별/주별/일별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결제의
종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고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지급방법도 현금, 수표, 어음 등으
로 다양합니다.

히든코인은 이러한 수많은 결제를좀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산업 현장 속에서 발생하는 결제 지연, 어음 및 수표결제의늦은 현금 회전율은 부도, 인건비 연체 등
으로 이어져 참여회사와 산업 종사자의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곤경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히든코인의 개발과 사용을 통해 극복하고자 합니다.



HIDDEN COIN 은웹-기반 및 네이티브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세트이며 대부분의 주요 운영 체제 및 상

용 하드웨어와 호환됩니다. 본질적으로 Payment의 HIDDEN COIN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처리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를 판매 업체 또는 암호화폐 핵심

팀과 같은 다양한 외부 사용자와 연결하는 API의 조합으로 이루어 집니다.

2 게이트웨이는 본사의 결제 파트너의 비즈니스 로직을 코어에 적용하여 커뮤니케이션 유니폼을 생성합

니다. 

3
Hidden coin Payment 시스템내에서 사용 가능한 암호화폐를 송금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Hidden coin Payment 코어

결제 처리 게이트웨이 세트

Hidden coin의 올인원 다중 암호화폐 지갑

4
Hidden coin Payment 시스템내에서 가맹점용으로 사용 하며, 상품 등록 및 가격 등을 QR  코드로

보여주며, 결제할 수 있도록 처리 합니다.

독립형 POS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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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Coin

API

게이트 웨이

Hidden coin 노드

Hidden coin 노드

거래소 노드

은 행

기타 Coin 노드

가맹점 업체 지갑

독립 형 POS

웹 지갑

모바일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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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는 노드에 연결되며 각 노드는 HIDDEN COIN 시스템 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폐를 나타냅니다. 또한 게이트웨이는 거래소에 직접 연결되어 HIDDEN COIN 코어와 통화 간의 원활한 변환이
가능합니다.또한 게이트웨이는 HIDDEN COIN 코어를 제휴 은행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직접 현
금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웨이는 BitPay, Coinbase, CoinGate, Graft 및 기타 결제 시스템들과 HIDDEN COIN 간
의 상호 운용성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 객



HIDDEN COIN 은 기존 POS 솔루션, 결제 처리 및 게스트 관리 소프트웨어, 플러그인 작성 및 API 통합 수행을 통
해 HIDDEN COIN를 통한 결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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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업체가 HIDDEN COIN으로 결제하길 원할 때마다 먼저 고객에게 청구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청구서 세부 내
용은 추적되지 않으며 총액만 추적됩니다. POS 소프트웨어 또는 독립형 히든 POS 판매 업체 app로 청구서 생성
을 시작하려면 판매 업체가 먼저 주문을 생성해야 합니다.
주문에는 주문 ID(판매 업체 POS 소프트웨어가 생성하는 고유 ID)가 존재하며 결제에 사용될 히든코인 및 지불 금
액이 포함됩니다.
판매 업체가 주문을 생성하여 히든코인 판매 업체 API로 전송한 후 히든코인 API 는 다음 내역을 확인합니다.

유효성 검사가 성공적이라면 유효성 검사가 완료된 주문은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되어 시스템 내부에서 트랜잭션 ID
를 받습니다.데이터베이스는 고객, 트랜잭션, 화폐 및 게이트웨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처리 서버는 게이트웨이 및 다양한 API에서 이 데이터를 폴링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내부에서 처리하는 서버 애플
리케이션입니다. 게이트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HIDDEN COIN 시스템섹션에서 간략 하게 설명하였습
니다. 게이트웨이가 HIDDEN COIN POS 통합에 참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안은 각 트랜잭션마다 블
록체인 주소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시스템 내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히든 코인에 대해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기존의 회계 및 결제 처리 기술과 연결합니다.

1. 주문 ID 중복
2. 결제 자격
3. 히든 코인 사용 가맹점 유무
4. 고객이 결제에 사용하는 히든 코인의 진위 여부
5. 결제 금액 – 본 결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에는 너무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판매 업체의 특수 사항



데이터 베이스
업체 POS 업체 POS

처리 서버

API

HIDDEN COIN 게이트 웨이노드

트랜잭션 상태는 ?

트랜잭션 상태

TX 상태
요구

TX 상태
업데이트

발송

TX 상태
요구

TX 상태
업데이트

발송

실행을 위한 TX 세부 사항

이 TX의 가장 최근 작업이 데이테 베이스에
상태로 저장됩니다.

노드 API 트랜잭션

TX 수량 가치

잔
액

요
구

노
드

A
P

I에
서

변
환

된
T

X
 수

량
가

치

POS 통합, 트랜잭션 상태 폴링

판매 업체는 고객에게 QR 코드가 들어있는 청구서를 제시합니다. 고객은 암호화폐로 결제를 시작합니다. 그 후 히
든 코인 코어는 관련 게이트웨이를 통해 고객의 히든 코인 블록체인을 주기적으로 폴링 하여 결제 상태를 확인합니
다.



데이터 베이스
업체 POS 업체 POS

API
판매 업체잔액 확인

잔액 세부 사항

API에서
잔액요청

판매 업체에게 잔
액 업데이트 제공

TX 상태
업데이트

발송

POS 통합, 트랜잭션 성공 및잔액 업데이트

판매 업체 판매 업체 법정 화폐

거래소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게이트웨이게이트웨이

법정
화폐

“성공” 상태의 TX 를
위한잔액 업데이트

TX 성공 상태
TX 확인 판매 업체 지불

금액 설정 확인

API

API

HIDDEN 
COIN

판매 업체와 일치

판매자가 설정한
시간 내에 TX 

수량이 교환되지
않은겨우

Negotiations
with the

Merchant on the
future course of

action

게이트웨이

처리 서버

고객
HIDDEN COIN

게이트웨이

NO

NO

YES

YES

YES NO



ON LINE 결제 대체 서비스

NOYES

HIDDEN COIN 이용 PG 시스템 이용

즉시 전송

안전한 거래

빠른 자금 회수

금융회사
수수료

1.5 % ~ 4%

PG사 수수료
0.15 ~ 0.5%

7 ~ 14일 소요

송신자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회원A (송금인)
HIDDEN COIN

회원B (수취인)

거래소 거래소

• 세계 각 지의 코인 거래소 인프라(API)를 활용하는 구조

• 코인을 활용하여 각 나라 별 통화의 환율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송금 요청부터 수락 후 완료까지걸리는 시간은 최대 1분 정도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송금 시간을 장점으로 한다.



HIDDEN COIN



CONSTRUCTION INDUSTRY ( HIDDEN COIN )

완전한 P2P 방식의 히든코인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한쪽에서 다른쪽으로 온라인

송금이 가능합니다. 전자 서명이 일반적인 해결책이지만, 이중지불(double-spending)을

방지하기 위해 신뢰받는 제3자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문서는 P2P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중지불을 막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암호화 함수를 실행하는 해싱(hashing) 작업을 통해 해시 기반 작업증명(proof-of-work)

체인(chain)에 타임스탬프(timestamp)를 통해 시간을 기록하는데, 이를 통해 작업증명을 다시

수행하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없는 안전한 기록을 생성 합니다. 가장 긴 체인은 네트워크에 의해

검증된 거래의 연속적인 기록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연산능력(CPU power)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연산능력이 네트워크를 공격하는데 동조하지 않는 한, 가장 긴 체인을 만들면

공격자는 무력화 됩니다. 또한, 네트워크는 최소한의 구조만을 필요로 합니다. 메시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근간으로 삼아 네트워크에 전파되고, 노드는 네트워크에서 언제든 이탈했다가

재 접속할 수 있으며, 이탈한 기간동안에는 가장긴작업증명 체인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ON / OFF Line 상거래는 대부분 금융기관을 신뢰받는 제3자의 역할로 사용하는 지불 방식에 의존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상의 대부분의 거래에 무리 없이 작동하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

조라는 원천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형태는 중재를 위한 분쟁을 피할 수 없어, 완

벽하게 취소 불가능한 거래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중재에 사용되는 비용은 거래 비용의 상

승, 가능한 최소 거래량의 제한, 작고 간단한 거래의 원천적인봉쇄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취소

불가능한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지불 방식을 만들지 못해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소진하게 됩니다. 거래

의 취소가 가능한 구조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판매자는 고객을 더 경계하게 되

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도 귀찮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사기가

발생하는 것은 감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용의 증가와 지불의 불확실성 증가는 사람이 직접

실물 화폐를 사용하여 거래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신뢰기관 없이 통신 채널만을

통해 지불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신용 기반이 아닌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전자 지불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뢰받는 제3자 없이 당사자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전산을 통해 취소가 불가능한 거래는 판매자를 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에스크로 방식을 통해 구매자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P2P 타임스탬프 서버를 이

용하여 거래의 시간 순서를 전산을 통해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중지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은 공격자 그룹의 연산능력보다 정직한 노드가 더 많은 연산능력을 보유하

고 있는 한 안전합니다.

CONSTRUCTION INDUSTRY ( HIDDEN COIN )



전자 화폐를 디지털 서명이 연결된 것으로 정의 해봅시다. 소유자들은 이전 거래와 다음 소유자의 공개
키를 해시하여 전자 서명하고 이를 코인의뒤에 붙이는 형태로 전송합니다. 수취인은 체인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으로 서명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거래 거래 거래

소유자 1의
공개키

소유자 2의
공개키

소유자 3의
공개키

해시 해시 해시

소유자 0 의
서명

소유자 1 의
서명

소유자 2 의
서명

소유자 1 의
개인키

소유자 2의
개인키

소유자 3 의
개인키

문제는 수취인의 입장에서 원 소유주가 이중지불을 하지 않았는지 검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
인 해결책은 거래가 이중지불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신뢰할 수 있는 중앙기관 혹은 조폐국을 두는 것입니
다. 거래가 발생하면 모든 코인은 조폐국으로 들어가 새 코인이 발행되도록 하고 조폐국을 거친 거래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 이중지불의 위험에서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문제는 전체 시스템의 운
명이 모든 거래에 개입하는 조폐국을 운영하는 주체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수취인의 입장에서 이전 소유자가 어떤 거래에도 (기존 코인의잔액을 이용한) 서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필요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서명을 사용한 가장 최초의 거래만 계산하면뒤
이어 이어지는 거래에 이중지불이 있는지는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락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
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거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폐국을 기반으로 한 모델에서는 조폐국이 모든 거래
를 확인하여 어떤 거래가 먼저 이루어진 것인지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를 조폐국처럼신뢰받는 주체
가 없는 상태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거래는 공개적으로 알려져야 하며, 참가자들이 그들이 받은 것을
순서대로 정리한 단일한 이력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수취인은 거래가 발생하면 노드의 대다
수가 이중 수취가 아닌 최초의 수취라고 인정하는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CONSTRUCTION INDUSTRY ( HIDDEN COIN )

거래 ( Transactions )



제시하려는 해결책은 타임스탬프 서버에서 시작 됩니다. 타임스탬프 서버는 시간 순으로 기록된 블

록들의 해시를 취하고, 신문이나 유즈넷 포스트[2-5]처럼해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타임스

탬프는 해시의 형태로 취합 되기 위해 해당 시간에 그 데이터가 존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각각의

타임스탬프는 이전 타임스탬프를 해시의 형태로 포함하는 구조로 결국, 각 타임스탬프는 이전 타임

스탬프를 강화하는 형태로 체인을 형성 합니다.

해시 해시

블록

항목 항목
...

항목 항목
...

블록

CONSTRUCTION INDUSTRY ( HIDDEN COIN )

타임스탬프 서버 ( Timestamp Server )



P2P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타임스탬프 서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즈넷이나 신문 등의 방식이 아니라,
Adam Back의 Hashcash[6]와 유사한 작업증명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작업증명 방식은 SHA-
256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 해시되었을 때 0(zero)으로 시작되는 값들을 찾는 과정을 수반합니다. 해시를
한번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이 작업의 소요 시간은 어떠한 평균치에 수렴하며, 요구하는 0의 숫자가
많을수록 소요 시간이 지수의 형태로 늘어나는 특성을 가집니다.

타임스탬프 네트워크는 블록 해시를 수행한 결과 만족하는 0비트를 가질때까지 임의의 값인 논스(nonce)
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증명을 구현 합니다. CPU가 노력한 결과가 작업증명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 블록은 수행한 작업증명과 같은 노력의 일을 반복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블록을 변경
하려면 해당 블록에 연결된 모든 블록에 작업증명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증명 방식은 다수결 의사결정에서 대의(代議)의 문제를 해결 합니다. 만약, IP 주소당 하나의 투
표권을 부여하게 되면 누구나 IP 주소를 많이 확보하는 것 만으로 시스템을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반
해, 작업증명은 연산 능력에 비례하여 투표권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긴 체인은 가장 많은 연산능력(작업증
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곧 다수의 결정이 됩니다. 정직한 노드들이 연산능력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면, 정직한 체인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 여타 경쟁 체인을 압도할 것입니다. 과거의 블록 한 개를 수
정하려면 공격자는 해당 블록과 이후의 모든 블록에 작업증명을 과정을 수행하여 정직한 노드의 블록 길이
를 추월해야 합니다. 느린공격자가 블록을 따라잡을 가능성은뒤에 추가로 언급하겠습니다.

증가하는 하드웨어 속도와 노드를 실행하는 동기를 보상하기 위해 작업증명의 난이도는 시간당 생성되는
블록의 이동평균을 통해 정해 집니다. 만약 블록이 빠르게 생성되면, 난이도는 증가합니다.

블록

항목 ...항목

블록
이전해시 논스

블록

항목 ...항목

블록
이전해시 논스

CONSTRUCTION INDUSTRY ( HIDDEN COIN )

작업 증명 ( Proof – of – Work )



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동작합니다.

1.새로운 거래들이 전체 노드들에게 전파된다.
2.각 노드들은 새 거래들을 블록에 취합한다.
3.각 노드들은 블록에 가장 어려운 난이도로 행해진 작업증명을 찾는다.
4.노드가 새로운 작업증명을 발견하면 해당 블록을 전체 노드에 전파한다.
5.노드들은 모든 거래가 유효하고, 이미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만 블록을 받아들인다.
6.노드들은 체인 위의 다음 블록에 이전 블록을 해시 형태로 추가하는 것으로 해당 블록을 받아

들였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노드들은 항상 가장긴 체인을옳은 것으로 간주하고 인증된 체인을 이어 갑니다. 만일 두 개의 노드가 각기
다른 버전의 다음 블록을 동시에 전파하는 경우, 다른 버전의 블록을 전달받는 노드들이 발생합니다. 이 경
우, 먼저 전달 받은 블록을 기준으로 작업을 수행하지만, 다른갈래의 블록도 저장하여 해당 블록이 더 길어
질 것에 대비 합니다. 다음 작업증명이 완료되어둘중 하나가 더긴체인이 되는 경우 더 이상 두 블록은 대
등하지 않고긴체인을 형성한 블록을 기준으로 작업 합니다.
새로운 거래는꼭 모든 노드에 전파될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노드에 도달한다면 이 거래는 블록이 길
어지기 전에 포함될 것입니다. 블록의 전파가 누락되는 경우에도 크게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노드가
중간 블록을 전달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요청하여 받게 되면 정상적인 체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블록의첫거래는 블록의 생성자에게 새로운 코인을 보내는 특별한 거래가 됩니다. 이는 네트워크를 유지하
는 노드들에게 보상이 되고, 중앙관리기구 없이 분산된 형태로 유통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코
인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은흡사 금광을 캐는 광부들이 자원을 소진하여 금의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CPU 사용시간과 전력이 소비되는 자원에 해당 합니다.
거래 수수료도 보상 중 하나 입니다. 거래에서 출력되는 돈보다 입력되는 금액이 작다면 그 차이는 거래 수수
료의 형태로 블록을 생성하는 보상으로 추가 됩니다. 초기 예상 발행량의 전부가 발행된 이후에는 거래 수수
료만 보상으로 주어지며, 인플레이션에서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체계는 노드들이 선의의 행동을 하도록 독려 합니다. 만약 이기적인 공격자가 선의의 노드보다
많은 연산능력을 끌어모을 수 있다면, 다른 이의 지불을갈취하거나,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보다 정해진 규칙에 순응하는 것이 더 많은 코인을 가져다 주기 때
문에 공격자가굳이 공격을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CONSTRUCTION INDUSTRY ( HIDDEN COIN )

네트워크 ( Network )

보상 ( Incentive )



코인을 기준으로 충분히 많은 블록 이어지게 되면 지난 거래 내역은 저장 공간의 확보를 위해 폐기해도 됩
니다. 블록 해시를깨지않고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거래가 머클 트리(Merkle Tree)[7][2][5]안에 해시
되고, 머클트리의 루트 부분만 블록 해시에 포함되면 됩니다. 오래된 블록은 나무의 가지를 친 것처럼최소
화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해시는 저장될 필요가 없습니다.

블록

루트해시

블록
이전해시 논스

블록해더 (블록해시 )

해시 01 해시 23

해시 0 해시 1 해시 2 해시 3

거래 0 거래 1 거래 2 거래3

블록

루트해시

블록
이전해시 논스

블록해더 (블록해시 )

해시 01 해시 23

해시 2 해시 3

거래3

머클트리 형태로 해시된 거래 블록에서 거래0,거래1,겨래2를 제거한 경우

거래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블록의헤더는 80 바이트(byte)입니다. 만약 블록이 매 10분마다 생성된다
고 가정하면, 연간 소요되는 데이터는 80 bytes x 6 x 24 x 365 = 42MB가 됩니다. 2008년에 보편적인
컴퓨터가 2GB 램(RAM)을 장착하고 있으며, 무어의 법칙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1.2GB가 1년에 증가하므
로, 블록헤더가 메모리에 저장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ONSTRUCTION INDUSTRY ( HIDDEN COIN )

저장 공간의 재 사용 ( Reclaiming Disk Space )



풀노드(full network node)를 운용하지 않더라도 지불을 검증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사용자가 자신이
가장긴 체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네트워크 노드들에게 요청하여 가장긴 작업증명 체인의 블록헤
더의 사본(copy)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거래가 포함된 블록의 머클트리의 가지(branch)를 얻어올수 있
습니다. 사용자 스스로 거래의 유효성을 체크할 수는 없으나, 체인에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 네트워크 노드
들이 이를 받아들이는지 확인한뒤, 블록이뒤에 연결되는지 확인하면 할 수록 네트워크가 이를 유효한 것
으로 인식하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노드들이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검증 작업은 신뢰할 수 있으나, 공격자의힘이 강
한 네트워크에서는 신뢰가 어렵습니다. 네트워크 노드들이 검증 절차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공격자가 지
속적으로 네트워크에서힘을 유지하고 기록을 날조하여잘못된 거래 내역을 퍼뜨리면 속을 수 밖에 없습니
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은, 사용자의 소프트웨어가 블록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 모순점이 있
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하지 않은 블록을 발견했을 때 네트워크 노드들에 경고성 알림을 보내는 것
입니다. 이런 면에서, 잦은 거래를 필요로하는 사업분야에서는 빠른 검증과 독립적인 보안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노드를 직접 운용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가장긴작업증명체인

루트해시

블
록

이전해시 논스

블록해더

해시 01 해시 23

해시 2 해시3

거래3

루트해시

블
록

이전해시 논스

블록해더

루트해시

블
록

이전해시 논스

블록해더

거래3이속한머클트리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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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검증의 간소화 ( Simplified Payment Verification )



코인을 중심으로 개별적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작은 단위의 거래를 하기에는 불편합니다. 가치가
나누고 합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수의 입력과 다수의 출력을 허용 합니다. 보통, 큰 규모의 단일 입력이
거나 다수의 소액을 합친 입력일 것이며, 출력은 지불을 위한 것 하나와 남는잔액을 송금자 에게 돌려주는
출력 두 개일 것입니다.

하나의 거래가 여러 거래들로부터 비롯되고, 이 거래들은 더 많은 거래들로부터 비롯되는 팬아웃(fan-out)
형태는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 기록의 완전한 독립 사본을 추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입력

거래

입력

...

출력

...

CONSTRUCTION INDUSTRY ( HIDDEN COIN )

가치의 병합과 분할 ( Combining and Splitting Value )



기존의 은행 구조는 담당하는 그룹과 신뢰받는 제3자의 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 합니다. 모든 거래를 공개하는 방식에서 은행 형태의 모델을 차용할 수는 없지만 프라이버시를 유지하
면서 모든 거래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개 키들을 익명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참여자
누구나 어떤 이가 다른 이에게얼마를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정작 거래가 누구에 귀속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방식 입니다. 이는 증권 거래소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간과 거래
량은 공개되지만 누구의 거래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말입니다.

추가적인 방화벽으로서, 매 거래 마다 새로운 키를 사용하도록 하여 소유자 분별이 어렵도록 합니다. 다수의
입력이 존재하는 거래일 경우 입력들이 동일한 소유자에서 온 것이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의 키
가 공개되면, 다른 거래의 것도 동일한 소유자라는 것이밝혀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거래를
수행 시 매번 새로운 키를 사용하도록 권장 합니다.

신원
신뢰받는
제 3 자 거래 상대자 일반인거래

새로운프라이버시모델

신원
신뢰받는
제 3 자거래

전통적인프라이버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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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 Privacy )



공격자가 정직한 체인보다 빠르게 체인을 이어가려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공격이 성공한다해도
시스템에 없던 돈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하는 식의 제멋대로인 상태로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노드들은
유효하지 않은 거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정직한 노드는 아예 해당 내용을 블록에 포함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격자는 오직 자신이 행한 거래의 돈을 되찾는 공격만 가능 합니다.
정직한 체인과 공격자 체인의 경쟁은 이항무작위행보(Binomial Random Walk)의 특성을 지닙니다. 정
직한 체인이 블록 한 개를 성공적으로 생성하는 사건에 +1을 부여하고, 공격자 체인이 블록 한 개를 성공적
으로 생성하는 사건에 -1을 부여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격자가 적자의 상태에서 시작하여 선의의 체인을 따라잡을 가능성은 도박사의 파산 문제(Gambler's 
Ruin problem)와 유사 합니다. 적자 상태의 도박사가 무제한의 신용을 바탕으로 무한대로 게임을 시도하
여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을때. 그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확률, 혹은 공격자가 정직한 체인을 따
라잡을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8]

p > q 라 가정한다면, 공격자가 블록을 따라잡을 확률은 블록 수의 증가분에 지수로 감소 합니다. 공격자가
가능한빨리 시도하여 운좋게 성공하지 못한다면, 가능성은뒤로갈수록 희박해 집니다.
수신자의 입장에서 송금자가 거래를 변조하지 못할 거라 판단되는 충분한 기간은얼마인지 고려해 보겠습니
다. 공격자인 송금자가 수신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동안 자신은 돈을 받았다고믿도록 하다가 다시 돈을 자신
에게 되돌리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수신자는 이에 대한 경고를 받겠지만 공격자는 이미늦은 상태에서 알림
을 받게 하길 원합니다.

𝑝 =정직한 노드가 다음 블록을 찾을 확률

𝑞 =공격자가 다음 블록을 찾을 확률

𝑞z  = 공격자가 z 개의 블록이 뒤떨어진 상태에서 따라잡을 확률

𝑞z =
1

q  / p
z

if p < q

if p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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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산 ( Calculations )



수신자는 새로운 키쌍을 생성하여 송금자에게 공개키를 보냅니다. 이는 공격자가 미리멀리 달아나기 충
분한 만큼 블록을 체인의 형태로 만들어 두는 것을 방지 합니다. 거래가 전송되면, 정직하지 않은 송금자는
비밀리에 다른 거래 내역을 포함하는 체인의 생성을 시작할 것입니다.
수신자는 거래가 블록에 포함되고 z개의 블록만큼이 추가되길 기다 립니다. 그는 공격자가 어느 정도의 작
업을 진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직한 블록들은 평균블록 생성시간에 따라 생성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
니다. 공격자의 잠재적 진행률은 포아송 분포의 기대값인 다음과 같습니다.

𝜆 = 𝑧 𝑞
𝑝

공격자가 해당 시점에도 따라잡을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포아송 분포를 공격자가 따라잡을 매 진
행률에곱합니다.



𝑘=0

∞
𝜆 𝑒

𝑘!

𝒌 −𝜆

1

q  / p
(z-k)

if 𝑘 < 𝑧

if 𝑘 > 𝑧

분포 상의 무한 소수를 더하지 않기 위해 식을 정리하면...



𝑘=0

𝑧
𝜆 𝑒

𝑘!

𝒌 −𝜆

1  - q  / p
(z-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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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C언어 코드로 구현하면...
#include 
double AttackerSuccessProbability(double q, int z)
{

double p = 1.0 - q;
double lambda = z * (q / p);
double sum = 1.0;
int i, k;
for (k = 0; k <= z; k++)
{

double poisson = exp(-lambda);
for (i = 1; i <= k; i++)

poisson *= lambda / i;
sum -= poisson * (1 - pow(q / p, z - k));

}
return sum;

}
실행 결과를 보면 z의 증가에 따라, 지수 형태로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0.1
z=0    P=1.0000000
z=1    P=0.2045873
z=2    P=0.0509779
z=3    P=0.0131722
z=4    P=0.0034552
z=5    P=0.0009137
z=6    P=0.0002428
z=7    P=0.0000647
z=8    P=0.0000173
z=9    P=0.0000046
z=10   P=0.0000012

CONSTRUCTION INDUSTRY ( HIDDEN COIN )

P < 0.001
q=0.10   z=5
q=0.15   z=8
q=0.20   z=11
q=0.25   z=15
q=0.30   z=24
q=0.35   z=41
q=0.40   z=89
q=0.45   z=340

P가 0.1%보다 작은 경우를 계산하면...

q=0.3
z=0    P=1.0000000
z=5    P=0.1773523
z=10   P=0.0416605
z=15   P=0.0101008
z=20   P=0.0024804
z=25   P=0.0006132
z=30   P=0.0001522
z=35   P=0.0000379
z=40   P=0.0000095
z=45   P=0.0000024
z=50   P=0.0000006



지금까지 신뢰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 거래 시스템을 제안 하였습니다. 전자 서명으로 이뤄진 일반적인 형

태는 소유권에 대한 강한 통제권을 제공하지만 이중지불을 막지 못하면 불완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증명을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거래를 기록하는 P2P 네트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방

식은 정직한 노드들이 다수의 연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공격자가 쉽게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간결함을 기반으로 함에도 견고 합니다. 노드들은 약간의 협력만으로 합일이 가능 합니다. 

특정한 위치까지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반으로 전달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

에, 굳이 신원을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노드들은 언제든지 네트워크에서 이탈했다가 재접속할 수 있으

며, 그들이 이탈한 동안 이뤄진 작업증명의 체인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유효한 블록의뒤에는 블록

을 연장하고, 유효하지 않은 블록은 거부하는 행위를 통해 작업증명 연산 능력은 참여자들의 의사표현의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합의 구조는 규칙이나 보상과 함께 제시 됩니다.

CONSTRUCTION INDUSTRY ( HIDDEN COIN )

결 론 ( Conclu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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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코인 지갑은 메신저 플랫폼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히든코인 지갑은 보안성이뛰어난 P2P 기반 메신저로 사용
자가 친숙한 메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와 대화하듯이 편리하게 히든코인을 주고 받으며, 지불결
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히든코인의 기본 설계 사상인 개인 간의 대화는 개인 만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암호화폐의 기본 사
상과 일치되는 바, 전자지갑 APP를 코인 지갑의 기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하는 것이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어플리케이션으로 손색없습니다. 

APP 전자 지갑

히든 코인의 메신저 플랫폼은 서버에 메시지를 저장하지 않는 P2P 기반 메신저 플랫폼입니다. 
히든 코인 메신저 플랫폼은 서버에 사용자의 대화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단순하게 중계만 하는 P2P기반 플랫폼입
니다. 히든 코인 메신저는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에 직접 통신을 하는 방식이며, 모든 사용자의 대화는 사용자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암/복 호화 되므로 통신 구간 감청 및 서버에서 대화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P2P 메신저 플렛품

히든 코인 APP 전자 지갑 기능

Hidden coin Messenger
With perfect security

login join

HDN COIN

히든코인은 사용자에게 친숙한 메신저 플랫폼입니다. 
전화번호로 간편 가입이 가능하고, 1:1 대화하기, 그룹대화하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액 해외 송금을 위한 트랜스퍼와
연계하여 저렴하고 신속한 해외 송금이 가능합니다. 

1. 가입 하기

사용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간편하게 가입/로그인이 가능합
니다. 같은 번호로 다른 디바이스에서 로그인 시 재 인증이 필요하
며 이전 디바이스의 데이터는삭제 됩니다. 



2. 대화 하기

사용자간 대화를 원하는 경우 친구 목록에서 친구를 선택하여 대
화할 수 있습니다. 1:1 대화하기, 그룹 대화하기 기능을 제공합니
다. 또한 사용자 프로필에서 사용자의 접속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
도 함께 제공합니다. 

3.트랜스퍼

히든코인은 소액해외송금인 트랜스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퍼는 히든 코인과 연계하여 저렴한 비
용에 신속하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는 별도의 계정 생성 없이 통통 가입만으로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단, 입출금을 위한 계좌 등록은 필요함) 

Try to send HDN to 
friends all over the world.

Withdraw and Payment 
Account

Pin Code.



히든 코인 APP 전자 지갑 주요 특징

 보안성

히든코인은 보안에 완벽한 P2P 메신저입니다. 서버는 단순 중계만 할 뿐 모든 사용자간의 대화
는 디바이스간에 P2P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간편성

 사용자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가입됩니다. 
• 휴대전화번호 이외에 어떠한 정보도 사용자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메신저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키는 히든 어플리케이션 내에 안전하게 암호화 되어 저장 됩니다.
 모든 대화는 AES256으로 암호화 되어 송수신 되고, 최종 단말 단에서 암/복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신 구간에서 감청에 안전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서버에 사용자간 대화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확장성

• 히든 코인은 메신저 플랫폼으로 다양하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 히든 코인지갑 뿐만 아니라, 해외 소액 송금, 쇼핑몰, 지불 시스템 연계 등이 가능하도록 개방

형 아키텍쳐로 되어 있습니다 . 

- 암 / 복호화 알고리즘



POS 시스템

내 스마트폰이
POS 단말기

별도의 POS단말기 설치가 필요 없이 히든 코인
POS APP 하나로 OK

고객 관리 효율적인 고객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마켓팅

매출 관리 및
재고 관리

요일, 시간 대 별 매출 파악으로 효율적인 점포 운
영 가능

상품 등록 및 관리
판매 상품 등록은 물론 기존 등록 상품의 관리도
간편하게

간편 결제
P2P방식의 결제로 QR 코드 스캔 한 번으로 결
제완료

가맹점 코드로
로그인

히든 코인 가맹점 등록. 가맹점 코드 발급



POS 시스템

HDN

히든 코인 전자 지갑 APP 가맹점 용 APP

 PG / VAN을 거치지 않는 완벽한 직거래 결제 구조로 매우 낮은 수수료로 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QR 코드 스캔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며 스캔 >> 결제의 단 2단계만으로 결제가 완료 되는 간편

결제 시스템 입니다.
 개인은 히든 코인 APP 전자지갑을 통해 결제하고 가맹점은 POS APP을 통해서 결제 합니다.
 결제와 동시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완벽한 다이렉트 페이 입니다.



POS 시스템

POS APP 

HDN

H D N     P O S H D N     P O S

H D N     P O S H D N     P O S

H D N     P O S H D N     P O S



POS APP 

1. 가맹점 등록 화면

2. 상품 등록 및 관리 기능

HDN 주소



POS APP 

3. 주문 리스트 및 판매 관리

4. QR 코드 스캔을 통한 간편 결제

H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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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OP
(Proof Of Purchase)

POS
(Proof Of Stake)

POW
(Proof Of Work)

코인의분배 정품구매 및 매수포인트 등록 보유한 코인의 지분(Stake) 해시(Hash)의 크기

장점
 채굴 비용 없음
 투자 위험도 없음
 독자 개발, 업데이트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
 유지비용 최소화

(PC1대+Internet이 전부)
 네트워크 분산화로 안전성 확보
 Pump and Dump 최소화

 현재 주류 코인들이 사용
 높은 시장 가치 형성

단점  낮은 네임벨류
 낮은 네임벨류
 투자 위험도 높음

 높은 전력소모
 지속적으로 해쉬의 유지가 필요
 ASIC 및 GPU 구매비용 필요
 낮은 Transaction

채택코인
종류

CGM COLX,   PIVX BTC, ETH, DASH, 



Tan Bee Huay(CHEN MEIHUA)
CEO

15 년 이상의 플랫폼 개발 경력을 보유한 TAN은 CEO 직책을
맡았으며 기술 연구 및 개발 팀 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
춘 경험 많은 플랫폼 개발 전문가입니다.
기존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문제점이나 ICO 사기로 인해 고민

한 끝에 혁신적이고 안전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중앙집중식
금융을 탈중앙화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
투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Johnson William
COO

Johnson는 토목 공학 분야에서 20년의 경력을 쌓은 경력이
풍부한 경영자이자 기업가입니다. 그는 여러 회사의 창립자이
며, 다양한 장르의 50 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HTS 시스템 개발과 On-line Payment 운영 및 크라우드 솔
루션 통합에 참여했습니다.

Paul Ellingham
CFO

Paul은 금융 시장의 최고 전략가로서 뉴욕 증권가에서 쌓은 풍
부한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 세계 금융 인사들과 커뮤니
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전략적 재무 관리자로서 모든 계획, 구현,
관리 및 제어를 담당합니다. 회사의 재정적 관련 활동, 탁월한
비즈니스 통찰력과 파트너십, 제휴 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evin Lin
CTO

Kevin은는 SI 업계에서 25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리 경험이 우수합니다.
B2B 솔루션, SaaS 솔루션 및 각종 플랫폼 개발 등 다양한 프
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영국 런던에 위치한 크라우드 펀딩 회사
의 IT 분야에서 프로젝트 심사 위원을맡고 있습니다.

Alexandro Saiu
CMO

Alexandro 최고마케팅경영자는 20년 이상의 글로벌 마케팅
회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케팅 기획, 홍보, 구현, 제휴를 담당합니다.

Jonathan Paulo
Software Manager

Jonathan은 IT 분야에서 1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
다. 대학에서 정보 기술에 대하여 공부를 하였고 세계 각국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플
랫폼, 가상화응용 프로그램 및 기타 시스템에 대해잘 알고 있
습니다.

James Marcus
Block Chain Manager

James는 Block chain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ICO 실시를 위한 도구 및 프로그램 결정에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는 또한 스마트 계약, dragon corporation 등
에서 경험이 있습니다.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구매 시스템
으로 구현했으며 OTC 공유에 레지스트리 시스템을 분산 시켰

습니다. 게다가, 그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작업에서 구현의 견
고 함을 경험했습니다.



Brandon Quan
UI/UX Manager

Brandon은 IT 업계에서 14년간 경험을 쌓은 전문웹 디자이너
입니다. 창의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에 가치를
불어넣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기획
하는 능력이탁월합니다. 
UI/UX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Mikhail Drumer
Software Responsible Developer

Mikhail은 B2B, P2P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
험이 있습니다. 해당 산업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경험과 기
술을 바탕히든 코인 플랫폼을 발전시켜나갈겁니다

Vlatko Choi
Software Responsible Developer

Vlatko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리 및 제어 분야에서 15년 이
상의 경험을 쌓은 전자 공학 석사이며 Datacenter Project
Manager, 컴퓨터 및 기술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nna Hazlett
Block Chain Responsible Developer

Anna는 IT 분야에서 9년간 경험을 쌓은 그는 Block Chain 기
술을 3년전에 습득하여 전문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회사의 플
랫폼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희열을 느낍니다.



Walasse Ting
UI/UX Responsible Developer

중국 북경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이민와 미국텍사스에 위
치한 A&M-Commerce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경력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편의성 및 가치를 시각화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Jit Singh
Marketing and Sales

Jit는 그는 미국 솔루션 제공업체에서 북미, 유럽, 아시아 및 호
주의 대기업 계정을 지원하는 판매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는 Blockchain에열광하고 있으며 결제 솔루션에 관심이큽니다.

Dmitry Ivan
Advisory

Dmitry는 12년 이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및 중앙아시아 국가에 투자 관련 법률자문분야에
서 경력을 쌓아온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자원 개
발, 발전소 설립 등 다수의 프로젝트의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Clarinda Tjia-Dharmadi
Advisory

Clarinda Tjia-Dharmadi 변호사는 로펌전력산업 부문의 글
로벌 공동의장으로, 전문 분야는 국제 프로젝트 개발과 금융거
래입니다.
프로젝트 개발과 금융거래 분야에서 19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
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랜드마크의 석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광산, 전력, 인프라스트럭쳐 프로젝트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프
로젝트에서 정부와 소유자/개발자, 후원자, 상업적 대출기관,
다자간국제금융기구, 정부 수출신용기구를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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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Initial Execution Cost

7% Advisors

10% Software Development

3% Maintenance Team

10% Marketing

5% Legal Framework and Finance

5% Contingencies

30% Operations

Allocation Plan

1 ETH =7,000 HDN PRIVATE SALE: 2018.07 

HIDDEN COIN SALE

 1차 Close Per Sale 2018.07.25 ~ 45 %

 2차 Per Sale 2018.08.06 ~ 40%

 3차 Public Per Sale 2018.08.20~ 35%



2018.07.03   밋업행사
• 백서의 내용을 기초로 관계자들 미팅

2018.07.25 ~ 08.30   
per - sale

2018.01 – 2018.06
시장조사및연구기간

2018.06    백서발표 1차
• 백서의 초기 버전을 소수와 공유하여

피드백과 제안을 받아 초안 작성

2018.07   백서발표 2차
• 백서의 초기 버전을 수정 보완 최종 버전

발표

2018. 09월 ~ 12월
거래소상장예정
• 비트젯상장 예정.

• 캄보디아. 홍콩. 태국 거래소 상장 예정

2019.01 ~
코인하드포크

• 추가적인 수요 및 사업 확장에 따른 포크
진행



HIDDEN COIN

“ HIDDEN COIN  ? . . .

PAY COIN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