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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원투코인의 필요성

원투는 2018 년 12 월부터 2019 년 8 월 현재까지 주식 투자 플랫폼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해외선물에 대해 회원들에게 건전한 리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EO 정학수는 현재 서강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에서 블록체인 석사과정을 전공하며
학술적인 것부터 기술적인 것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적인 코인이 나오게 되었지만 모든 것을 아우르는 코인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애매한 분야가 아닌, 금융, 부동산, 코인투자, 삶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코인입니다. 이 시대는 흐름에 따라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합코인
(Complexed Coin)인 원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론
0.원투 코인의 기술적
방향과 근거들

원투코인의 합의 알고리즘은 DPOS - Delegated Proof of Stake
(위임된 지분증명)를 채택하였으며 erc-20 기반의 코인입니다.
미래의 방향성으로 실용적인 비잔틴 결함 허용(PBFT –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화폐의 기능에만 충실하는 것이 아닌 경제공동체로서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표방한다는 의미입니다.

원투코인의 기술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분산합의 기술(Distributed consensus)
- 유효한 트랜잭션(Transaction verification)
- 스마트 계약을 위한 플랫폼(Platforms for smart contracts)
- 노드별 값 전송(Transferring value between peers)
- 암호화폐 생성기능(Generating cryptocurrency)
- 이중지불 문제 해결(Smart property)
- 데이터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보장하는 검증된 암호화 기술
(Provider of security)
- 변경불가능한 속성(Immutability)
- 모든 트랜잭션이 고유함 (Uniqueness)
-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s)
- 뛰어난 보안(be excellent in Security)

페이지 3 / 8

1.경제공동체 실현 -

원투 코인은 기존의 코인과는 다릅니다. 원투는 현재 금융투자 플랫폼 어플을

REVERSE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원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OFFERING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1~3%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정보를 무료료
회원들에게 제공합니다.
원투오토봇이라는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주식거래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해외의 한 증권사와 제휴하여 원투가
개발하였습니다.
원투오토봇의 코인버전(ARBITRAGE TYPE : 일 수익률 0.5%)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원투오토봇 코인버전의 개발비용을 모금할 것입니다.
노드별 값 전송(TRANSFERRING VALUE BETWEEN PEERS) 을 통해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담아내어 기술적으로 견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원투는 경제공동체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되 원투코인을 보유한 사람(peer, 혹은
node)들에게 최대한의 수익을 안겨드리는 것이 경제공동체의 목적입니다.

2. 삶과 코인의 조화

원투 코인은 실제의 삶에 침투합니다. 삶과 코인이 하나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COIN COFFEE 위해 우리 삶에 가장 친근한 커피는 우리에게서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커피를 원투코인으로 구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COIN COFFE EXCHANGE 의
개념을 도입하여 단순히 커피 전문점이 아닌 음악, 미술, 코인 구매, ICO 참여, 광고
등의 종합컨텐츠 구매 샵으로서의 발돋움을 할 것입니다.
분산합의 기술(DISTRIBUTED CONSENSUS)을 기반으로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SMART PROPERTY)한 LIFE & COIN EXCHANGE 가 탄생합니다.
뛰어난 보안(BE EXCELLENT IN SECURITY)을 통해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없애고 오직 개인정보와 콘텐츠 활용의 장(場)을 목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우리의 오랜 친구인 스타벅스는 2019 년 8 월 현재 대한민국 내 약 1 천개의
매장으로 커피 시장의 최강자의 역할을 지키고 있습니다.
코인커피샵은 굉장히 낮은 가맹비용과 저렴한 물류비용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코인을 통한 경제논리 역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는 전혀 불편함을 모르지만 기술적인 편리함으로 경제공동체로서 코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강의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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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코인커피샵의 특징

소비자

OneTwo

현금 or 카드

Secure

점주
(현금)

Coding
Coin
Swap

1 초 이내
원투 코인의 상품으로서의 안정화와 코인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소비자는 기존
구매 패턴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여 커피를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점주에게 갈 비용은 원투의 코딩 패턴에 따라 Secure 한 값으로 즉시
스왑하여 해당 비용만큼 점주님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되어지는 모든 거래량을 원투코인의 거래 트랜잭션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모든 코인들이 거래량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코인커피샵의 거래량이
반영된다면 거래량 걱정 없는 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제와 더불어 코인커피샵에서는 송금의 기능도 더하게 됩니다.
이 기술을 특허로 진행하는 것이며, 본 내용에 대해 충분히 거론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양해를 바랍니다.

3. 금융플랫폼

원투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주식정보뿐 아니라 해외선물, 부동산, 코인의 4 가지

(FINANCE FLATFORM) 영역에서 투자 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것입니다. 원투가 회원수 10 만을 충족하는

으로서의 원투코인 시점이 오면 고급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로는 회원들의 투자패턴을 분석하여 개개인에게 꼭 맞는
투자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금융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며 앱상에서 편리하게
P2P 소액대출까지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한국내 최대의 금융플랫폼으로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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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동산 거래 플랫폼

블록체인의 기술중 "향상된 보안의 SMART CONTRACT"로 부동산 시장의

(DEAL IN REAL 진입을 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거래 내역과
ESTATE PLATFORM) 향후 투자 가치의 내역을 보여주며 회원들로 하여금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으로서의 원투코인 에스크로 기능을 제공합니다.
금융 서비스와 부동산 서비스가 만나 P2P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여 회원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동산은 암호자산이 되고 암호자산의 축적으로 원투가 표방하는 '신뢰도 높은
경제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5.유통

원투코인은 COIN COFFEE 의 원재료들의 유통을 시작으로 다른 재화들의 물류를

플랫폼으로서의 흡수할 것입니다. 변경불가능한 속성(IMMUTABILITY)을 이용하여 식자재의
원투코인 신선도와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투명한 유통환경을
(DISTRIBUTION 제공합니다. 모든 트랜잭션이 고유하기에 (UNIQUENESS) 유통되는 재화의 고유성을
PLATFORM) 인식하여 철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유통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물류의 흐름을 하나의 정리된
Flow 로 표현해줄 것입니다.
Coin Coffee 의 물류를 시작으로 국내 유통 시장의 블록체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낼 것입니다.

6.크립토 자산

원투코인은 원투 어플리케이션 내부의 지갑에 보유하기만 해도 STAKING

(CRIPTO ASSET) 방식을 채택하여 회원에게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로서의 원투코인

유효한 트랜잭션(TRANSACTION VERIFICATION)을 회원들이 발생하게 하여
해당 트랜잭션에 대한 댓가를 회원에게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보유하기만 해도
수익이 창출되는 원투코인의 놀라운 센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6.1 OneTwo Staking
원투 코인의 Staking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코인커피를 이용하기만 해도
적절한 양의 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특정숫자의 배수만큼 방문자에게
꾸준한 보상을 지급합니다. 코인커피샵 근처에 오기면 해도 Staking 을 해줍니다.
나의 Cripto Asset 은 늘어만 가고, 이용률은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도
코인커피샵으로 유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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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부 및 후원

원투코인은 탁월한 보안과 코인 고유의 목적인 '기부와 후원'을 담았습니다.

플랫폼으로서의 과세가 된 상태로의 기부와 후원은 과연 ‘종교기관이 또 한 번의 과세를 해야
원투코인 하는가?’ 라는 문제를 이 사회에 남겼습니다.
매년 기부금액은 커지고 있지만 기부시장 자체의 법률적 변화와 기부금액의
소득공제 제한은 기부시장의 큰 장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첨예한 문제이지만 올바른 기부문화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에 기여합니다.
카드와 현금을 통해 자유롭게 기부하고 기부한 내역은 블록체인의 고유의
특성인 ‘공유’를 사용하여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8.TEAM

FOUNDER – 정학수(CEO)
CO-FOUNDER – 조한용(CEO)
CTO – 정화민
CMO – 구건회
CSO – 황세원
COO – 정상구
ADVISOR – 양승식, 이상준, 이상윤, 전원호, 김병수

9.원투코인 로드맵

2019. 08 – PRIVATE SALE
2019. 09 – PRE SALE
2019. 11 - OFFERING
2019. 11 - COIN COFFEE OPEN & ONETWO APP RENEWAL
2019. 12 - ONETWO AUTOBOT COIN VERSION OPEN
2020. 1/4 - COIN COFFEE 50 개
2021. 4/4 – COIN COFFEE 300 개
2025. 4/4 - COIN COFFEE 1,00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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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발행량

총 1 천억개(100,000,000,000)
35% 유통량 삼백오십억개
15% 마케팅 일백오십억개
30% 회사보유분 삼백억개
20% 어드바이저 이백억개

11.제휴사

-

SKPlanet

-

유안타투자증권

-

(주)테라웍스

-

IAK

-

아이렌즈(안경체인)

-

KNK 법률사무소

12.결론 “삶과 코인이 하나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코인투자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면 답변은 비슷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암호화폐는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사람이 투자하는 것이다.
이는 플라톤 철학이 보여주고 있는 “이데아(IDEA)” 세계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현실세계(PHENOMENON)로 나와야 한다.
원투코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 IDEA 에 있는 코인의 개념들을 현실로 이끌어 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코인커피샵을 통해 사람들은 코인투자에 대한 벽이 없어질
것이며, 또 이익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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