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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PB 소개
블록체인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이런 기술발전을 통해 새롭고 흥미로운 응용사

례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은 문제는 바로 확장성입니다. 하이퍼블록

(High Performance Blockchain, HPB)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통해 문제해결의 돌

파구를 찾았습니다. 하이퍼블록은 하이퍼블록 재단에 의해 개발 및 운영되는 무허가성 블록

체인 아키텍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능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되게 위해, 하이퍼블록

은 비지니스와 소비자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화웨이, IBM, Inspur, 알리바바, 유니온페이, ICBC, 맥킨지 및 딜로이트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 출

신의 핵심인재들로 구성된 팀과 함께, 프로젝트 설립자 이자 CEO인 Wang Xiaoming은 2017

년 정식으로 팀을 설립하였습니다. CEO Wang Xiaoming 은 향후 블록체인 산업에서 인정받는

플랫폼을 런칭하기 위해 팀을 모았고, 그 자신도 제 4 회 블록체인 금융 & 핀테크 차이나

2018 에서 “가장 혁신적인 CEO”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독창적인 접근법으로 하이퍼블록은 전 세계의 블록체인 애

호가, IT 전문가 및 개발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펀드레이징 후, 하이퍼블록은 글로벌

IT 회사, 투자은행, 컨설팅, 및 마케팅 전문가 등 유수의 대학 및 기업 출신의 50명의 전문가

들로 팀을 확장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고점과 저점을 모두 경험한 팀으로서, 하이퍼블록

은 그 어느때보다 강한 믿음을 갖고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단지 연산기술의 진보가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일치 되어있는 경제모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성장하여 일상이 되는 그날, 여러분께서 하이퍼블록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

다. 더 투명하고, 더 높은 접근성과 모두가 만족하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세계를 구

축하는 과정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함께 새로운 경제모델이 구

축되고, 보안성, 투명성, 상업성을 갖추어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으며, 여

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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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블릭 블록체인 산업 개요
블록체인 산업은 단순한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에서 블록체인 1.0의 위조불가능한 공공원장

으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와 위조 불가능한 스마트컨트랙트의 블록체인 2.0으로 발

전했습니다. 현재, 퍼블릭 블록체인은 각각의 에코시스템과 토큰이코노미를 구축하여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펀딩과 개발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CO를

통한 투자 유입에 따라 프라이빗 투자와 토큰스왑 등에 가이던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은

초기 부흥에서 안정적인 개발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수많은 퍼블릭체인과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는 현재, 이 산업은 각자의 지속가

능성을 위해 상당히 파편화되고 경쟁적인 환경에 높여져 있습니다. 많은 주요국 정부는 블록

체인과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초기 움직임과 달리, 현재는 해당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

회를 찾고 있습니다. 2017 년 말 및 2018 년 초의 붐을 겪은 투자자와 소비자들 모두 이제는

지속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라 함은, 좋은

토큰이코노미, 인프라의 수용 규모, 개발팀 등이 있으며, 물론 블록체인의 큰 문제점인 확장

성에 대한 솔루션도 있을 것입니다. 블록체인 1.0 은 트랜잭션을 체결하고 원장을 기록하는

기능을 제공했고, 블록체인 2.0 은 스마트컨트랙트를 제공했습니다. 블록체인 3.0 의 차별점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기술이 진보하기위해서는 확장성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만 하며, 확

장성 자체가 이전의 기술들과 차별점이 될 것입니다.

DApp 개발과 그 에코시스템은 많은 퍼블릭체인의 초점이었고, 그래야만 합니다. 완전하고 풍

부한 에코시스템 없이는 대부분의 퍼블릭체인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셜네트워킹, 에너

지, 자원관리, 소셜 네트워킹, 빅데이터, 금융, 광고 등 분야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이 등장

하며, 디앱 개발이 새로운 비지니스 개척을 위해 강화되야 하는 점은 매우 분명해보입니다.

우수한 토큰이코노미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서로 일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

주/투자자, 직원 그리고 소비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는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개발자들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창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수용 규모를 갖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및 개발자 친화적인 툴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상용화의 장벽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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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파편화된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장점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인프라 혹은 높은 유틸

리티를 제공하는 블록체인은 분명히 살아남아 블루오션을 개척할 것입니다.

3 문제
현재 주요 블록 체인은 아래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TPS 성능

블록체인 기술의 채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

라 트랜잭션의 양도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

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프라스트럭쳐는 이런

규모를 처리할 수 없어 막대한 정체와 속도

저하를 유발합니다. 비트코인은 7 TPS (초당 트

랜잭션)로 제한됩니다. 비자는 평균 2,000 TPS,

최대 50000 TPS 의 속도로 체결하여 현재 블

록 체인 네트워크를 훨씬 능가합니다.

높은 거래 수수료

시스템은 거래수수료가 가장 큰 트랜잭션부

터 우선 처리하며, 네트워크의 혼잡으로 인해

더 높은 거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블록 크기가 커지면 네트워크 지연 시간이

늘어나고 확인 시간, 정체 및 전체 네트워크

의 속도지연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비용이

추가로 증가합니다.

DApps 개발의 어려움

앞서 언급 한 문제로 인해 개발자들은 DApps

개발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낮은 보안성

다수의 퍼블릭체인이 이미 심각한 보안 침해

를 겪었습니다.

커뮤니티 분리시 하드포크 발생으로 네트워

크가 분열될 수 있으며, 때로는 인프라를 포

기해야 합니다.

마이닝 리소스의 네트워크 공격인 51% 네트

워크 공격에 대한 보안책은 대부분의 네트워

크에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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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의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각 퍼블릭체인이 제공하는 기능은 각각 다릅니다.

하이퍼블록은 가장 명확한 문제인 확장성을 해결하는 동시에, 비지니스에 가치를 더하는 아

키텍쳐를 통해 소비자 단의 문제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독특한 조합을 통해, 우리의 아키텍쳐는 다른 프로젝트가

제공하지 않는 많은 독특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이런 조합을 통해, 하이레벨 기술의 융합은

종합적인 패키지로 탄생되었습니다.

이 기술 집합은 주로 하드웨어 아키텍처에서 제공됩니다. BOE 하드웨어 유닛은 네 가지 주

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AC 모듈, 난수 생성기 하드웨어, TCP/IP 오프로드 엔진

(TOE) 및 ECDSA(타원 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모듈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모듈은 보안, 데

이터 무결성, 데이터 수집은 물론 서명 확인 및 합의 알고리즘과 같은 주요 블록 체인 프로

세스가 일체화된 된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상위 시스템의 작업량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가능한 한 소프트웨어에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어 하드웨어는 본연의 작업, 즉 연산

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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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주로 사용자가 사용자 정의 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인터페이스를 위

한 것입니다. 수많은 프로세서, FPGA 또는 클러스터 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와 비동기

통신은 물론 계정, ID, 사용 권한 및 정책 관리를 제공합니다. 두 아키텍처 모두 가장 적합한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로데이터 연산은 하드웨어가, 유저와의 상호반응 및 데이터 관리는 소

프트웨어가 수행합니다.

상위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낮춤으로써 BOE 가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므로 블록체인 참여

의 진입 장벽 중 하나가 완화됩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을 할 수 있

는 개발 키트 (SDK)는 개발자가 응용 프로그램이나 언어에 가장 적합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개발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고성능으

로 확장성이 개선 되었기 때문에 하이퍼블록 퍼블릭 블록체인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서 사

설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제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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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우리의 가치 제안

높은 TPS (초당 트랜잭션)

BOE (Blockchain Offload Engine) 하드웨어 칩셋은 블록 체인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가장 보

편적인 병목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컨센서스 알고리즘의 다양한 부분이 칩셋

으로 로드되어 트랜잭션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사용자 정의 및 완벽한 접근성

하이퍼블록 플랫폼은 RPC 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새 SDK를 작성하

여,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DApp) 개발에 높은 접근성을 보유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하

이퍼블록 메인넷 런칭 시점에는 JAVA가 주요 코딩 언어입니다. 다양한 코딩 언어가 도입되

고 나면 전문가와 비전공 개발자 모두가 자신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프로

젝트를 특정 언어로 수정하는 번거로움 없이 DApp 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코딩 언

어가 모두 스마트 계약을 구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유지 보수 비용

기존 하드웨어와 달리 BOE 하드웨어 칩셋은 분산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실행하고 유지하

기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해당 장비는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합의 알고

리즘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완전히 최적화 되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얻을 수 있는 독특한 시너지를 통해 과도한 전력 비용없이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시스템 데이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면 기존 시스템에 비해 시스템 보안이 향상됩니다. 블록체인

은 기본적으로 분산된 원장으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해당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존합니

다. BOE 하드웨어는 물리적 구성요소를 블록체인 인프라에 도입하여 다른 보안 레이어를 추

가하여 소프트웨어 전용 솔루션보다 공격에 훨씬 덜 취약합니다. 또한 BOE 하드웨어에는 하

드웨어 난수 생성기가 내장되어 있어 예측불가성을 통해 보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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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의 기술 - 블록체인 오프로드 엔진
블록 체인의 전통적인 노드의 경우 트랜잭션 브로드캐스팅, 트랜잭션 검증, 블록 브로드캐스

팅 및 블록 패키징과 같은 기능이 모두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구현됩니다. 각 노드 간의 데이

터 연결은 직렬 프로세스이므로 복잡한 네트워크 토폴로지, 긴 지연 및 일반 하드웨어 병목

현상으로 인한 직렬 처리 성능 저하와 같은 복잡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OE(Blockchain Offload Engine)가 만들어졌습니다. BOE 는 이

기종 처리 시스템으로, 하드웨어, 펌웨어 및 매칭되는 소프트웨어를 조화시켜 전체 프로세스

를 단순화합니다. 목표 성능과 높은 동시 컴퓨팅 엑셀러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해 BOE는 직렬

프로세서 기능과 FPGA (ASF) / FPGA (Field-Programmable Gate Arrays)의 병렬 처리 기능을

결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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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 의 네트워크와의 첫 번째 인터페이스는 MAC 모듈입니다. P2P(Peer-to-Peer)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장치에 연결하는 MAC 모듈은 기가비트/10 기가비트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사용합

니다. 암호화된 통신 채널은 TCP/IP 오프로드 엔진(TOE) 모듈을 통해 설정됩니다. 이 모듈은

메시지, 트랜잭션 및 블록에 대한 계정 밸런스 확인과 무결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TCP 및

UDP 패킷은 통신용으로 확인됩니다. 과도한 블록 데이터의 경우 전송될 단편 처리를 수행하

고 수신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부분을 요약합니다. 이렇게 하면 CPU에서

많은 리소스가 오프로드됩니다. 상기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BOE 는 시스템의 기여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네트워크의

운용 유지에 보다 많은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각 TCP 연결의 수신 트래픽

에 대한 통계 정보를 수집하여 수행됩니다.

ECSDA 가속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네트워크상의 모든 트랜잭션 및 블록의 전파에는 서명 및 검증 프로

세스가 필요합니다. ECDSA(타원곡선 디지털서명 알고리즘)는 현재 업계에서 가장 성숙되고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입니다. 전통적인 블록체인 장치는 하드웨어상의 제한을

갖고있어, 소프트웨어만을 통한 구현은 VPS (초당 점검 횟수)가 하이퍼블록의 목표 사양 대

비 훨씬 낮습니다.

BOE 는 장치 자체에 내장 된 ECDSA 모듈로 해당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통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솔루션은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요구 사항을 충

족하는 서명 확인 속도를 제공합니다.

난수 생성기 하드웨어

데이터 전송이 노드들 사이에서 수행 될 때, 키 교환을 통한 암호화 채널이 설정되어야 합니

다. 소프트웨어 난수 생성기는 대개 의사 무작위이므로 암호화를 위한 진정한 난수를 보장하

려면 하드웨어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는 난수의 본질을 보장   할뿐만 아니라 프로세서

워크로드를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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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조각화

현재 네트워크 인프라는 노드간에 전송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없으므로

데이터 동기화가 느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BOE 는 블록데이터 조각화(fragmentation) 전파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해당 방식에서 각 블록 조각은 완전한 블록 헤더를 포함하기 때문에

신규 생성된 블록은 매우 쉽게 모든 노드들에게 전파됩니다. 이 접근법에서 각 블록 조각은

전체 블록 헤더를 포함하므로 새로 생성 된 블록을 모든 노드로 쉽게 전파될수 있으며 블록

체인은 신속하게 수렴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성능

고성능 노드(High-Performance Node)가 만족해야하는 네트워크의 요구사항 중 하나는 시스

템에 대역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가 BOE하드웨어를 통하기 때문에,

BOE 를 통해 네트워크 통계 및 트래픽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로서,

BOE 유닛을 통한 쉽고 유용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게이트웨이가

BOE 하드웨어를 통과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그 결과 BOE 장치가 제공하

는 쉽고 유용한 데이터 수집 방법이 가능합니다.

동시성

BOE는 상당 수의 동시 연결을 수행 할 수 있으며 동시에 10,000 개 이상의 동시 TCP 세션

을 지원하여 이를 병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직렬 처리 방법 대신에

병렬 처리 하드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분산된 네트워크 레이어의 개수를 크게 줄입니다. 이를

통해 트랜잭션 데이터 전파, 트랜잭션 확정 등의 기능을 병렬로 수행 할 수 있으므로 응답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네트워크 속도가 100 배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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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버넌스
탈중앙화의 시작으로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은 많은 구조적인 문

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어 할 수 없는 본질 때문에, 블록체인 인프라는 투표자 분열로 인

한 하드포크 (Hard Forks) 또는 투표자 기반을 통제할 수 있는 카르텔(cartel)의 형성과 같은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HPB 의 이중선거 모델은 탈중앙화, 안정된 인프라와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의 균형을

맞추는 열쇠입니다. 탈중앙화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대부분 주관적이지만, 우리는 좋은 해결

책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 투명성, 접근성 및 수용성이라는 네 가지 핵심 원칙을 통

해 우리는 탈중앙화와 효율성 사이의 격차를 해소 할 수 있습니다.

6.1 Consensus Algorithm : 성능 증명 (PoP) 소개

합의 알고리즘은 블록체인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퍼블릭체인에서 많은

내용들이 반복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HPB 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 핵심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의 미래는 성능과 균형을 이루기 어려웠고, 장단점을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최적의 접근법이 채택되었습니다. 기존의 알고리즘은 한두가지 유형에서 큰 단점을 갖고 있

었습니다. 바로 탈중앙화와 성능입니다. 큰 협상 없이 균형을 찾는 것은 모든 프로젝트의 성

배가 되었으며, 우리 팀은 하이퍼블록만의 접근법을 고안해 내었습니다.

HPB 의 합의 알고리즘은 성능에 대한 각 노드의 기여도를 기반으로 하며, 그 계산과정에는

기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합니다. 이 점이 하이퍼블록의 알고리즘을 다른 블록체인과 가장 명

확하게 구분하는 점이고, 그 때문에 성능증명(Proof of Performance)라고 명명했습니다.

6.1.1 노드 유형

하이퍼블록의 성능증명을 이해하려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 타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각 유형의 노드는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 자체 역할을 가지며 블록 체인에서 다른 프

로세스를 수행합니다.



www.hpb.io 12

노드 타입 설명

BOE노드 BOE 노드선거 혹은 HPB 인비테이션을 통해 네트워크를 유

지하는 HP노드 혹은 후보노드

HP노드 블록 생성 및 동기화를 담당하는 고성능 노드

후보노드 Responsible for forwarding transactions. 후보노드는 합의

알고리즘 내의 HP노드 생성을 통해 HP노드가 될 수 있음

후보 노드는 10 분마다 HP 알고리즘을 내장 한 HP 노드를

통해 HP 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

BOE 노드는 전체 활성 네트워크를 섹션 6.3 에 명시된 시즌별 BOE 노드 선출 및 초대 기간

동안 구성하며, 하이퍼블록 메인넷의 주요 운영을 맡습니다. 메인넷 네트워크는 150 개의 활

성 BOE 노드가 운영하며 그 중 31 개는 성능에 기반하여 지정된 HP 노드입니다. 그들의 성

과에 따라. HP 노드는 후보 노드 풀에서 선택하고 2- 레벨 통합 계산 수식을 사용하여 HP 노

드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따라 생성되어 일정하게 로테이션되며, 후보노드 풀에서 선출되거

나 내재된 2단계 계산공식을 통해 기존의 HP노드에서 선출됩니다.

6.1.2 2 단계 계산 공식

PoP 합의 알고리즘은 외부 레이어와 내부 레이어로 계산을 나누고 완료하는 2 단계 계산 공

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컴퓨팅 리소스를 줄이고 PoP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계산을 수행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 외부 레이어

합의 알고리즘의 외부레이어는 내재된 HP 노드 생성 메커니즘을 통해 어느 후보

노드가 HP 노드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모든 HP 노드는 각 노드의 성능 기여도에

따라 BOE 노드 풀에서 선택됩니다. 내장 된 HP 노드 생성 메커니즘은 BOE 노드

의 순위를 매기는 성능 메트릭을 사용하여 10 분 단위의 HP 노드 로테이션마다

다음 HP노드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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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 합의 알고리즘에 내장 된 HP 노드 생성 메커니즘은 자동으로 실행되며 HP 노

드 선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드의 지속적인 로테이션을 보장합니다. HP

노드선출의 결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버 성능 (높은 서버 사양)

- 대역폭 (양방향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

- BOE 준수 상태 (BOE 노드 네트워크 연결, BOE 노드 트랜잭션 분석)

- BOE 노드가 HP 노드로 선출된 횟수

- 지리적 위치

- 일일 득표수

2) 내부 레이어

컨센서스 알고리즘의 내부 레이어는 익명 해시 큐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블록을

생성하는 HP노드를 결정합니다. 내부 레이어 계산은 1) 노미네이션 2) 통계 3) 연산 세가지

의 구성 요소로 나뉘어집니다.

노미네이션 : 각 HP노드 로테이션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BOE 는 블록의 일부가 되는 난수를

생성합니다. 각 HP 노드는 해당 블록을 제출, 난수를 포함하여 체인에 동기화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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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 각 HP노드 로테이션이 끝나는 지점에서, HP-노드는 난수를 생성 된 블록의 일부분으

로 계산하여 난수 풀을 생성합니다: (난수 1, 난수 2, 난수 3, 난수 4, ... 난수 n)

계산 : 새 블록이 생성되면 각 HP 노드는 블록에서 각 노드의 우선 순위를 계산합니다. 우선

순위 계산은 고정 다중 알고리즘 (fixed weight algorithm)을 통해 난수 풀에서 선택됩니다.

순위가 가장 높은 HP노드가 블록을 생성하게 되고, 기타 BOE노드들은 개인정보보호 및 보

안성을 위해 VRF(Verifiable Random Functions)를 기반으로 서명검증을 진행하며, 신규 블록

은 블록체인에 포함되게 됩니다.

성능증명 합의알고리즘의 내부 레이어 및 외부 레이어 디자인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의 HP

노드 선출과 블록생성 과정은 한단계 진보한 보안성과 개인정보보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산의 분리는 연산 속도의 증가 및 블록체인 성능 개선을 가능하게 합니다.

6.2 BOE 노드 : 노드 이중 선거

탈중앙화를 하이퍼블록 모델의 기반원칙으로 유지하며, 노드 이중 선거는 BOE 노드 선거 및

선출방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해당 방식에서는 선거와 초대 두가지 트랙을 통해 노드의 분

포와 그들이 받는 블록 보상의 양을 결정짓습니다.

선거 트랙을 통하면 어느 법인, 개인 혹은 조직이라도 BOE 하드웨어 유닛을 신청하고 투표

할 수 있습니다. 선출된 후보 중 커뮤니티 감독 가이드라인을 통과한 후보들은 BOE하드웨어

유닛을 분기 단위로 수여 받으며, 모든 가용한 BOE 유닛이 지급될 때까지 모집됩니다. 누구

나 지원과 투표를 통해 메인넷 상의 활성 BOE 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 트랙은 하이퍼블록의 초대를 통해 노드가 되는 점에서 선거 트랙과 다릅니다. 초대 트

랙은 효율성과 탈중앙화의 간극을 메우면서, 블록체인의 정신을 발현합니다. 블록체인의 주요

장점은 전체론적인, 비 제로섬게임적인 성질에서 기인하며 모든 참여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

다. 하이퍼블록은 대학, 연구소, NPO, NGO, 네트워크 참여자(예: 하이퍼블록 DApp)등과 같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들을 초대하여 이런 가치들을 실현합니다. 우리는 초대 노드들이

네트워크에 시너지와 더욱 넓은 탈중앙화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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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BOE 노드 글로벌 할당

가동 가능한 BOE 하드웨어 유닛을 보유하는 것은 하이퍼블록 블록체인 운영에 참여하고 블

록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우리는 아래 노드할당을 정

의했습니다.

BOE 노드 할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

전체에서 차지하는 개수

(개)

선거 트랙 70 105 개 BOE 노드

초대 트랙 24 36 개 BOE 노드

하이퍼블록 재단 사전 할당 6 9 개 BOE 노드

BOE 노드의 총 개수가 유통되는 BOE 유닛 수량보다 적기 때문에, 초대 및 선출 된 노드는

로테이션 대상이 됩니다. BOE 노드 선거는 3 개월마다 이루어지며 노드 초대는 6 개월마다

이루어집니다.

하이퍼블록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동시에 활성 노드의 네트워크도 유기적으로 성

장할 것입니다. 노드 네트워크의 확장은 메인넷 네트워크가 런칭 후 인프라를 지원하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단계) 메인넷 운영

총 150 개의 BOE 노드가 메인넷을 유지하며 그 중 HP노드는 총 31 개

2 단계) BOE 노드 확장

메인넷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150 개의 BOE 노드가 네트워크에 추가되어 총 300 개의

BOE노드가 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하며, HP 노드는 약 61 개

BOE 노드 홀더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우리는 포용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누구나 선출과

초대 트랙을 통해 BOE 하드웨어 유닛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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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트랙을 통해 누구나 다른 후보자와 경쟁을 통해 BOE 하드웨어 유닛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BOE 하드웨어 소유자들은 BOE 노드 선거에서 다시 경쟁하여 네트워크 참여가 결정됩

니다. 그러나 초대 노드는 하이퍼블록 재단에 의해 직접 선임되어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참여

하기 때문에 엄격한 요구사항과 면밀한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누구나, 어떤 기관

이나 초대 노드로서 네트워크에 참여 신청할 수 있지만 아래의 기관 및 파트너만 고려할 예

정입니다:

- 기업 : DApp 을 배포하고 대상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퍼블록 생태계 내의 기

업

- 학술 연구 기관 : 블록체인 산업의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블록체인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대학교 또는 과학 연구 기관

- 개발자 : 하이퍼블록 기술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 NPO 단체 : 블록체인을 통해 사회에 환원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

6.4 투표 : 노드 초청 및 선거

HPB 블록체인 인프라는 오픈소스이며 네트워크 운영자와 HPB 보유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

들은 플랫폼 거버넌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점은 커뮤니티 감독에 대한 하이퍼블록의

중요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커뮤니티가 함께 탈중앙화된 미래를 건설하고, 대다수의 이해관계

자의 이익을 일치시키며 모든 HPB 코인이 투표의 가충치가 누적되어 투표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6.4.1 노드 선거 : 투표

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하는 BOE 노드는 하이퍼블록 인프라의 중추이며 하이퍼블록 블록체인

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트랜잭션 프로세스가 수행되게 합니다. BOE 하드웨어 선거는 두 단

계로 나뉩니다. 1 단계 투표는 BOE 소유자가 장치 개수인 200 개가 될 때 까지 계속되며 분

기마다 커뮤니티를 통해 계속됩니다 (백서 작성 시점인 2018 년 3 분기 기준, 124 개의 BOE

가 배포되었습니다). 2 단계에서는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량을 400 으로 늘릴 계획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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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하이퍼블록 월렛을 통해 가능하며 모든 사용자는 HPB 코인으로 사용하여 자신이나

다른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투표 할 수 있습니다. BOE하드웨어 선거마다 득표수가 가장 높은

후보가 하드웨어 유닛을 수여 받습니다. 우리는 유익한 경쟁이 시스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기에, BOE 노드 자리보다 더 많은 수량의 하드웨어 유닛이 배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BOE

하드웨어 유닛을 소유하는 후보자는 경쟁을 통해야만 활성화된 BOE 노드를 운영할 수 있습

니다. 이 과정은 BOE 노드 선거이며, 동일한 선거 논리와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6.4.2 노드 초청 : 투표 제외

노드 초청은 2 단계로 나뉘며 노드 홀더는 연 2회의 노드 신청을 통해 하이퍼블록 재단에

의해 초대됩니다. 초대 노드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개수의 제한은 없지만, 최대 36개의 활성

화 노드만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확장 계획에 따라 초대

를 통한 활성화 노드 개수는 72 로 증가합니다. 백서를 작성하는 현재 기준, 36 개 초대 BOE

노드 중 2개의 노드가 할당되었습니다(2018년 3분기. 초대 트랙과는 다르게, 노드 초대는 즉

시 활성화 BOE노드의 상태가 되며, 투표 기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투표를 하거나 받는 것

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이점은 모두 섹션 6.5 에 나와있듯 노드 인센티브(예, 블록보상)과 같

은 경제적 보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 입니다.

6.4.3 사전 분배된 하이퍼블록 재단 노드 : 투표 제외

하이퍼블록 재단에 사전 분배된 노드는 로테이션에서 제외됩니다. 1 단계에서는 총 9 개의

BOE노드가 네트워크에 참여합니다. 2단계에서는 두배인 18개의 하이퍼블록 재단 노드가 네

트워크에 참여합니다. 선거노드는 아니기 때문에 재단 노드 역시 투표 기능에서 제외되어 투

표를 하거나 받는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점은 모두 섹션 6.5 에 나와있듯 노드 인센티브(예, 블

록보상)과 같은 경제적 보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 입니다.

6.5 BOE 노드 인센티브

BOE 노드 홀더의 경제 모델은 HPB 코인의 연간 공급 상승에 포함된 인센티브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합니다. HPB 는 100,000,000 의 초기공급량이 있으며 연간 추가 발행은 최대

6,000,000 HPB 입니다. 하이퍼블록팀은 HPB 의 시장 안정성을 위해 인플레이션 모델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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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 코인 손실을 연간 공급량의 퍼센티지로 모델링 될 수 있으며 HPB 의 전체 유통

공급량은 안정화 되어 궁극적으로 균형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이퍼블록 메인넷 가동의 첫 연도 (150 개 BOE 노드에서 실행)의 인플레이션은 최대 발행

량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며, 최초 공급량의 3% 혹은 3,000,000HPB 에 고정될 것입니다. BOE

노드 확장 (300 개 BOE 노드를 통해 운영) 단계의 발행량은 최초 발행량의 6% 혹은

6,000,000HPB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인플레이션을 발행 캡을 통해 고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매년 상대적으로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첫 연도에는 BOE노드 홀더들의 적응 및 경제적 보상을 위해 동일한 수

량의 HPB 를 유보 펀드에서 소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은 사실상

0%입니다.

6.5.1 BOE 노드 블록보상

인플레이션의 일부로서 추가 발행된 HPB코인은 BEO 노드 홀더들의 블록리워드로 배분되며,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 블록보상의 2/3 는 HP노드 및 후보 노드에 할당됩니다. 생성된 각 블록에 대

해, 블록 생성을 담당하는 HP 노드는 블록보상의 35%를, 다른 모든 후보 노드는 보상

블록의 나머지 65 %를 균등하게 받습니다.

2) 블록보상의 1/3 은 BOE 노드의 일간 득표에 비율에 따라 수여됩니다. 이 할당

모델은 HP노드와 후보노드의 블록보상 할당 모델을 보상하고, 노드 유지에 대한 인

센티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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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rewards - 블록 보상

⅔

전체 BOE 노드

35%의 블록보상은 블록을 생성하는 모든 HP노드에게 지급

65%의 블록보상은 기타 BOE노드 에게 균등하게 지급

⅓

선출된 BOE 노드

일간 득표에 기반한 블록보상 지급

초대 BOE 노드

⅓ 블록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

6.6 투표 규칙

BOE 하드웨어 선출, BOE 노드 선출과 BEO 노드 지속 투표를 위해 투표 기능이 하이퍼블록

월렛에 투표 기능이 내재되었습니다. 투표 규칙은 사용자들이 네트워크에 보유한 지분을 고

려하며, 커뮤니티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투표 기간: 각 HPB 코인은 24 시간마다 한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BOE노드 지속 투표

프로세스의 일환으로서 해당 노드가 당일 지급받는 블록보상을 계산하는데 포함됩니다. BOE

노드가 ⅓ 블록보상 물량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표를 받아야 합니다.

투표 출처: 투표 가능한 HPB코인의 수량은 전날의 포트폴리오 잔액에서 임의의 시간에 스냅

샷으로 입력됩니다. 투표 가능 금액은 한개 라운드의 투표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며 월렛

잔액이 변경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투표: 자동 투표 메커니즘 (AutoVote)이 있는 하이퍼블록 월렛 앱을 통해 투표가 이루어지며

투표는 백분율 기준으로 자동화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시나리오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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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렛에 추가로 입금된 금액은 자동으로 투표에 참가되지 않으며, 수동으로 자동 투표 메커

니즘에 추가 해야합니다.

- 월렛 잔액이 최초 기준보다 낮아질 경우, 투표권은 남아있는 금액을 기반으로 비율만큼 할

당됩니다(무작위 스냅샷)

투표 계산: 득표수는 각 라운드의 블록 보상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며, 해당 라운드가 지나면

기존의 득표수는 초기화됩니다.

투표 철수 : 같은 차례 / 투표일에 이미 제출 된 투표의 취소. 투표 된 투표 (같은 날 / 라운

드)는 다른 BOE 노드에 투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6.7 BOE 하드웨어 신청

BOE 하드웨어는 BOE 노드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지원자들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드웨어 의 서버 결합을 고려하여, 서버에는 최소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BOE 하드웨어

선출은 해당기간동안 수행 할 수 있는 서버 성능 테스트의 결과가 반영됩니다. 해당 과정은

아래 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 HPB 웹사이트에서 BOE 하드웨어 선거 등록 : www.hpb.io

- 서버 테스트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실행

- 0.1 HPB 코인을 BOE 하드웨어 선거에 명시된 주소로 보내 월렛주소 확인

지원자는 월렛 보유량을 통해 가용 BOE 하드웨어 유닛 사용권을 경쟁합니다. 연동된 월렛은

주요 지원자들의 BOE 하드웨어 선거 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BOE 의 최소 하드웨어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hp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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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구성 기타

1 CPU 16 코어 2.0GHz 이상

2 메모리 32 G

3 하드 디스크 16 TB 7200 SAS 하드 디스

크 인터페이스 / 16T SSD

4 네트워크 최 소 양 방 향 대 역 폭

20Mbps (각 방향에 대해).

100Mbps 의 권장 대역폭

(각 방향에 대해)

대역폭이 100Mbps 인 노

드 만 HP 노드가 될 수 있

습니다.

5 시스템 Ubunto 16.04 64 비트

Centos 7.0 이상

7 토큰 및 분배
토큰의 총 HPB 공급량은 100,000,000 HPB 입니다. 노드 홀더에게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하이

퍼블록 재단은 초기 공급량의 3 ~ 6 %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2018년 9월을

기점으로 첫 해의 보상은 3 %로 설정되며, 이는 유보기금으로 운용됩니다. 이듬해부터는 HP

노드와 후보노드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토큰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토큰

의 신규 발행량은 초기 토큰의 6%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팀 : 20 %

창립 팀 및 직원을 위한 인센티브.

창립 팀과 직원의 토큰은 3년간 락업될 것이며, 매년 1/3 씩 언락될 예정입니다.

투자자 : 36 %

엔젤 투자자의 토큰은 3년간 락업될 것이며, 매년 1/3 씩 언락될 예정입니다.

생태계 개발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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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을 통해 HPB 브랜드 및 DApp 생태계를 구축하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커뮤니티 운영 인

센티브 등과 같은 커뮤니티 생태계의 개발할 것입니다.

유보 기금 : 20 %

전략적 투자, 토큰 거래, 정부 협력,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보 기금은 3년간 락업될 것이며, 매년 1/3 씩 언락될 예정입니다.

8 어플리케이션

8.1 Blockchain API 및 어플리케이션 SDK

블록체인 시스템의 기본 레이어는 JSON-RPC & RESTful API 를 사용하여 다양한 데이터 어플

리케이션과 개발언어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련의 블록체인 데이터 접근권한 및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중 블록체인, 데이터 쿼리, 거래 제출 및 타 블록체인 작업

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적 시나리오에서는, 권한 제어 시스템과 상호 액세스 인터

페이스를 추가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SDK또한 블록체인 운영및 기능, 패킷 기반의 암호화, 데이터 서명, 트랜잭션 생

성 등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SDK 는 하이퍼블록과 함께 작업하는 개발자를 위한 포

괄적인 서비스 기능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로직의 특정 기능을 포함하고 다양

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언어로의 확장 및 통합을 완벽하게 지원하도록 확장 될 수 있습니

다. 현재 Java 를 지원하고 있으며 JavaScript, .NET, Ruby, Python 및 기타 SDK 언어 등이 지

원될 예정입니다.

8.2 스마트컨트랙트

일반가상머신(GVM) 메커니즘

하이퍼블록은 모듈 설계를 통해 새로운 가상 머신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가상 머신 이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본 가상 머신은 상위 레벨 프로그래밍 언

어 구문 분석 및 변환과 결합되어 가상 머신의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유연하게 지원합니다.

또한 사용자 지정 API 작업을 통해 가상 머신의 외부 인터페이스를 실현하고 원장 및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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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유연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때 기본

코드 실행을 간소화합니다. 또한 GVM은 다른 블록 체인의 코드를 지원하므로 유연성이 제

고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상 머신(EVM)

EVM은 기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솔루션이며 하이퍼블록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HPB 운영 체제의 블록체인 및 EVM 스마트 계약을 내부 샌드박스 내에서 실행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변경만을 통해 HPB 애플리케이션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NEO 가상 머신(NeoVM)

NeoVM은 기업 수준의 금융 솔루션에 적극 활용되는 동시에 다른 분야와 산업에서도 집중

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NeoVM사용자가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변경

을 통해 하이퍼블록과 상호작용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컨트랙트 생애주기계약 관리

이 시스템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디지털 자산으로 취급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라이프 사

이클을 관리합니다. 이는 자산의 제출, 배포, 사용 및 취소 등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관

리시스템입니다. 특히 적절한 관리 메커니즘과 결합된다면 포괄적인 스마트컨트랙트 관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컨트랙트 감사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는 자동화된 감사 도구와 전문 감사인의 결합하여 안전하게 수행됩니

다. 자동화된 코드 검토, 공식 검증 및 통합 단위 적용 범위 테스트 도구를 통해 스마트 컨트

랙트 감사 절차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요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 모델

스마트 컨트랙트의 작성과 수행을 적극 채택하여 기업에서 사용할 수있는 유연한 포트폴리

오 모델을 제공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유연한 구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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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시스템 관리

시스템 구성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하드웨어, 하드웨어 추상화, 중간 레이어와 실행 레이어의 네 가지 계층

으로 구분됩니다. 이 때, 전체 아키텍처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은 서로 호환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 아키텍쳐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채택될 수 있으므로, HPB는 호환

성을 높이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양한

수준의 호환성 검사, 자동화 된 다운로드 및 업그레이드 및 배포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시스템 모니터링

HPB는 전체 생태계에 포괄적인 모니터링, 대시 보드 애플리케이션 로깅, 실시간 경고 및 활

동 알림을 제공합니다. 또한 하이퍼블록은 기술 문제, 통합 모니터링 및 사업적 수요에 따른

확장을 위해 원격 장애 복구 및 네트워크 시스템 재시작 기능을 제공합니다.

9 로드맵
이 문서 작성 시점인 2018 년 3 분기까지 저희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

고, 목표를 달성해왔습니다.

2018 년에는 메인넷 네트워크가 시작되었고 우리 플랫폼이 성장했습니다. 2019 년 이후에는

강력한 핵심 DApp 생태계 및 HPB 시장 경제의 창출을 강화하고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파트

너십을 통해 더 많은 유스 케이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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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스 케이스

10.1 스마트 빅데이터

빅데이터에 대한 미디어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는 빠르게

주목받았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정보 유출, 오프라인 상에서의 하드웨어 도난 등의 사건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듯 규모 있는 글로벌 기업은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

나 해당 서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만을 방지한다고 위협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

닙니다. 오히려 3차 및 부수적인 양성 데이터 수집 역시 클라이언트를 식별할 만큼 강력해

질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블록체인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할 뿐

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서비스 역시 보호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HPB의 블록

체인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BOE 는 암호화를 통해 보안성을 높이며, 모니터링 서비스는 시스

템의 무결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빅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희만의 전체론적 접근 방

식은 이미 NAT과 같은 빅데이터 업계의 선두업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UnionPay Smart 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성능을 위해 저희와 파트너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UnionPay Smart 는 연간 매출 80 조 위안으로 Big Data 혁신을 전문으로 하며 현재 중국 은

행 거래 데이터의 80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데이터의 인증, 인증 및 추적

가능성 측면을 강화할 예정이며, 출시 예정일은 2018년 3,4 분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0.2 비디오 게임

글로벌 게임 시장은 전례 없는 성장을 기록하며 2017년, 1억 9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 규

모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게임 시장에서는 Free-to-Play(F2P) 게임과 같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트렌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소비자가 게임 실행

전 미리 결제를 하는 모델은 이미 수익 공유 측면에서 F2P 모델에 의해 추월 되었습니다. 인

게임 환경에서 사용자가 구매를 진행하는 F2P 모델은 아이템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효용을 제공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게임은 중앙화된 게임 제작사에 의해 구현되고 구동되

며, 중앙화된 게임 제작사는 게임의 자선과 거래, 게임의 로직을 모두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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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게임 자산:

모든 중앙화된 게임에서 통화와 자산은 제작사에 의해 저장되고 관리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작사는 유젇을의 자산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의 인프라를 통해서, 게임 내의 가상 자산은 블록 체인에 저장되며, 온전히 유저에게 귀

속됩니다. 자산이 사용자에게 발행된다면, 해당 자산을 수정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은 유

저에게만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 자산 시장:

게임 제작사가 모든 관리자와 액세스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거래 활동은 게임 제작사에

의해 제어되고 관리됩니다. 그들은 유저들 사이의 거래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

며, 심지어 법정 화폐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유저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널리 알려진 예는 MMO의 세차례나 거듭된 반복입니다. MMO의 게

임에는 유저가 법정 화폐를 사용해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경매장이 있었습니다. 한편 경매

장에서는 유저간 거래가 허용되었는데, 아이템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수 차례 발

생했습니다. 따라서 MMO는 경매장이 게임의 궁극적인 장수에 해롭다고 판단해 경매장을

통제하고 폐쇄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수행했습니다. 자연스레 이에 따라 이미 법정화

폐를 투자한 건강한 유저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 저희를 통해 유저들은 자신의 자산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프라는

거래 과정을 담당하며, 제 3자가 개입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보장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

중앙화된 게임에서는 게임규칙, 논리와 코드가 플레이어로부터 숨겨지는 대신, 서버 측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는 게임의 제작사를 신뢰 해야할 뿐이며, 게임의 절차가 표

현되고 공정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물론 이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게임도 있으나, 법정 화

폐가 개입된 확률 게임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예컨대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서는 플레이

어는 카지노 게임이 설정한 확률이 정당한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을 통

해서는 게임의 제작사가 게임 논리를 체인에 게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저는 확률 계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제작사가 공정하게 게임을 구현했다는 맹목적인 희망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통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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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유저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10.3 위조 방지 추적

정보의 비대칭성은 상품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와 기업에게 위조의 유인을 제공합니

다. 현재 주류의 기술은 바코드, QR 코드 등의 단방향 추적 기능만 제공합니다. 이 기술을 바

탕으로 양방향 추적을 구현하려면 물류 체인과 최종 소비자가 모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

는 방안을 구현해야 하며, 이는 생산자에게 많은 비용을 부과합니다. 이 때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양방향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 위조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11 하이퍼블록 팀
하이퍼블록에는 고성능 블록체인 솔루션을 실현하는 50 명 이상의 팀이 있습니다. 팀은 IT, 기

술, 뱅킹, 컨설팅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1 창립 팀

Xiaoming Wang

HPB의 창립자 겸 CEO

Xiaoming Wang은 하이퍼블록의 CEO이자 블록체인의 진정한 선구자

입니다.중국 블록체인 공동체에서 잘 알려진 그는 "Lan Lianhua"(푸른

연꽃)라는 별명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10 년 이상 인터넷 기술 개발에

참여해 왔으며 Union Pay 의 Big Data 팀인 Union Pay Smart 의 창립

자 중 한 명입니다. 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글로벌 전자

상거래, 방대한 재무 데이터 및 블록체인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바탕

으로 Beltal 의 CTO로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블록체인

개발의 가이드 서적을 집필한 경험이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소개

하는 대중 매체에 출연한 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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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xin Li

공동 창립자 겸 CFO HPB

Jinxin Li 는 하이퍼블록의 공동 창립자이며 전략적 개발을 담당합니다. 그는

중국 내 이더리움의 첫 번째 투자자이자 채굴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

러 디지털자산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한 그는 2년동안 연간 포트폴리오 수

익률 5,000 %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HPB 에 입사하기 전에 Jinxin Li 는

Guotai Junan Securities 의 수석 블록체인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더불어 그는

중앙재정 대학에서 재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Xu Li

공동 설립자 HPB & CTO

Xu Li 는 하이퍼블록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으로 현재 CTO로 재직 중입니다.

칩셋 개발 및 관리, 대규모 계획 및 복잡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 분야

에서 10 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있는 Xu Li 는 설계, R & D 및 개발을 담당합니

다. 하이퍼블록 기술 팀 제품의 하드웨어 HPB 에 합류하기 전에 그는 중국 과

학원에서 근무하며 중국 최초의 데스크탑 에뮬레이션 제품 개발 및 위성 하

드웨어 시스템 건축 개발팀을 이끌었습니다.

Shanlin Lou

공동 설립자 HPB

Lou Shanlin 은 하이퍼블록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으로 현재 부사장을 역

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이퍼블록 기술 팀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블록 합류 전에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산

업에서 종사했습니다. 그는 통합 및 기본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개발 분

야에서 10 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으며, 수석 중국 최고의 서버 공급 업체

인 Inspur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 및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개발을 포함합니다.

더불어 Shanlin Lou 는 많은 국가 과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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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인터네셔널 팀

Emma Zhu

마케팅 이사

Emma 는 하이퍼블록의 CMO이며 회사의 마케팅 업무를 주관합니다. HPB 에 합

류하기 전에 Emma 는 중국에서 가장 큰 투자 은행 중 하나 인 Guotai Junan

Securities 에서 근무하며 블록체인 시장 리서치를 담당했습니다. 이전에는

McKinsey & Co 및 YUM Group 에서 근무하면서 Alipay & Tencent Gaming 과 함

께 수많은 크로스 섹터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디지털 마케팅 커

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Emma 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국제 금융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Danny Rowshandel

해외 사업개발 총괄 매니저저

Danny 는 사업개발 이사로 하이퍼블록 인터네셔널 팀에 합류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파트너십과 전략적 투자를 모색함으로써 하이퍼블록의 해외

시장 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Danny 는 하이퍼블록 합류 전 주로 중

국의 주요 금융 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 IT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Fortune

500 대 기업에 선정된 바 있는 HNA Technology 에서 시니어 파이낸스 매니

저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글로벌 펀드레이징 및 M&A 딜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전에는 중국의 가장 큰 국유은행인 ICBC에서 다양한 지역의 리스 사업을 진행한 경험

이 있습니다.

Julien Passagne

사업개발 이사

Julien 은 사업 개발 이사로 하이퍼블록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제시장

및 블록체인 운영의 확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이퍼블록 입사 전 Julien 은

Deloitte Switzerland 에 근무하였으며 프라이빗 고객 및 대규모 은행 그룹 대상

으로 경영 컨설팅을 수행했으며, Deloitte 블록체인 부문에서 근무하며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Julien 은 Blockchain-tech 그룹을 이끌며 산업별 블록체인 인트로

및 기술교육등의 내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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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국내 팀

Jason Hu

DApp 인프라 최고 개발자

Jason Hu 는 고성능 블록체인을 위한 DApp 인프라 개발의 기술 관리자입니다.

그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DApp 개발을 감독하고 대규모 개발자 팀을 관리합니

다. HPB 에 합류하기 전, 그는 ChinaSoft 및 Ruimin Software 의 수석 프로젝트

관리자로 금융 기관을 위한 핵심 금융 인프라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Jason 은

제품 설계, 프로젝트 구현 및 대규모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분야에서 10

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hris Chen

사업개발 이사

Chris Chen 은 하이퍼블록의 사업개발 이사이며 중국 시장 내의 생태계

확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hris 는 HPB 에 합류하기 전에 Alibaba

Group 에서 오퍼레이션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그는 신규 소매 사업 확장

부터 알리바바의 중국 동부 농촌지역 확장까지 알리바바에서 다수의 비

즈니스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의 주요 전자 상거래 플

랫폼인 Dazhong Dianping 의 컨설턴트로 참여하여 경영진에게 전략컨설

팅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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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사
하이퍼블록은 금융, 비즈니스 및 IT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

각합니다. 투자자, 어드바이저 및 파트너들 없이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이퍼블록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신 기관 및 개인의 조언과 지원에 감사드립

니다.

동시에 저희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블록의 성공을 통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를, 그리고 블록체인이 전 세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지속가능한 도구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하이퍼블록 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