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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지금 우리 앞에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존재하고 있

으며, 그로 인한 역동적인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

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에 존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향후 수년 내에 산업 및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커

다란 혁신을 가져오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성공적인 안착 이후 많은 개발자와 투자자

들이 블록체인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 사용자들 

역시 암호화폐의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 으로 ‘암호화폐 

세계(Crypto World)’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신생기업(Startups), 컨소시엄(Consortium), 대

기업(Enterprises)들이 블록체인 기반 신규 사업 모델

과 응용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독자적이고 새

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 즉 프로토콜 경쟁에만 집

중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프로젝트의 목적성과 당위성

이 불명확한 ‘블록체인을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또한, 초보 단계의 기술적인 완성도 

및 불안정한 프로토콜로 인해 아직까지는 현실 세계와

의 괴리가 존재합니다.

 

CoinUs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일

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정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1) 

이미 적용된 성공 사례를 다시 생각하고, 2) 사용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3)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여 복잡

한 ‘암호화폐 세계(Crypto World)’ 를 Successfully 

Navigate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CoinUs는 나아가서 지금 현시점에도 여전히 멀리 떨어

져 있는 두 세계를 이어주는 ‘가교(Bridge)’를 만들고,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용하는 모두의 진입점이 될 수 있

는 ‘관문(Portal)’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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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ntroduction 인터넷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고 몇 년이 흐른 시점까지도 많은 맹점과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으며, 많

은 사람들은 그저 반짝 지나가는 기술로 여겼습니다. 약 20년이 지난 오늘날, 인터넷을 둘러싼 사람

들의 편견은 해소되었습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의 상당수 일이 인터넷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가 되

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산업 및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인터넷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에 존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향후 수

년 내에 산업 및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혁신을 가져오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인터넷

이 정보제공에 적합한 네트워크 프로토콜(플랫폼)이라고 한다면, 블록체인은 암호화 기반 가치(자

산) 전송에 적합한 2세대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사회경제 혁신의 인프라 관점에서 볼 때 블록체인이 과연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지는 중요

한 문제입니다.

화폐는 가치 저장 수단 또는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

로, 화폐는 그 자체로서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화폐란 본질적으로 지불에 대한 

잠정적인 ‘약속’이며, 화폐의 본성은 ‘제도적 사실’이며 추상적 계산 화폐를 통해 

묘사를 부여받게 된다.”

- 돈의 본성, 제프리 잉햄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암호화폐가 현재 경제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

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가 이상적인 대안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나아가 신용기반 화폐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 기반의 이상적인 피아트 화폐(Fiat Currency)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시스템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정보 편차가 존재합니다.

정보의 편차로 인해 유형의 거래에 대한 신뢰 검증 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거래 당사자

가 아닌 제 3자 독립기관 또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부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의 이상적인 디지털 화폐가 시장에 안착하게 되면, 많은 유형의 거래에 대한 검

증 비용을 제로 수준까지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중개자의 역할이 축소되고, 공급자와 구매자의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장(New 

Market)이 등장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경제시스템의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창의적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좀 더 분권화된 환경에서 다양한 신생기업(Startups)과 혁신 기업들의 출현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1-1. Backgrou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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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ntroduction산업 혁신의 인프라 관점에서 볼 때 블록체인은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과 생산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반 목적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이자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모델, 문화(Culture),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을 위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입니다.

 

모바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과의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의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초지능 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핵심은 데이터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그리고 알고리즘입니다. 기계 학습을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현 방식으로는 데이터의 진정성(Authenticity)과 보안에 대한 우

려로 연결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투명하고 안전한 데이터 공유 환경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혁신 인프라로 작동되는 시작점은 많은 기술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프로토콜

(Public Blockchain) 간의 경쟁이 마무리되어 확실한 특징을 가진 소수의 프로토콜만이 생존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러 있으며, 대다수의 일반인

들은 블록체인 기술보다는 암호화폐 자체의 거래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잠재력이 현실로 구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

니다. 실제 생활에서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되어야 현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둘

러싼 투기론 역시 사라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쓸 만큼 쉬운 사용성을 가진 ‘킬러 앱(Killer App)’이 반드시 필

요합니다. 

모든 기술의 확산 이면에는 ‘킬러 앱(Killer App)’이 반드시 존재하였으며, CoinUs는 ‘킬러 앱’을 통

해 블록체인 생태계 확산의 트리거(Trigger)가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기술보다 인간 중심(Human-Centered), 즉 사용자 개별(Individual)

의 특성과 사용성에 가치를 두고 CoinUs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CoinUs의 철학

이 확장된 세계관인 CoinVerse 프로젝트로 자율적이고 선순환 구조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고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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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ntroduction CoinUs는 검증된 기술과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서비스를 분석하고, 미래의 기술이 아닌 현재로서 상

상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부가가치(Value-Added)

를 창출함과 동시에 블록체인(Blockchain)의 가치 사슬(Value Chain) 모형을 제시할 것입니다.

 

CoinUs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정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이미 적용된 성공 사례를 다시 생각함으로써,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에 초점을 맞추어 사

용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동시에 복잡한 ‘암호화폐 세계(Crypto World)’를 쉽

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기술보다 인간 중심(Human-Centered), 즉 사용자 개개인(Individual)

의 가치와 경험에 중심을 둔 ‘Human-to-Blockchain Interface’를 설계하고 제공함이 CoinUs의 

최우선 가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CoinUs의 최우선 가치와 철학을 개인(Individual)에서 공동체(Union), 세상

(World)으로 확장하여 ‘Human-Blockchain-Universe Interface’가 제공되는 세계관 즉, Co-

inVerse를 통해 자율적이고 선순환 구조의 블록체인 생태계(Ecosystem)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

다.

 

중단기 비전인 CoinUs의 라인업 서비스가 첫 번째 산출물이 될 것이며, 장기 비전인 CoinVerse를 

통해 현실 세계와 연결되는 서비스와 네트워크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러한 CoinUs와 CoinVerse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 및 방법

론, 디자인 철학으로 인해 각자의 비전을 방어하는 기술 공동체와의 건전한 경쟁 및 협력으로 공통의 

가정과 공통의 목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공간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

(Trade-Off)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절충’은 최악의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

선의 선택은 단순한 ‘절충’에서 벗어나 때로는 경로를 다변화하고 때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사용자에게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의 패러다임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자산과 권리의 토큰화(Tokenization)가 가속화되

고, 네트워크의 역동성이 극대화되는 세상에서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으로 CoinUs

와 CoinVerse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기술 효율성, 보안 및 사용자 경험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1-2.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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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단기 비전 CoinUs의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CoinUs Wallet
CoinUs Keeper

CoinUs Wallet
CoinUs 프로젝트의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CoinUs Wallet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라이트 클라이언트(Light Client)이며, 다양한 암호화

폐 및 토큰을 직관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였습니다.

 

복잡한 환경설정(Complex Configuration)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기술적으로 최상의 모범 사례

를 활용하고 최적의 보안 표준을 적용하여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을 간단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블록체인 기반(Blockchain-Based) 기술이 제공하는 주요 이점(Main Benefit)은 그대로 유지하

면서, 블록체인 자산(Asset)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단순화하고, 안전한 방법론을 적용하

여, 디지털 자산의 저장(Store), 구매(Buy), 판매(Sell), 전송(Transfer) 및 교환(Exchange)함

에 있어 표준을 제공하는 지갑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특징 범용성(Versatility), 사용성(Usability), 보안성(Security)을 기반으로 설

계되었으며,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최상의 모범 사례를 차용하여 기존 솔루션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 호환성(Compatibility)을 제공합니다.

CoinUs Keeper
CoinUs는 금융권의 ‘거래연동 OTP’의 기술을 응용하여 암호화폐 지갑에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하고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CoinUs의 새롭고 강력한 보안 솔루션은 사용자에게는 CoinUs Wallet의 전용 단말기 형태로 제공

됩니다. 우리는 이 단말기를 ‘CoinUs Keeper’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단말기는 경량화 지갑인 CoinUs Wallet에 ‘하드 월렛(Hardware Wallet)’의 최고 강점인 강력

한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CoinUs Wallet은 CoinUs Keeper를 통해 경량성을 유지하여 편

리한 사용성을 제공하고, 지갑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보안성을 더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하이브리

드 지갑(Hybrid Wallet)’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CoinUs는 정보분산알고리즘(Information Dispersal Algorithm)의 개념을 응용하여 지갑의 개

인 키(Private Key)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론을 CoinUs Keeper에 적용함으로

써 보다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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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oinUs Keeper는 CoinUs Wallet과 단순 결합만으로도, 휴대성(Portability), 편리성(Conve-

nience), 더 강력한 보안성(Security)을 제공하는 지갑으로 작동하고, 이는 사용자의 자산관리를 

위한 최상의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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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Us Wallet”CoinUs Wallet은 CoinUs의 핵심 가치인 ‘Human-to-Blockchain Interface’를 실현하기 위해

서 사용자 경험(UX)에 가장 중점을 두고 설계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상의 모바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노드가 필요 없는 경량 지갑(Light-Client 

Wallet)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CoinUs Keeper 단말기를 통해 경량 지갑의 사용성(Usability)과 

휴대성(Portability)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더욱 강력한 보안성(Security)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종속적이지 않은, 즉 범용성(Versatility)을 유지하기 위

해 계층 결정적 지갑(HD Wallet: Hierarchical Deterministic Wallet)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동

일한 글로벌 사용자 경험을 위해 한국어, 영어를 시작으로 다국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CoinUs Wallet을 선 출시 할 것이며, 추후 PC 기반 Chrome 

Extension 용 CoinUs Wallet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3-1. Versatility

블록체인 프로토콜(Public Blockchain)간의 경쟁이 마무리되어 확실한 특징을 가진 소수의 프로

토콜만이 생존하게 되는 시점 전에는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의 대부분 사용자는 다양한 암호화폐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

여 특정 프로토콜에 종속적이지 않은 범용적인 암호화폐 지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는 현명한 투자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현재까지 시중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지갑은 이러한 투자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양한 암호화폐 투자 및 

관리를 위해 여러 지갑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번거롭고 불편하며 많은 보안 리스크(Risk)를 야

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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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Us Wallet” Multi-Cryptocurrency Wallet

CoinUs는 하나의 지갑에서 다양한 암호화폐 및 토큰을 보관할 수 있는 편리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oinUs는 최우선적으로 1) ETH 및 ERC20 토큰, 2) BTC, 그리고 3) QTUM 및 QRC20 토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비트코인 기반의 알트코인(BCH, LTC 등) 및 DASH, ZEC, XRP을 순차적으

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암호화폐 자산을 CoinUs Wallet 한 곳

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인 암호화폐 지원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은 추가 암호화폐의 지원 시기를 점점 가속화 시

킬 것이며, 최소 2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지원하게 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CoinVerse Ecosystem으로 확장 시 CoinUs Wallet에서 지원되는 암호화폐를 논리적으

로 통합하여, 사용자는 단일 피아트 화폐(Fiat Currency)로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

획입니다.

스마트 자산(Smart Asset)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암호화폐 지원뿐만 아니라 Multi-Wallet 기능

을 제공하여 하나의 계정으로 분산투자 측면에서의 사용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시드(Seed)’라고 하는 단일 시작점에서 적절한 키(Key)를 파생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하

여, 계층적 개념을 적용한 HD Wallet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 사용자는 한 번의 지

갑 생성으로 CoinUs가 점진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암호화폐에 대해 추가 지갑 생성없이 ‘One-

Click Adding’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Multi-Language Support
CoinUs Wallet의 또 다른 범용성 측면은 다국어(Multi-Language) 지원입니다. 동일한 글로벌 

사용자 경험을 위해 다국어 지원은 필수 요소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시작으로 일본어, 중국어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출시 될 것입니다.

 

Multi-Exchange Rate Managing
CoinUs는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거래소의 시세 정보를 CoinUs Wallet을 통해 제공합니다.

CoinUs Wallet은 간단한 설정을 통해 복수의 거래소 시세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원하

는 거래소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단, 선택 가능한 거래소는 암호화폐 지원 로드맵에 

따라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사용자는 CoinUs Wallet의 시세 정보 조회 기능을 통해 암호화폐의 시세, 거래량 및 거래소 간의 비

교를 통한 가격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알림 기능 설정을 통해 총자산 가치의 변동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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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Us Wallet”CoinUs는 일반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매일 접속하는 킬러 앱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 확산의 트리거

(Trigger)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 경험(UX)에 집중하여 CoinUs Wallet의 사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Only One-Time Backup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는 지갑에서 백업을 시도할 경우,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대부분

의 지갑은 지원하는 암호화폐 종류별로 별도 백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보안 리스크 증가의 위험이 있습니다.

CoinUs는 사용자의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BIP(Bitcoin Improvement Proposals)의 

BIP32, BIP39, BIP44의 제안 방법론을 차용하여 설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갑 구조의 설계로 인해 암호화폐 각각의 모든 지갑을 정기적으로 백업하는 대신에 CoinUs 

Wallet 계정 생성 시 제공되는 Mnemonic(연상기호) 문구를 종이에 작성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CoinUs가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갑 생성 절차를 생략하

고, ‘One-Click Adding’을 통해 복수의 암호화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Mnemonic뿐만 아니라 QR Code를 사용하여 전체 지갑을 백업받을 수 있으며, QR Code 생

성 시 사용자의 설정 비밀번호를 추가하여 한 번 더 암호화되어 저장되므로, QR Code가 외부에 노

출되는 경우에도, QR Code만으로는 외부인은 지갑 탈취가 불가능합니다.

 

Tokens Auto Discovery
CoinUs Wallet은 ERC20 토큰 자동 탐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갑 주소와 상관관계가 있는(Correlated) 토큰의 잔액(Balance) 정보도 탐색 되어 개인 자산 목

록에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이는 이더리움(Ethereum) 이용자에게 더욱 향상된 스마트 자산 관리

를 제공하게 될 것 있습니다.

ERC20 토큰 거래 정보는 Normal Address가 아니라 Contract Address에 저장되기 때문에 거래

내역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직접 Contract Address를 입력하여 조회하는 방

법 이외에는 잔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RC20 토큰 거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갑 서

비스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CoinUs는 ‘Index’ 서버 구축을 통해 토큰 이동을 포함하여 특

정 주소와 관련된 모든 트랜잭션(Transaction)을 카탈로그 화 하고, 지갑 클라이언트는 토큰을 포

함한 잔액을 알기 위해 Smart Contract을 조회합니다.

순차적 코인 지원 전략에 따라 퀀텀(Qtum) 지원 시 QRC20 토큰 역시 자동 탐색 기능이 제공됩니

다.

3-2. U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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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Us Wallet” Explore Transaction History

이더리움(Ethereum) 블록체인의 경우 각 계정의 상태를 직접 저장합니다. 따라서 특정 주소의 자

산을 알기 위해서는 연관된 거래 내역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라이트 클라이언트 기반

의 지갑 서비스는 대부분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토큰 전송 정보도 자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CoinUs는 토큰 자동 탐색을 위해 구축된 ‘Index’ 서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주소와 관련된 

모든 트랜잭션(Transaction)을 우선적으로 식별하고, 모든 트랜잭션(Transaction) 데이터를 분

석하는 로직을 CoinUs Wallet에 복제함으로써 거래내역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역시 순차적인 암호화폐 지원 전략에 따라서, 이더리움(Ethereum)뿐만 아니라 CoinUs Wal-

let에서 지원되는 암호화폐별로 트랜잭션 히스토리(Transaction History)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 

UI(User Interface)가 제공됩니다.

 

One-Pass KYC
ICO를 참여하거나 해외 거래소 가입 후 출금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부분 KYC 인증을 거쳐야 합

니다. 하지만 매번 신분증 및 여권 사진을 업로드 하고 KYC 인증을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번거로

운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사용자들은 KYC 인증 절차를 매우 어려워하거나 번거롭다고 느

낍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불편함을 CoinUs는 최초 등록된 KYC 인증 정보를 토대로 동일한 KYC 정보를 요

구하는 ICO에 대해서 KYC 인증 절차를 간이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CoinUs Wallet의 핵

심 서비스 중 하나인 ‘Token Launcher’의 부분 기능입니다.

 

CoinUs Token Launcher
CoinUs Token Launcher는 사용자와 기계(디바이스 혹은 서버)간의 절차를 최소화, 단순화하

여 ICO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이는 신생기업에게는 블록체

인 생태계의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제공할 것이며, 지갑 사용자에게는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ICO 주체가 얻게 될 이점입니다.

진행 예정 ICO에 대한 즉각적인 노출 및 홍보

CoinUs Wallet을 통해 검증된 KYC 정보 취득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투자금 확보: 위변조가 불가능한 ICO 주소 자동 입력
 

CoinUs Wallet 사용자가 얻게 될 이점입니다.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ICO 정보 획득 및 쉽고 빠른 ICO 참여

원패스(One-Pass) KYC를 통한 간소화된 ICO 투자 절차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CoinUs Token Launcher를 통한 직접 투자 가능



H
um

an-to-Blockchain Interface

13

03
“CoinUs Wallet”암호화폐 지갑은 사용자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안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CoinUs는 CoinUs Wallet 설계 시 적용된 구조, 즉 HD Wallet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보안성에 2가

지 안전장치를 더하여 CoinUs Wallet만으로도 사용자의 암호화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

는 보안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더하여 CoinUs Keeper를 통해 새롭고 훨씬 더 강력한 보안성을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2-Factor Authentication
2-Factor Authentication은 2가지 또는 3가지 이상의 요소를 조합하여 인증하는 것을 의미합니

다. 다른 용어로 Multi-Factor Authentication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용자 인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조합할수록 거짓 인증에 대한 위험도는 감소 됩니다. 물

론 여기에서 인증 요소는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한 인증 요소(Factor)는 표준

화된 요소가 존재합니다.

 

Knowledge Factors : 사용자가 알고 있는 것

Possession Factors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

Inherence Factors : 사용자 고유의 것

 

Knowledge Factor는 비밀번호,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패턴(Pattern)과 같

은 것들이 있습니다.

 

Possession Factor는 본인이 소유한 열쇠로 문을 여는 방식을 예로 들 수 있으며, Tokens, 스마트

카드, 신용카드 등이 해당합니다. 모바일에서 많이 사용하는 OTP 인증 방식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휴대폰이 Possession Factor에 해당하게 됩니다.

 

Inherence Factor는 지문인식, 홍채인식과 같이 개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요소를 말

합니다.

 

CoinUs Wallet은 지갑의 계정 생성 시 비밀번호 또는 PIN과 더불어 지문인식의 두 가지 요소를 결

합하여 2-Factor Authentication을 제공합니다. 계정의 비밀번호는 백업용 QR Code 생성 시에

도 활용하게 됩니다.

추가하여 CoinUs Keeper 단말기는 Possession Factor로 작용하게 됩니다.

3-3.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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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Us Wallet” Off-line Signing and Trust Zone

CoinUs Wallet을 포함하여 모든 소프트웨어의 연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저장소인 메

모리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가 중요한 보안 정보이고 악의적인 의

도를 가진 공격자, 즉 해커에 의해 탈취된다면 중요한 보안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CoinUs Wallet은 그러한 중요한 보안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안 장

치를 두고 보호합니다. 보안 장치 중 하나는 중요한 보안 정보가 처리되고 있을 경우에는 모바일 기

기를 외부와 단절시켜 Off-line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보안 정보가 On-line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보안 정보를 처리 후에는 저장소인 메모

리를 깨끗하게 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OS Kernel에서 지원하는 Trust Zone(Secure World)을 활용하여 기존 User Mode(Nor-

mal World)에서 처리되어 보안에 취약하던 연산을 강력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Off-line Signing 방식은 안드로이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iOS에도 적용할 예정입니

다. Trust Zone은 하드웨어(CPU) 및 OS(Android, iOS)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환경

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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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Us Wallet”CoinUs Wallet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모범 사례에 적용되어 있는 최상의 기술 표준을 차용하여 구

조가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제공 및 현재 제공되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토콜, 솔

루션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운영성 및 호환성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HD Wallet: Hierarchical Deterministic Wallet
CoinUs Wallet은

하나의 계정으로 다양한 암호화폐 및 토큰 지원을 위해

하나의 계정으로 Multi-Wallet 기능 지원을 위해

단 한 번의 백업으로 복원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새롭고 더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계층 결정적 지갑인 HD Wallet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BIP39 표준에 근거하여 ‘시드(Seed)’라고 하는 12개 또는 24개의 Mnemonic(일종의 힌트 단어)

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시드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시드로부터 지갑이 파생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생성되는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계산되기 때문에 계층적(Hierarchical)이라고 하며, 시드로부터 계산되기 때문

에 결정적(Deterministic)이라고 합니다.

시드로부터 무작위로 다르게 지갑 주소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드가 결정되는 순간에 정해져 있

는 로직에 의해 계산되어 이미 그 시드를 통해 지갑 주소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CoinUs Wallet은 BIP32, BIP39, BIP44의 제안을 이용하여 단일 시드 기반의 Multi-wallet 기능

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사용자에게 다른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지갑을 쉽게 복원하고 백

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HD Wallet 구조는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지원하고 있어 블록체

인 네트워크 및 다른 서비스와의 호환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3-4. Technical Approach

[그림 1] HD Wallet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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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Us Wallet” Index Server

블록체인은 그 특성상 외부 해킹에 대해 완벽에 가까운 보안을 자랑하지만, 별도의 물리적 서버에 사

용자의 개인 정보나 자산 정보가 보관될 경우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몇 차례 발생했던 

거래소 해킹 사건들이 이와 같은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CoinUs의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 본인이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라이트 클라이언트 즉, CoinUs Wallet으로 한정하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단, CoinUs는 개인 정보 및 자산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앱 배포, 공지, 시세, ICO 정보와 같은 일반적

인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만 서버를 활용합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 이외에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ERC20, QRC20 To-

ken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ndexing Server’를 자체 구축하여, CoinUs Wallet과의 정보 교환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이는 CoinUs Wallet의 사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Trade-Off이며, Indexing Server를 활

용하여 1) Tokens Auto Discovery, 2) Explore Transaction History 기능이 CoinUs Wallet

에 제공됩니다.

 

Indexing Server가 하는 역할을 더 자세히 기술하면, 1) 블록 체인의 모든 트랜잭션에 대한 높은 수

준의 분석, 2) 공개 주소로의 이동에 대한 색인, 3) 토큰 이동에 대한 이벤트 캐치(Catch), 4) 토큰 

이동에 대한 색인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모바일 기기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작업입니다.

 

 

Another Approach
퀀텀(Qtum)과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을 동시에 지원하는 모바일 기반 경

량 지갑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량 지갑이 존재하더라도 단일 시드 혹은 단일 백

업을 제공하는 지갑 서비스는 없습니다. 

CoinUs의 개발팀은 최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금년도 2분기에 비트코인(Bitcoin)과  퀀텀

(Qtum)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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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Us Keeper”CoinUs는 금융권의 ‘거래연동 OTP’의 기술을 응용하여 암호화폐 지갑에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하고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CoinUs의 새로운 보안 솔루션은 ‘CoinUs Keeper’이며, CoinUs Wallet의 전용 단말기 형태로 제

공됩니다.

 

CoinUs Keeper는 암호화폐 지갑에서 관리하는 중요한 정보를 디바이스의 SE(Secure Element) 

내에 분산 저장하여 스마트 폰 분실 등 지갑의 도난 상황에서도 개인의 암호화폐 자산보호를 목적으

로 합니다.

CoinUs Keeper 디바이스는 고유 UDID(Unique Device Identification)와 CoinUs Wallet의 

UUID(Universal Unique ID)와의 커플링(Coupling)을 통해 초기 설정되며, 이후 커플링(Cou-

pling)된 지갑과의 통신만을 허용하게 됩니다. CoinUs Keeper는 최대 2대의 스마트폰 CoinUs 

Wallet 앱과의 연동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림 2] CoinUs Keeper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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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Us Keeper” Protocol

CoinUs Keeper 디바이스는 배터리로 동작하게 구성되며, 성공적인 Transaction Request를 받

기 이전에는 물리적 버튼에 반응하지 않으며 Transaction Request를 받은 후 1분 내, 1회에 한하

여 물리적 버튼에 반응하여 Transaction Response를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세션(Session)의 개념을 두어 초기 커플링(Coupling) 혹은 검증(Verification) 완료 이후 5

분 내에 통신이 없을 경우 세션을 만료하여, 다시 검증(Verification)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모든 통신은 디바이스에서 관리하는 유효한 2Bytes의 세션 아이디를 포함해 유효하지 않은 경우 검

증(Verification)을 다시 거치도록 합니다.

CoinUs Keeper는 CoinUs Wallet과 단순 결합(Docking)만으로도, 휴대성(Portability), 편

리성(Convenience), 더욱 강력한 보안성(Security)을 제공하는 지갑으로 작동하고, 이로 인해 

CoinUs Wallet은 보안은 강력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지갑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지갑

(Hybrid Wallet)으로 변환됩니다.

 

평상시의 CoinUs Wallet은 모바일 환경에서 암호화폐 자산 및 거래내역, 시세정보를 조회하는 용

도로만 사용하고, CoinUs Keeper는 Cold Wallet처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거래가 필요할 경우 CoinUs Keeper와의 단순 연결만으로 자산관리 및 암호화폐 전송을 할 수 있

습니다.

CoinUs Keeper는 암호화폐 자산 관리 시 보안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선택한 Hardware Wal-

let 또는 Cold Wallet 형태로 사용하던 노트북 단말기의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림 3] 커맨드 전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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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VisionCoinUs는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며, 사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파급효과

를 가져오는 혁신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생태계는 아직 가능성에 

기대어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며, 사용성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CoinUs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Future Vision인 CoinVerse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CoinUs ICO Listing & Incubating Program

Innovative Technology Research & Implementation

CoinUs ICO Listing & Incubating Program
CoinUs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생업체(Startups)를 직접 발굴, 선

별한 후 내부 심사를 통해 검증된 업체들만 CoinUs Wallet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팀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비전, 사업성을 검토하

고, 커뮤니티 및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다양한 업체들과 협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심사하는 

과정에서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업체는 CoinUs Incubation Program을 통

해 CoinUs가 직접적인 투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CoinUs ICO Listing & Incubating Program은 CoinUs의 세계관인 CoinVerse Ecosystem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블록체인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며, CoinUs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실현 시킬 것입니다. 

Innovative Technology Research & Implementation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실생활 적용에 있어,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요소 기술들 중 CoinUs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술은 1) 라이트닝 네트워크(Lightning Network)와 

2) 사이드체인(Sidechain)입니다.

 

1) 라이트닝 네트워크(Lightning Network)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외부(Off-Chain)에 거래 상대방과 직접 연결되는 가상의 채널을 만

들고 그 채널을 통해 거래를 한 후 거래를 마칠 때 그 결과만을 블록체인에 반영합니다.

이로 인해 거래 비용이 대폭 감소하며, 동시 처리량의 한계로 인한 블록체인의 거래 지연 문제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 거래에 꼭 필요한 특성인 기밀성을 보장합니다.

5-1.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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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Vision 2) 사이드 체인(Sidechain)

사이드체인은 각각의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장점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하였

습니다. A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을 동결하고 B 블록체인에서 상응하는 트랜잭션을 생성하여 거래

한 후 다시 동결하고 A 블록체인으로 그 결과를 되돌려주는 등의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이더리움

(Ethereum)에서 스마트 계약으로 자산을 생성한 후 비트코인(Bitcoin)으로 옮겨서 거래하는 것

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더리움(Ethereum) 진영에서도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라이덴 네트워크(Raiden Network), 플라즈마(Plasma), 샤딩

(Sharding)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inUs는 단기적으로는 CoinUs Wallet을 기반으로 각 개별 사용자에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꼭 

필요한 유틸리티(Utility) 중심으로 서비스 전략을 가져갈 것 입니다. 하지만 CoinUs의 궁극적 목표

를 위해 실제로 사용 가능한 혁신적인 기술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검토 및 연구, 더불어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와 연

결되는 CoinUs의 확장된 세계관인 CoinVerse Ecosystem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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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CoinVerse Ecosystem

CoinVerse는 ‘Human-to-Blockchain Interface’를 기반으로 기술보다 인간 중심, 즉 사용자 개

개인의 가치와 경험에 중심을 둔 CoinUs의 가치를 개인(Individual)에서 공동체(Union), 세상

(World)으로 확장하여 ‘Human-Blockchain-Universe Interface’를 실현하고자 하는 CoinUs

만의 블록체인 세계관이자 CoinUs의 Future Vision입니다.

CoinUs는 CoinVerse를 통해 자율적인 선순환 구조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CoinVerse의 핵심 요소는 CBN(Cross-World Bridge Network)과 CoinVerse Mid-

dleware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는 CoinUs의 Future Vision을 위한 개념적인 모델 설계입니다. 

아직 개념적인 모델만 제시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서비스와의 연결은 프로토콜의 안정화 및 현재 블

록체인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이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CoinUs는 암호화폐 지갑을 중심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갑 사용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CoinVerse 

Ecosystem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림 4] CoinVerse Ecosystem 개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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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Vision CoinVerse의 초기는 CBN(Cross-World Bridge Network) 즉, CoinVerse만의 자체 블록체인

을 통해 1) 탈중앙화 메신저(Decentralized Messenger), 2) P2P 거래, 3) 분산 거래소(De-

centralized Exchange)를 CoinUs Wallet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CBN은 우선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통해 사용자가 CBN 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산을 

Atomic Swap을 통해 코인(BTC, ETH, ERC20)을 일대일 교환비로 CBN 내 거래 가능한 형태인 

Quick Balance 토큰으로 전환합니다. 이후 CoinVerse에서 발생하게 될 모든 거래는 Off-Chain

으로 CBN에 기록되며 Quick Balance의 자산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다시 일대일 교환비로 기

존 암호화폐의 메인넷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Off-Chain Transaction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요

구되는 실시간 거래를 기존 암호화폐 자산으로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후 CoinVerse는 CoinVerse Middleware의 자체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CBN을 통한 다양한 인

터넷 서비스의 Web API 연동, 은행 결제, PG(Payment Gateway)와의 연결을 통한 소매점 결

제, 기타 Back-End System 또는 데이터베이스 상의 데이터 연결을 지원할 것입니다. 더불어 교

육, 엔터테인먼트, E-Commerce 등의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생태계 확산에 노력할 것입니

다. Off-Chain 거래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요구되는 실시간 거래 요구를 충족해 나갈 것이며 더 나

아가 암호화폐의 화폐로서의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CoinUs가 수립한 비전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가시화되면 암호화폐 세계와 현실 세계

가 연결되는 CoinVerse Ecosystem이 완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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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NUS는 CoinUs의 지갑 기반 확장 플랫폼의 핵심 요소입니다.

 

CoinVerse에서 제공하게 될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사용자는 Quick Balance로 전환

된 자산을 CBN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CoinVerse 내에서 발생하게 될 모든 거래 내역은 

Off- Chain으로 기록됩니다. 제공하게 될 다양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API 수수료 및 Gas Fee로 보

유한 CNUS 코인 혹은 이용 시점의 CNUS 시세에 상응하는 코인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5-3. CNUS Token

[그림 5] CoinVerse Token 사용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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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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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의 전문가가 모여 복잡한 암호화폐 세계를 쉽고 편리하고 안전

하게 관리할 수 있는 CoinUs Wallet과 CoinUs Keeper를 개발하고, 나아가 기술보다 인간 중심의 

‘Human-to-Blockchain Interface’ 가치를 실천하는 선순환 구조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6-1.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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