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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오늘날의 비즈니스는 오프라인 기반의 전통적 기법과 더욱 새로워진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잠재 고객을 모색합니다.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디지털 

마케팅 관행 중 하나는 구글(Adwords and Adsense)과 페이스북의 클릭 당 

지불(pay-per-click (PPC)) 광고입니다. 업체는 신규 고객으로부터 더 많은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기법을 이용해 트래픽이나 새로운 방문객을 자사의 

웹사이트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PPC 광고는 전통적인 디지털 마케팅 깔때기의 첫 

번째 단계를 나타냅니다.  

 

 
 

 

 

전통적 웹 마케팅 깔때기: 

트래픽 - 광고를 클릭하는 사용자는 랜딩 

페이지 또는 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기업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리드 - 등록한 방문객은 그 다음 새로운 잠재 

고객 또는 리드가 됩니다. 방문객이 일단 

리드가 되면 그들은 깔때기 아래로 움직여 

유료 고객 자격에 한 단계 더 가까워집니다. 

적격 리드 – 그 다음 업체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리드에 접근하여 먼저 리드의 이름, 

연락처 (전화 및 이메일), 실제 관심사, 의도 

및 요구 예산을 확인합니다.  

거래 - 신규로 유입된 유료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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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는 트래픽을 리드로 전환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요구를 표현하지 않았던 냉담 

리드(구 리드)의 목록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영업 사원이 그러한 리드에 접근해 

그들이 관심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회  

구글과 페이스북은 최근 PPC 광고 시장에 높은 장악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 포털에 

따르면 이 두 회사의 2016년 광고수익이 구글은 790억 달러 이상, 페이스북은 26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구글의 경우 매년 평균 17%, 페이스북의 경우 매년 54%의 성장을 보인 

가운데 두 기업의 총 광고 매출은 2017년 분명 천억 달러를 상회할 것입니다. 업체마다 

신규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 거액을 투자하지만 이들 상당수는 그 결과로 나온 리드에 

여전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만족은 업체가 실시간 리드 구매라는 신종 기법으로 

작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문제 

리드는 모든 비즈니스의 연료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업체는 가능성을 가진 적절한 

리드가 부족하다는 공통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Hubspot에 따르면 구글 애드워즈의 

경우 전 산업에 걸친 평균 전환율은 2.7%로, 22%의 업체만이 현재 그들의 전환율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전환율은 매우 낮은 만족도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드 

목록의 전환율은 더욱 낮아서 그러한 목록에서 도출된 리드를 보면 철저히 냉담하고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업체가 지출한 신규 리드 획득 비용의 95% 이상이 낭비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웹사이트 방문객을 유료 고객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비효율적이고 시간 소모적입니다. 

캠페인은 구축과 테스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일단 트래픽과 리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업체는 모든 리드를 검증하고 선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PPC 캠페인을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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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입장에서 매우 장기적인 투자수익률(ROI)로 이어집니다. 그 후 업체가 가지게 되는 

것은 검증을 통해 선별된 대규모의 리드 목록, 하지만 유료 고객으로 전환되지는 않은 

목록입니다. 

 

해결책 

LeadCoin은 이들 업체가 적격 리드를 사고 팔 수 있는 분산형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업체는 다른 업체에 미사용 리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LeadCoin 

토큰(LDC)으로 얻습니다. 또한, 적격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없는 방문객을 구매하는 것과 

반대로 동종 업계의 다른 업체로부터 리드를 직접 구매해 기업은 전환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들 업체는 고품질의 리드를 실시간으로 판매하는데, 말하자면 구매하고자 

하는 즉각적인 요구를 가졌으나 그 업체와는 맞지 않았던 리드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업체가 마케팅 캠페인을 운영하거나 깔때기 단계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시간을 절약해 주어 더욱 효율적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로 결국 더욱 선별된 

리드를 찾고 있는 업체의 ROI는 더욱 짧아집니다. 

 

 

그림 2 - LeadCoin 네트워크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트랜젝션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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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및 투명성  

업체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통해 타 업계의 

업체로부터(심지어 경쟁사를 통해서도) 적격 리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진정한 

가치를 가진 미사용 리드를 소유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리드를 서로에게 판매합니다. 또한, 

리드를 판매한 대가로 받은 토큰으로 신규 리드를 구매하여 그들의 비즈니스에 신규 

고객을 영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트랜잭션은 다음과 같은 필수 데이터를 모두 표시하며 기록됩니다: 

● 판매자의 전체 트랜잭션 이력  

● 구매자의 만족도 같은 요인에 근거한 판매자의 순위  

● 해당 리드가 네트워크에 얼마나 있었는지와 같은 수많은 요인에 따라 각 리드에 

점수를 부여한 세부적인 리드 이력. 

 

신뢰의 기반은 기업이 누구로부터 리드를 구매하고 있는지 알고 있음과 네트워크의 

요청에 따라 업체는 이미 검증과 선별이 이뤄진 고품질 리드만을 판매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든 리드가 즉각적 요구가 있는 실제 사람임을 

확인합니다. 

 

업체에게 고품질 리드란 가치 있는 자산이며, LeadCoin 네트워크는 이러한 보유 자산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고품질 리드를 소유하였지만 그러한 리드와 관련이 없는 

원래의 업체가 네트워크에서 리드를 판매하고 리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고급 보안을 제공해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리드가 원래 업체의 

소유로 남게 됩니다. 참여들이 가치 있는 자산을 네트워크로 가져와 리드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 리드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기에 보안은 중요합니다.  

 

모든 리드는 개인 식별 정보(PII)를 포함하기에 플랫폼은 이 정보를 확실히 보호하고 개인 

정보 보호 및 모든 리드를 존중할 것입니다. 리드가 원하지 않는 접촉을 받지 않도록, 

리드는 정보를 올리고자 하는 판매자에게 이에 기반한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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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Coin은 구매자의 검색 양상과 이력에 따라 적절한 리드와 적절한 구매자를 짝 짓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매칭 기법을 제공합니다. 

분산형 리드 공유망  

안전한 분산형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리드를 LeadCoin 이코시스템에 올리고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트랜잭션을 조직화하는 프로세스에 집중합니다. 온-체인 시스템은 암호 방식에 따라 같은 

리드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에 탑재된 모든 리드가 

트랜잭션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밀로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프-체인 구성요소는 사용자가 LeadCoin의 아키텍처에 정착해 평판 시스템을 

구성하는 신뢰성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제품 섹션에서 잠재적 공격 벡터, 완화 

조치 및 향후의 고려 사항을 분석합니다.  

 

 

기업에서 기업으로 

LeadCoin은 중개인 없는 기업 간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기업은 간단하게 리드를 

구매하고 판매하며, LeadCoin은 기회를 살피고 트랜잭션을 마칠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네트워크가 갖는 이점은 개별 판매자나 리드가 남다른 특혜나 

특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플랫폼 운영자가 이 네트워크에 들어와 그들만의 

노드를 열더라도 트랜잭션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나 그 리드가 또 다른 판매자의 

리드보다 우선권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세요 

 

소비자는 LeadCoin의 리드 공유 네트워크에서 관심 있는 비즈니스 업계와 데이터를 

공유함으로 LDC 토큰을 획득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상대 비즈니스 업계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것이며, 쿠키나 웹 형식으로 서로 공유하면 됩니다. 그 

후에는 리드를 구입한 비즈니스 업계가 실시간으로 이에 대한 가격을 제시하고 리드 

형태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에서 리드 거래가 이루어 지면 거래를 통해 번 LDC 

토큰은 자동으로 전자 지갑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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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Coin 토큰 (LDC) 
LDC는 LeadCoin의 리드의 구매 및 판매에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이 될 것입니다. 

유틸리티 토큰은 LeadCoin의 자산을 구성하지 않으며 통화의 형태가 아닙니다. LDC는 

트랜잭션 처리에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는 이더리움에 기초합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대규모 디지털 광고 시장  

본 지면에서는 앞서 ‘기회’라는 제목의 섹션에서 PPC 시장의 규모와 성장, 아울러 구글과 

페이스북의 디지털 광고 수익이 올해 천억 달러를 상회할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LDC의 

토대는 매우 강력한 디지털 광고 시장이며 이 시장의 규모가 계속 성장하면서 LDC의 가치 

또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유틸리티 토큰으로써 LDC의 가치는 디지털 광고 시장과 

네트워크 내의 활동에 기초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LDC는 서로 다른 세계 경제의 외부 및 

지엽적 규제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이더리움 이코시스템 안에서 최강의 가상 

토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사용 리드의 가치 창출 

기업이 미사용 리드와 사업이 잘 맞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현재 사용되지 않는 리드는 

폐기됩니다. LDC가 그러한 리드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그것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고자 하는 자격 있는 잠재 고객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는 기업의 

사고 방식을 바꿔 이제 전환되지 않은 리드를 수익 창출이 가능한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기게 할 것입니다. 

 

 

LDC의 기술적 측면  

기술적 구현 

LeadCoin 토큰은 공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ERC20 호환형 토큰으로써 구현됩니다. 

이더리움은 발 빠르게 맞춤 디지털 자산 발급의 업계 표준이 되어 LeadCoin과 적절하게 

들어 맞습니다. ERC20 표준과의 호환이 가능하다면 개발 툴, 지갑 및 교환과 같은 

이더리움 이코시스템의 풍부한 기존 하부기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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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링 완전 언어로 부실한 스마트 계약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 LeadCoin 네트워크의 

도메인별 요건에 따라 암호화폐를 완전히 분산화된 방식으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맞춤화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권 및 토큰 사용 

각 LDC는 리드 구매력을 나타냅니다. 

 

LeadCoin 플랫폼에서 LDC를 사용하는 경우: 

○ 리드의 구매 및 판매 시  

○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 이더리움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 플랫폼 운영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 LeadCoin이 생산하는 향후의 서비스와 기능에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LDC를 몰수하는 경우:  

○ 분쟁에서 패하여 돈이 다시 원래의 토큰 보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소유권에 대한 접근 권한 

개인이 LeadCoin 플랫폼에서 리드를 구입하기 위해 LDC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더 이상 LDC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독립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토큰을 판매, 

양도 또는 거래할 수 있습니다. LDC를 구입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LeadCoin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큰 플랫폼으로서의 반커  

LDC는 스마트 토큰(Smart Token)으로 구현되며, 유동성 유지를 위해 반커 

프로토콜(Bancor Protocol)을 이용합니다. 반커는 ERC20 호환형 토큰 템플릿으로서 

온-체인 시장 조성자를 통해 지속적인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반커 스마트 계약은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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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BNT)로 LDC 시가 총액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BNT와 LDC 사이에 

적절한 교환 비율을 결정하여 BNT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LDC를 

사거나 팔고 싶은 경우, 시가로 시장 조성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시장 조성자에게 

판매합니다. 시장 조성자가 어떤 포지션에서든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장 조성자가 LDC를 구매할 수 있는 BNT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가 가능한 LDC를 생성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큰은 다음과 같은 

특수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을 위험이 없이, 사전에 결정된 비용으로 LDC를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동안 교환 비율이 변동하는 

‘슬리피지(slippage)’도 미리 계산될 수 있습니다).  

● LDC의 총 유통량은 리드 판매자가 LDC를 생성하거나 제거하면서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 단위의 LDC가 가지는 핵심 가치는 BNT 준비금을 토대로 하며, 토큰 보유자에게 

토큰이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확실시합니다.  

● BNT 그 자체는 ETH의 지원을 받는 스마트 토큰으로써 ETH으로의 전환 또는 

ETH를 통한 전환을 단순한 두 단계 기능으로 만듭니다. 

 

반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반커의 웹사이트 및 반커 백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LeadCoin 토큰은 1일 차부터 충분한 유동성과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고정(pegging) 또는 안정화 기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LeadCoin의 첫 번째 노드인 

Webydo는 1일 차부터 리드를 사고 팔아야 하는 30만 명의 등록된 사용자 풀을 

제공합니다.  

 
 

성장 툴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노드를 생성하는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든 개인이나 업체가 자신들의 적격 리드를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네트워크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adCoin은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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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카테고리를 가져옴으로써 여러 산업의 

플랫폼 제공자를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운영자는 더 많은 카테고리를 의미하며 

이는 더 큰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LeadCoin 브랜드 구축과 LDC 가치 

증대에 있어 대단히 유익할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성장시킬 잠재적 산업  

웹사이트 디자인  

웹 디자인 산업은 미국만 해도 매년 300억이 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웹 디자인 

에이전시와 프리랜서는 중소규모의 회사들과 기업체로부터 수많은 웹사이트 의뢰를 

받습니다. 그러한 의뢰 중 종종 잠재적 클라이언트의 예산이나 기한과 맞지 않거나 

디자이너 측에서 볼 때 기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에이전시가 제공하지 못하는 

의뢰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고객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에이전시에서 

LeadCoin 네트워크를 이용해 또 다른 에이전시에 리드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Webydo - 웹 디자인의 첫 번째 노드 

LeadCoin은 Webydo를 처음 만들었던 바로 그 팀에서 만들었습니다. 2010년에 

설립된 Webydo는 단 한 줄의 코드도 작성해야 할 필요 없이 웹사이트를 설계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함으로써 전문 디자이너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고자 했습니다. 코드 

없는 플랫폼이 탄생할 때까지 디자이너는 웹 개발자에게 의존하여 사이트 코딩을 

수행했으며, 수익의 대부분을 개발자에게 지불하곤 했습니다. Webydo는 1,800만 

달러를 모았으며 2018년 1사분기에는 흑자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출발을 알린 2012년 이후, Webydo는 구글과의 사업에서 14,000개의 

웹사이트를 빠르게 제작했습니다. 그 후 Webydo는 만여 개의 업계 최고의 

블로그와 Forbes, Techcrunch, The Next Web, BBC 및 Huffington Post 같은 

최고의 간행물에서 다루어졌습니다. 2014년 포브스 지는 Webydo를 웹 경제를 

재구축한 상위 5대 신생 회사로 꼽았습니다.  

 

Webydo는 현재 30만 명의 사용자와 3,500개의 유료 웹 디자인 에이전시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이들 에이전시의 대다수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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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캠페인을 이용하며 네트워크와 공유할 수 있는 대규모의 리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에이전시는 LeadCoin 블록체인에서 

최초의 노드를 형성할 것이므로 초기 LeadCoin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대출, 주택 담보 대출   

통계 조사 기업 Statista에 따르면 730만 건의 주택 담보 대출은 2016년 미국에서 비롯한 

것으로 총 1.9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것은 잠재적 주택 담보 대출 고객이나 리드로 

시작했던 700백만 건의 주택 담보 대출을 넘는 수준입니다. LeadCoin이라면 은행과 대출 

기관은 네트워크에서 직접 그러한 개인들에게 대출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타 금융 

기관으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용 리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요인 때문에 특정 브로커와는 거래하지 

않는 잠재적인 구매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브로커가 구매자가 원하는 예산이나 

위치의 부동산을 다루지는 않지만 상당한 시간을 들여 구매자를 돕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제 브로커는 그들의 노력에 대해 약간의 보상을 받는 차원에서 구매자를 

리드로써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육체 노동자 

배관공, 목수 및 전기 기사 같이 블루칼라 업종 종사자는 고품질 리드에 사업을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러한 전문가들의 예약이 꽉 찼지만 이들의 서비스가 즉시 

필요한 리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배관공이 꼬박 삼일이 걸리는 작업을 

맡았는데, 즉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작업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러한 리드를 

판매하여 그러한 특정 리드를 획득하는데 소요된 마케팅 비용 일부를 회복하고 판매자가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더 많은 리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추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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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케이션 기제  

LeadCoin은 더 많은 업체가 신디케이션 기제를 이용해 플랫폼 운영자가 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플랫폼 제공자는 네트워크의 모든 가용 리드를 가져와 이를 그들 

자신의 노드 하에서 재판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판매할 때마다 새로운 플랫폼 

제공자는 커미션을 받게 되어 그들만의 LeadCoin을 열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커미션은 원 플랫폼 운영자와 최종 플랫폼 운영자 간에 50/50이 될 것입니다. 

 

홍보용 토큰 

LeadCoin은 플랫폼 내의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노력으로 출시 초기에 홍보용 토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용자는 홍보용 토큰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고 리드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잠재적 구매자가 LeadCoin을 무료로 사용해 본다고 

해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용자들은 거래를 마친 뒤 더 많은 리드를 

얻기 위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전보다 더 많은 세부 정보를 

가진 리드를 네트워크에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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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지형 분석 

LeadCoin은 구매자, 판매자 및 리드가 가지는 주요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리드를 획득하는 다른 기법과 비견할 만합니다.  

 

 

  LeadCoin  LeadPoint  페이스북  구글  HOQU  Lead Lists  

리드 또는 트래픽 
구매 옵션  V  V  V  V  V  V 

연락을 받겠다는 
리드의 동의   V  V  V  V  X  X 

리드 또는 트래픽 
판매 옵션   V  V  V  V  V  X 

리드 선별 및 
검증  V  V  X  X  X  X 

리드에 대한 이의 
제기 옵션  V  V  X  X  X  X 

투명한 판매자 
이력  V  X  X  X  X  X 

실시간 요구가 
있는 리드   V  X  X  X  X  X 

리드 배타성  V  X  X  X  X  X 

분산형 플랫폼  V  X  X  X  V  X 

 

그림 3- LeadCoin과 직접 경쟁 상대를 비교한 결과, 요구되는 리드 선별력을 가진 오픈 소스 플랫폼의 경정 우위를 보여줌. 

 
경쟁 우위 

LeadCoin은 리드와 트래픽 산업 모두에서 경쟁 상대와 비교해 수많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 줍니다. 예컨대 리드 구매자는 그들이 구매하는 리드가 고품질인지를 실시간으로 

알고자 하기에 구매에 있어 신뢰와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구매자는 LeadCoin이 가진 

투명한 판매자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는 리드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구매했음을 알고서 안심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분산화 및 투명성으로 인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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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나 판매자에 대한 어떤 편견도 나타내지 않을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실시간의 품질 리드를 판매하고자 하는 동급의 당사자로부터 단순히 리드를 구매하는 

것이 됩니다.  

 

다른 어떤 판매자도 네트워크에서 남다른 특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분산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가지는 장점입니다. 판매자는 검증과 선별을 거친 리드에 대해 모든 세부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리드 판매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판매자가 미사용 

리드를 판매하고 낭비된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집니다.  

 

리드가 동의한 후에만 네트워크에 등록할 수 있기에 네트워크는 여타의 이해관계자보다 

리드 그 자체에 더 큰 혜택을 주게 됩니다. 또한, 배타성을 통해 리드는 다수의 여러 

구매자가 쏟아내는 전화와 이메일로부터 보호 받음으로써 너무 지나치게 연락을 

시도하는 불쾌한 스팸의 영향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선별은 또한, 리드의 요구에 잘 

맞는 것을 찾을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전반적으로 Leadcoin은 올바르게 들어 맞는 개별 

트랜잭션을 찾는 구매자, 판매자 그리고 리드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LeadCoin 구현 

LeadCoin은 커뮤니티의 참여와 지금까지 이더리움 팀이 이룩한 놀라운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기 위해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 탑재됩니다. LeadCoin은 에스크로 계약과 이력 계약 

같은 다양한 스마트 계약을 구축해 이코시스템 내에서 트랜잭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합니다. 

 

스마트 계약과 함께 LeadCoin 이코시스템은 구매자, 판매자, 중재자라는 세 가지 유형의 

계정으로 구성됩니다. 판매자는 리드를 제공하고 구매자는 리드를 구매하며 중재자는 

분쟁을 해결합니다.  

 

각 계정의 서로 다른 특징은 구현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중요한 것은 

모든 계정이 실제 세계의 신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온-체인 신원은 모든 

당사자에게 가능한 투명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온-체인 신원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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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시키기 위해 LeadCoin은 Civic과 Uport 같은 공간에 있는 기존 프로젝트를 고려해 

통합할 것입니다.  

 

리드 
 

리드 구조  

구매자가 리드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면서 판매자가 리드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리드는 두 개의 분리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리드 연락처 (암호화됨) 

리드의 연락처는 암호화되어 리드를 구매한 사람에게만 리드의 상세한 연락처가 

제공됩니다. 

 

리드 세부 정보 (암호화되지 않음) 

연락처 외의 잠재적 리드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은 트랜잭션 완료 전 볼 수 있습니다. 

   

리드 점수 평가  

리드 점수 = 네트워크 내에서 판매된 횟수의 상세한 기술 점수 + # - 리드 생성 이후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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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리드의 점수는 다수의 매개변수에 기초해 매겨집니다. 가장 중요한 매개변수는 리드 

생성 후의 일수입니다. 필요가 절실한 리드가 어떤 거래도 없이 시스템에 오래 머물수록 

리드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은 더욱 적어집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필요를 충족시켜줄 전문가를 찾을 때까지 계속 검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LeadCoin이 플랫폼 내에서 배타성 정책을 마련한 경우라도 플랫폼 

외부의 일을 통제할 수 없으며 리드가 더 오래 기다릴수록 LeadCoin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리드마다 수많은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포함한 설명이 따르게 됩니다. 리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리드가 판매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제공자는 

선택 항목을 작성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이메일, 이름 및 전화번호는 필수이며 지리적 

위치와 기업 규모 같은 세부 사항은 선택 항목이 될 것입니다. 

 

리드 점수를 결정할 때 중요한 또 다른 매개변수는 네트워크 내에서 리드가 판매되는 

횟수입니다. 이러한 리드에 대해서는 선별이 진행될 것이며 절실한 필요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 명의 개인이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기에, 수도 없이 

많은 이유로 거래는 성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선별 후에도 리드가 네트워크에 

계속 입력된다면 그 리드는 아마도 매우 절실하지 않은 것이며 네트워크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리드는 다섯 번째 판매된 후 삭제될 것입니다).  

 

온-체인에 데이터 가져오기 
블록체인에서는 각 리드 설명에 광범위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없기에 리드 

데이터는 오프-체인에 저장되고 블록체인에 참조 키가 주어집니다. 당사는 실제의 리드 

데이터를 IPFS로 저장하며 이를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 암호화합니다. IPFS에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주소를 생성하기 위해 리드 데이터의 Base58 해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는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리드 데이터가 IPFS에 암호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누구도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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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판매자가 리드 데이터를 온-체인으로 가져오려면 트랜잭션을 이력 계약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력 계약은 트랜잭션의 데이터를 판매자를 통해 내부의 공용 딕셔너리로 

저장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그러한 트랜잭션을 보내기 위해 일정 금액을 화폐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는 놀랍도록 적으며, 리드 정보는 변경 불가능한 공개적 스마트 계약에 

영구 저장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정보는 리드의 IPFS 주소가 됩니다. 이력 

계약의 딕셔너리는 한 쌍의 키 값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키는 리드의 IPFS 주소의 주소 

부분이며 값은 판매자가 됩니다. 그러나, 비밀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이 리드 

데이터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데이터의 해시 저장은 아래의 

섹션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트랜잭션 배타성 보장에 유용합니다.  

 

트랜잭션 모델 
1. 트랜잭션은 구매자가 LeadCoin 토큰을 특정 리드에 대한 지불을 유예하는 에스크로 

계약으로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2. 에스크로 계약은 이력 계약을 참조하여 리드 주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에스크로 계약이 

구매자의 주소와 연관된 리드 주소를 찾으면 해당 계약은 그 이후의 단계로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해당 트랜잭션을 거부합니다. 물론 이력 계약에 리드 주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에스크로 계약은 해당 트랜잭션을 거부합니다.  

3. 실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판매자는 구매자의 공개키로 그 리드의 개인 데이터를 

다시 암호화합니다. 이것은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이루어지며 구매자 외에는 그 누구도 

비밀키를 알 수 없습니다. 

4. 판매자는 새로운 리드 주소를 에스크로 계약에 전송합니다. 이때 에스크로 계약에서는 

이력 계약의 오래된 리드를 삭제하고 구매자의 주소와 함께 새로운 IPFS 주소를 이력 

계약에 삽입해 해당 트랜잭션을 반영합니다. 

5. 구매자는 사전에 명시된 예치 시간 동안 해당 리드를 시험합니다(보통 7일). 이 시간에 

에스크로 계약은 해당 자금을 유보하며 구매자는 분쟁을 올려 보낼 수 있습니다. 

6. 에스크로 기간이 끝난 후 에스크로 계약은 해당 지급 사항을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구매자는 더 이상 해당 리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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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당사의 시스템을 리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어떤 판매자가 어떤 

리드를 소유했는지 검증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며 리드가 배타성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당사의 아키텍처의 평판 시스템을 활용하고 컨소시엄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는 공격 공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래는 

보안 고려사항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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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시점부터 트랜잭션 완료까지의 리드 수명 주기 

계약 평가 및 이의 제기 
 

구매자와 판매자에 의해 트랜잭션이 완료된 후 각 당사자는 사전에 정해진 시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매자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모두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에스크로 계약을 통해 이뤄집니다: 

● 리드의 해시가 광고된 리드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트랜잭션에 분쟁이 있음을 

중재자에게 통지함. 

● 관련한 모든 측정을 토대로 판매자를 평가하여 LeadCoin 이코시스템의 평판 시스템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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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분쟁을 제한하기 위해 구매자는 분쟁을 조사하고 조정자를 관여 시키기 위해 

에스크로 계약에서 일정한 액수의 LeadCoin을 걸어야 합니다.  

 

리드 품질 보증 지표 
 

리드의 품질 보증은 다소 애매하며 분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에스크로 

계약에서 요건에 대한 일련의 지침 사항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적절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표는 이메일을 열고 닫는 비율, 또는 어떤 

다른 지표일 수 있습니다. 판매 결과는 구매자의 노력과 리드의 품질 모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로 선별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양면적입니다.  

 

이코시스템이 진화하면서 제 3자와 판매자는 그들 만의 지표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리드의 가치를 증대 시킬 뿐 아니라 최선의 판매 체결 방법에 대한 

지식 또한, 제공합니다. 

 

 

중재 
 

암호 프로토콜은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없기에 인간 중개인이 개입되어야 하며, 따라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중재자는 공개키로 암호화된 리드의 비공개 세부 사항을 이용해 

리드 주소를 얻어 IPFS에서 그것이 존재하고 정확한지 검증합니다. 판매자가 실제로 

과실이 있었음이 판명되면 에스크로 계약은 구매자에게 중재자가 명령한 위로금을 

환불해주고 판매자는 중재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잘못한 경우라면 

중재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는 구매자가 됩니다.  

 

수수료 지불을 거부한 즉시 상대방은 네트워크상의 기타 모든 노드에 의해 블랙리스트로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LeadCoin의 이코시스템에서 제거됩니다. 각 행위자는 이들과 

연관되어 현실 세계로 이어지는 신원이 있기 때문에 중재자의 수수료를 지불할 강력한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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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구성요소 

계정 

LeadCoin 이코시스템에는 서로 다른 유형의 다양한 계정이 있으며 모든 계정이 검증 

가능한 신원에 첨부되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악성 공격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구매자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리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신원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단순한 정착 과정 외에 구매자가 되기 위한 기타 추가 단계는 없습니다. 이는 컨소시엄 

모델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매자 

판매자는 리드를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보유한 신원 정보는 순위뿐 

아니라 오프-체인에서 구축되는 평판 시스템과 일치됩니다. 

판매자 순위 

판매자 순위 = 구매자 만족도 + 분쟁 횟수 + 높은 활동+ 상대적 양 

 

리드에 점수가 있는 것처럼, 판매자도 순위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판매자 행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구매자는 두 판매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고 순위가 가장 높은 

판매자에게 우선권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의 순위는 다수의 요인에 기초하는데 

구매자 만족도부터 시작됩니다. 각 구매자는 리드 구매 후 만족도 평가를 요청하는 자동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판매자 또한, 패배한 분쟁의 횟수에 기초해 점수를 받습니다. 2회 이상의 분쟁은 부정한 

활동 패턴이나 판매자 측의 검증 부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안전한 

리드 구매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10건의 분쟁에 진 판매자는 LeadCoin에서 

추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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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C에서 리드를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네트워크는 매우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이 

때문에 판매자 순위는 또한, 활동 수준이라는 매개변수를 고려합니다. 플랫폼에서 한 달 

이상 판매 또는 구매 활동을 하지 않은 판매자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습니다. 그러나 

신규 리드를 추가하거나 리드를 구입하면 판매자는 활동적인 것으로 표시됩니다. 

 

판매자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최종 요인은 네트워크에 기여했던 리드의 상대적 양입니다. 

예컨대 판매자가 2개의 리드만 추가했다면 양질의 리드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표본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이 경우의 핵심은 사람들이 가능한 많은 리드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LeadCoin 네트워크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중재자 

중재자는 암호 프로토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해결하도록 선출된 

이코시스템의 개인입니다. 중재자의 의무는 갈등이 유발될 때마다 조사하고 부정직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LDC로 보상을 받습니다. 

 

중재자가 되려면 순위 높은 판매자여야 하며 각 검증마다 일정 액수의 LDC를 걸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재자는 5인 위원회에서 분쟁을 심사합니다. 분쟁은 트랜잭션 계약 시 

확인되는 사전 명시된 예치 기간에만 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리드를 

구매하자마자 리드에게 연락을 취하게끔 됩니다.  

 

분쟁은 다음과 같이 수많은 여러 경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 구매자가 받은 리드의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 구매자가 받은 리드의 구체적 요구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 구매자가 무관하거나 냉담한 리드를 받는 경우 (광고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거나 결코 

필요한 적 없던 사람)  

 

 

 

 

www.leadcoin.network 
 

24 



 

계약 

에스크로 계약 

에스크로 계약은 리드의 존재와 품질에 대해 구매자의 검증이 있을 때까지 (필요한 경우 

중재자의 검증까지) 지불을 보류함으로써 LeadCoin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용이하게 하는 스마트 계약입니다. 모든 트랜잭션의 LDC는 트랜잭션 이후 한동안 

예치됩니다. 이 때문에 구매자는 리드에게 연락해 그 유효성을 검증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구매자는 구매 후 사전에 결정된 기간 내에 리드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은 판매자의 디지털 지갑으로 이체됩니다. 이 시스템의 이점은 

구매자가 빠르게 리드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조성하고 또한, 잠재적 사기에 

맞서 방어하는 것입니다. 에스크로 계약은 시스템이 잘 기능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초반에는 LeadCoin 팀이 개발합니다. 그러나 다른 노드 또한, 그들만의 에스크로 계약을 

자유롭게 쓰고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력 계약 

 

이력 계약은 키 값의 쌍을 보유하는 단순한 딕셔너리입니다. 키는 리드의 IPFS 주소이며 

값은 판매자의 공개 주소입니다. 이들은 에스크로 계약의 질문 대상이 됩니다. 

오프-체인 구성요소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LeadCoin은 사용자와 LeadCoin 블록체인 간에 

오픈소스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점을 개발할 것입니다.   

 

대시보드  

판매자가 대시보드에 로그인하면 판매자가 시스템으로 가져왔던 모든 리드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리드를 표시하고 리드에 대한 모든 추가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시보드의 일반 영역으로 이동해 새로운 리드가 있는지 

검색하고 리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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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는 판매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닌 한, 판매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화면을 

보게 됩니다. 구매자는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리드가 있는지 살피거나 구체적 키워드로 

검색하여 리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카테고리는 ‘웹사이트 디자인’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잠재적 구매자는 ‘웹사이트 빌더’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웹사이트라는 

단어를 가진 모든 카테고리와 리드를 찾아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소나마 해결합니다.

 

리드 가져오기  

모든 판매자가 본격적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리드를 판매하려면 그들의 리드를 

네트워크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은 판매자가 

해당 리드에게 정보를 제공한 뒤 이에 근거한 동의를 얻어 그들의 연락처를 다른 잠재적 

업체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에 대한 동의를 얻으면 판매자는 검증과 선별 과정을 

통해 수집된 모든 세부 관련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동 가져오기 - 위젯  

판매자들은 웹사이트의 문의 양식을 통해 올라온 모든 신규 리드를 대시보드로 자동으로 

가져오도록 권장됩니다. LeadCoin은 판매자가 문의 양식에 첨부할 수 있는 위젯을 

제공하며 이 위젯은 잠재적인 모든 리드를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위젯을 설치하고 나면 

판매자는 그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리드를 표시할 수 있고 해당 리드에 대한 모든 상세 

관련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수동 가져오기  

일부 판매자가 갖게 되는 리드는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문의 양식 외의 채널을 통해 오는 

것이므로 그러한 리드는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개별 리드를 한 번에 한 

개씩 입력할 수 있거나 리드 데이터베이스에 엑셀의 CSV 파일을 첨부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CRM 통합  

또한, 플랫폼은 대시보드로 빠르고 끊김 없는 리드를 가져오기 위해 Salesforce와 

Hubspot 같은 CRM 시스템과의 통합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자가 훨씬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미 자신들의 CRM에 대부분의 상세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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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입력해 두었다면 LeadCoin의 항목을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로 채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리드 생성 과정 및 암호화 

전체 트랜잭션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드의 민감한 데이터, 즉 상세 연락처 정보의 

암호화일 것입니다. 일단 암호화되면 리드의 상세 연락처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리드의 소유자입니다. 이 소유자는 트랜잭션이 완료되면 스마트 계약(아래의 그림 5에서 

보이는)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제 3자 의존성  

UPort/Civic 

UPort와 Civic은 아주 잘 알려진 온-체인 신원 관리 시스템입니다. LeadCoin은 그들의 

기술 솔루션을 활용하여 컨소시엄의 모든 사람이 연결되는 검증 가능한 신원을 가지도록 

유도하여 블록체인의 보안을 유지할 것입니다.  

 

텐더민트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트랜잭션의 수를 평가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일치 여부를 더욱 

빠르게 파악하고 플랫폼을 체인으로 이식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텐더민트로 계약의 상태를 보존하는 동안 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IPFS 

리드 보관 및 추적의 기법으로 분산 저장 기능에 활용될 것입니다. IPFS는 파일의 

주소로써 파일의 Base58 해시를 이용합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장래성 있고 효율적이며 

신뢰성 있는 분산 저장 프로토콜입니다.  

구현 고려사항 

개인 정보 

리드 판매는 소비자가 반기는 것은 아니며, 구매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트랜잭션의 평판과 이력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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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면서도 쉽게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세한 신원 

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중재자 간의 공모 

중재자와 기타 관련 당사자 간의 결탁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신원을 암호화해 트랜잭션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프로토콜의 구현이 실행되었고 그것이 판매자, 구매자와 

결탁하려는 중재자의 동기를 줄일 것입니다. 

 

리드 데이터의 보관 

기업이 수천 개의 리드를 한 번에 구매하는 상황에서 각 리드가 개별 암호화 해시를 통해 

공유된다면 트랜잭션의 규모는 실질적인 우려 대상이 됩니다. 그들이 차지하는 저장 

공간의 양을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의 리드(또는 리드 판매)를 구조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IPFS를 이용해 단일 주소로 리드를 전송할 수 있는 나무 같은 

구조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리드의 품질 보증 

리드가 좋은 결과를 내는 데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리드가 고품질인지 결정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에스크로 계약에 첨부될 수 

있는 사용자 제작 방식의 리드 품질 보증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리드 품질 보증 지표는 전에 논의된 바 있으며 분쟁 발생을 예방할 뿐 아니라 

분쟁에 관여하는 중재자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중복 리드 

리드나 연락처에 중복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리드 복제는 우연히 또는 고의로 

이뤄진 것일 수 있습니다. 복제에는 세부 내용을 달리하여 동일한 연락처를 복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도 유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격이 악성인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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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의 고려사항      
초기 개발 후 플랫폼은 스마트한 매칭 기법을 포함한 네트워크로 진화할 것입니다. 이 

기법은 사용자 행동을 추적하여 네트워크 내에 적절한 매칭이 발생하면 알림을 보냅니다. 

예컨대 특정 카테고리에서 또는 특정 키워드를 특징으로 하는 리드를 일관되게 검색하는 

구매자는 그러한 리드가 네트워크에 입력될 때 알림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구매자를 찾고 있는 판매자는 누군가 그들의 카테고리에서 검색한다면 알림을 받을 

수 있어 그러한 구매자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매칭 기법의 이점은 적절한 매칭을 

검색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드맵 

이정표 1 - LeadCoin 네트워크 백엔드의 개발 

원래의 토큰 판매 후 LeadCoin의 첫 번째 이정표는 분산형 플랫폼 실행입니다. 플랫폼은 

GitHub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발매됩니다. 일단 개발되면 플랫폼은 사용자가 

고품질 리드를 사고 팔 수 있도록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을 위한 등록 및 로그인 양식 외에 

리드의 대시보드를 포함시킬 것입니다.   

 

LeadCoin의 분산형 플랫폼이 갖는 주요 측면은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의 통합으로, 이것은 

본 백서의 LeadCoin ‘구현’ 섹션에서 설명된 조치와 지침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써 GitHub에서 공개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주소 간의 토큰 거래 같은 기본 기능성을 포함해 LDC 자체의 ERC20-호환형 구현 

● 리드의 제공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는 리드의 세부 사항에 관한 모든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포함한 리드 생성  

● 트랜잭션과 에스크로 기간을 마칠 때까지 표준 LMSR 및 유동성-민감 자동화 시장 

조성자 변량이 LeadCoin 토큰 값을 통제하는 경우의 시장 조성자 구현  

● 트랜잭션 세부 사항 확인, 다양한 매개변수 판독 및 특정 리드에 지불되는 LDC의 

현재 총수  

●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자 장치  

● 사용자를 위한 분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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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크레딧 장치 

● 중재자, 플랫폼 운영자 판매자 및 신디케이터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포함한 

트랜잭션과 연관된 모든 수수료에 대한 개요 

● LeadCoin은 가능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으로 플랫폼 개발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 피드백은 중재자에 지급되는 수수료, 

신디케이션 수수료 및 플랫폼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같은 부분에 소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정표 2 - LeadCoin UI+UX 및 모바일 앱의 개발 

첫 번째 이정표가 주로 플랫폼의 백엔드에 집중했다면, 두 번째 이정표는 사용자 경험과 

프론트 엔드를 세밀하게 다듬는 것입니다. LeadCoin은 본 문서의 관련 섹션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앱의 참조 구현을 발매합니다.  

 

앱은 일렉트론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크로스 플랫폼 웹 기술을 적용해 개발됩니다. 앱에는 

LeadCoin 플랫폼을 만드는 다양한 스마트 계약과 앱과의 통신을 허용하는 표준 오픈 소스 

구현에 기초한 가벼운 이더리움 클라이언트가 포함됩니다. 

 

참조 구현 앱은 다음과 같은 기능성을 가지도록 계획되었습니다: 

 

● 지갑 생성, 현재 잔액 보기 및 기본 트랜잭션 수행 기능  

● 다양한 신용화폐를 이용하고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할 전문화된 전용 외부 

제공자를 이용해 LDC를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능 

● 홍보성 크레딧 수령 기능 

● 앱에서 운영하는 로컬 월렛의 보안과 보호 

● 다양한 플랫폼 운영자가 발표하는 리드 카테고리와 각 카테고리 아래의 이벤트 

분류 목록을 이용한 리드 획득 

● 대시보드 내의 리드 검색 및 필터  

● 리드를 전반적으로 설명해 줄 모든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제공하는 리드 상세 

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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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C를 이용한 리드 구입 기능 

● 최신 트랜잭션 목록과 적절한 카테고리의 최종 구매액 

 

 

이정표 3 - 최초의 노드 Webydo.com을 이용한 출시   

플랫폼과 모바일 앱이 완료되면 다음 목표는 네트워크를 적격 리드로 채우는 것입니다. 

Webydo의 기존 사용자와 통합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는 30만 명의 Webydo 사용자가 리드를 구매하고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웹 

디자인 비즈니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Webydo는 적격 리드를 다량으로 가져옴에 따라 LeadCoin의 블록체인에서 최초의 

노드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른 제공자는 이때 그들만의 

브랜드로 그들만의 LeadCoin 버전을 출시하며 블록체인에 참여할 것입니다.  

 

Webydo의 기존 사용자 기반을 이용한 출시는 또한, LeadCoin에 미래의 사용자에 맞는 

플랫폼을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 대상으로 가능한 노드를 제공할 것입니다. 최초의 노드에 

대한 이러한 분석과 개선은 LeadCoin의 전반적 성공에 유익할 것입니다.  

 

 

이정표 4 - SDK 개발 

SDK는 새로운 플랫폼 운영자 입장에서 리브랜딩과 참조 구현을 크게 간소화시킵니다. 

SDK를 이용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그들만의 파생 LeadCoin 앱을 발매하고 몇 분 만에 

자체적인 브랜드로 완벽한 기능의 B2B 리드 생성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SDK가 지원하는 다양한 맞춤 제작에 관해서는 본 문서의 LeadCoin 제품 섹션에 있는 

“플랫폼 운영자를 위한 브랜디드 네트워크”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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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표 5 - 네트워크의 성장 

처음의 네 가지 이정표를 통해 대부분의 기술 요건을 완수하면 초점은 네트워크의 

성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의 성장은 두 국면으로 나뉩니다: 

1. Hubspot 같은 마케팅 툴 및 Salesforce 같은 클라이언트 관리 소프트웨어와의 

통합 

2. 비즈니스 개발 및 마케팅 활동  

 

업체는 CRM과 마케팅 툴을 이용해 업체의 리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조직합니다. 

이러한 툴과의 통합으로 구매자와 플랫폼 운영자는 수동으로 가져올 필요 없이 기존의 

적격 리드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성장의 두 번째 국면은 비즈니스 개발 및 마케팅 활동과 관계됩니다. LeadCoin 

플랫폼 이용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업계의 대규모 판매자와 잠재적 플랫폼 운영자를 

중심으로 사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 다음 마케팅 활동은 해당 브랜드를 위한 

탄탄한 평판과 커뮤니티 구축에 집중됩니다. 또한, 미디어 구매와 캠페인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포함한) 최종 사용자를 목표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 사용자 영입 외에도 기존의 사용자 보유 또한, 강조됩니다. 기본 수준에서 

LeadCoin은 지속적으로 사용자에게 귀 기울이고 플랫폼에 맞게 새롭게 개발하고 개선해 

나아갈 것입니다. 개선되는 부분은 월간 뉴스레터와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여 플랫폼에 

대한 자신감과 안정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플랫폼 제공자는 뉴스레터는 다운로드하여 

자체 브랜드에 적절하게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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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의 구성  

LeadCoin 크라우드세일은 LeadCoin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기금 모금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이 자금 조달은 LeadCoin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구축과 유지에 

책정됩니다. 최종 예산 할당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결정합니다. 

 

 

자금 조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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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세일 및 토큰 발행 

판매 이벤트  

공개 매각 날짜는 2018년 3월 1일입니다. 판매 시작 시간은 당사 웹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총 판매 가능 금액은 5천만 달러로 엄격한 상한을 두며, 참가자 지침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게재됩니다. 

 

본 판매 기간 내내 LDC는 고정가에(단위 ETH) 판매됩니다. LDC 가격은 1 ETH=15,000 

LDC가 될 것입니다.  

 

 

판매 이벤트 후 

LDC는 크라우드세일의 24시간 후부터 유틸리티 토큰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LeadCoin은 LDC의 통화 준비금으로써 BNT에 LDC를 예치하고 그럼으로써 반커 스마트 

토큰 특성을 활성화합니다. 이 시점부터 계속해서 스마트 토큰의 시장 조성자 덕분에 

LDC를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한다면 누구든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은 활성화 

순간에는 토큰 판매가와 동등하고, 후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반커 스마트 토큰으로써의 LDC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내용은 상기의 ‘토큰 

플랫폼으로서의 반커’와 반커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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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할당 

 

 

 

 

 

총 공급의 대비 비중(%)  수혜자  특별 조건  

 
 

50% 

 
 

기여자 

수령권 없음.  
 
 

30%  LeadCoin 준비금    

10%  Webydo Ltd.    

10%  Founding Team  수령권 없음, 토큰 판매 기간 
종료까지 이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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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및 고문 

 

 

Shmulik Grizim  
설립자  

Shmulik Grizim은 SaaS, 웹 디자인 및 디지털 마케팅 산업 

내에서 세 곳의 성공적인 기술 회사를 책임지는 설립자 겸 

수장입니다.  Grizim의 최근 벤처인 Webydo는 사용자 30만 

명 이상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웹 플랫폼으로 특허를 

통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포브스 지는 Webydo를 웹 경제를 

재창조하고 있는 다섯 개의 신생 회사 중 한 곳으로 

꼽았습니다. Grizim은 신생 기술 기업을 근본부터 철저히 

발전시키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웹 생성을 장려하는 솔루션을 

끊임 없이 탐색하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Moshe Hogeg 
고문 

블록체인 발명가이자 연쇄 창업가로서 수많은 ICO를 설립해 

책임자 겸 고문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Hogeg는 1억 5천 

달러 규모의 ICO인 Sirin Labs의 설립자이며 공동 CEO로 

블록체인 시대의 안전한 오픈 소스 소비자 가전인 Finney의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는 최근 Bancor, STOX, KIK처럼 

네트워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허브인 Alignment 

Ventures를 설립했습니다. Hogeg는 인공 지능, 증강 현실과 

가상 현실, 로봇학 및 나노기술에 집중하는 와해성 기술에 

투자하는 민간 펀드인 Singulariteam Group의 창립자 겸 

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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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el Peled 
고문 

Uriel Peled는 블록체인 전문가이며 블록체인 자문회사인 

CoinTree Capital의 공동 설립자 겸 CEO입니다. 특히 Kin - 

Ecosystem Foundation, Stox 및 Sirin Labs 같은 유명한 

블록체인 기업의 핵심 자문이었습니다. 또한, 선도적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의 블록체인 전환에 동력이 되는 분산형 

블록체인 하부 기반인 Orbs의 공동 설립자 겸 운영 VP입니다.  

 

 

Oded Hogeg  
전략적 투자자관계 활동 

오데드는 투자자관계 전문가입니다. 10년 이상의 자금 조달과 

협상, 첨단 기술, 경영 및 전략 경험과 가치 창출과 분석에 

뛰어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도적인 

목표성취자이자 빠른 학습자입니다. 

 

 

 

Steven Kruger  
법률 상담 

Kruger는 남아프리카와 이스라엘에서 공인 법률 실무가이며 

20년 이상의 법무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는 온라인 법, 

규제 및 라이선스이며 기타 다양한 최첨단 기업과 금융사와 

작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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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y Goihman 
COO 

Goihman은 포기했던 문제를 그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만드는 기술들을 독특하게 결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관한 1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 

과학, 경영, 전략에 대한 조직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BI와 

데이터 분석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완벽을 향한 추진력과 

다양성은 그의 팀이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있어 끊임 

없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Eyal Rosen 
CMO 

Eyal Rosen은 2014년 이후 암호 화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도해왔습니다. 그는 Leadcoin에 합류하기 전, XLMedia, 

TestPrep, Nokia 등의 세계적 첨단 기업에서 연간 매출을 

6천만 달러로 끌어올리며 대규모 온라인 마케팅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Rosen은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받았고 Technion에서 공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Alexey Murashkevich  
블록체인 및 웹 개발 전문가 

Alexey는 풀스택 선임 웹 개발자로서 8년의 경험이 있으며 

팀 리더로서 늘 타인의 멘토 겸 코치가 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기능성의 설계, 개발 및 구현에 

탁월합니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앱에 관한 자문과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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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i Ament  
블록체인 및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전문가 

Ament는 개발팀에 리더십과 전문성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의 독창적 사고와 웹 개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은 결국 팀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기업을 위한 

활동적인 고문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Lilach Arviv 
QA 및 자동화 팀 리더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Lilach는 자동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7년이 넘는 경험과 함께 그녀의 기술적 지식과 조직적 기술을 

모두 적용해 당장의 임무에 팀이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Alana Vaxman 
기술 지원 책임자 및 QA 스페셜리스트 

Vaxman은 설계, 프론트 엔드 개발(HTML & CSS) 및 고객 

지원에 관한 8년의 경험을 전대미문의 효율성 그리고 

조직력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그녀의 깊은 이해력 덕분에 그녀는 이 팀의 대체 불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Yonni Myers  
기술 콘텐츠 및 커뮤니케이션 스페셜리스트 

Myers는 영문학 학사 학위가 있으며 기술 영업과 콘텐츠 

작성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습니다. 신기술을 빠르게 

이해하고 그것의 기능성을 일반 대중에 설명하는데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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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ien Rozan 
커뮤니티 매니저  

Damien은 회계 관리, 웹사이트 설계 및 디지털 마케팅에 관한 

경력이 있으며 기술과 관계된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의 

다재다능함과 디테일에 대한 주의력은 그를 LeadCoin팀의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듭니다. 

 

 

 

Alana Levitan 
소셜 미디어 책임자  

마케팅과 소셜 미디어에 관한 10여 년의 경력으로 Levitan은 

LeadCoin의 다양한 소셜 채널 전반에 유쾌한 울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수단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영 

경험과 완벽을 향한 추진력과 결합된 Alana의 마케팅 

경력으로 그녀는 마케팅 팀의 대체 불가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Dana Perry 
선임 회계 관리자  

인생의 절반 이상을 영업과 고객 서비스에 쏟은 Dana는 월별 

한도 이상으로 충족시키는 일에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인 일 순위는 그녀가 가는 곳마다 늘 최고의 

피자를 검색하는 일입니다. 

 

 

 

 

 

 

www.leadcoin.network 
 

40 



 

 

Nitsan Harel 
선임 지원 관리자 

Nitsan은 그녀의 강한 직업 윤리와 기술적 지식 덕분에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탁월합니다. 그녀의 추진력과 

효율성 때문에 나머지 팀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Mirey Molcho 
비즈니스 개발 관리자  

Molcho는 운영 관리에 관한 경력이 있으며 비범한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온난한 품성과 일에 

대한 진중한 접근을 취하며 LeadCoin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개발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ivka Akiva  
디자이너  

Rivka는 그래픽과 인터렉티브 디자인을 전공했고 웹 디자인과 

프린트에 7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도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와 인디자인을 이용한 디자인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창의성과 독창적 사고는 팀이 LeadCoin의 

브랜드와 메시지를 선명하게 만드는데 일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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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위험 요인 

아래는 LeadCoin 플랫폼, 특히 토큰 판매 행사에 관계된 위험요인 목록입니다.  

 

● LeadCoin은 해당 판매 목표량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LDC와 무관한 암호 화폐의 외부 동향으로 인해 LDC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LeadCoin은 webydo.com의 시범 집단을 이용하며 따라서 webydo.com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 사건이 LeadCoin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LeadCoin 플랫폼과 앱의 개발은 복잡할 것이며 플랫폼 출시는 개발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장애물로 인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블록체인 인프라를 이용한 리드 생성 플랫폼을 제작해 LeadCoin에 대한 수요를 줄이려고 

시도하는 회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불안정해 LDC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국제법규에 따라 LDC 같은 디지털 통화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LDC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 LDC를 보유하는 것의 장점을 무력화할 새로운 세법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 LeadCoin의 사용 예상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행사 횟수가 줄어 LDC의 가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본 백서에 열거된 계획은 추후 뜻밖의 요인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규제 전략 

아직도 디지털 화폐는 금융계에서 매우 생소해 법규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가, 정부, 지배 기구는 결국 디지털 화폐 세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향후의 규제에 따라 준수 요건이 생길 것이기에 요건이 발표되는 대로 

빠르게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LeadCoin은 여전히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지향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프라는 분리되어 시스템의 여러 기능이 서로 분리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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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합니다. 각 기능이나 모듈은 따로 분리된 상태로 남아 분산형 플랫폼의 제작자 

입장에서 이점이 발생합니다. 분리의 이점은 각 기능이 그 자체의 존재로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모든 준수 요건을 충족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고려사항  

 
LeadCoin 프로토콜  

Leadcoin은 프로토콜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기제를 통합합니다: 

 

● 리드 트랜잭션에 관계된 이벤트를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계약  

● 콘텐츠 디스커버리 IFPS. LeadCoin 앱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행되고 중앙 백엔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분류 체계와 메타데이터로 모든 활성 시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제공자는 활성 시장 서술자의 계층 구조를 IPFS에 저장된 JSON 

파일의 형태로 유지합니다. 이 콘텐츠에는 각 이벤트의 메타데이터(이름, 기술, 이미지 

등)와 각 카테고리가 포함됩니다. IPFS는 분산형 파일 스토리지 네트워크로써 단 하나의 

고장 지점 없이 지리적 또는 정치적 지형에 대한 의존 없이 작동합니다. IPFS의 각 파일 

위치는 규범적 URL을 이용해 파악될 수 있습니다. 각 제공자의 클라이언트 앱은 콘텐츠 

루트의 URL로 하드코딩 됩니다. 콘텐츠 루트는 그것의 URL로 연결되는 하위 카테고리 

서술자를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차례로 추가 하위 카테고리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LeadCoin 앱 아키텍처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초기 단계에서 LeadCoin 플랫폼은 블록체인 내의 주된 이더리움 클라이언트와 

노드입니다. LeadCoin은 이더리움으로 향하는 게이트웨이를 구축하며 이 게이트웨이는 

리드 관리를 위한 오픈 소스 대시보드가 따라옵니다. 개인마다 LeadCoin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디지털 지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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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Coin이 오픈 소스일 것이므로 플랫폼 운영자는 자체적인 사양에 따라 앱을 맞춤 

제작할 수 있습니다. 향후 LeadCoin은 SDK 또한, 고려할 것이고 사용자가 일단 SDK를 

구현하면 거의 즉시 새로운 노드를 생성할 것입니다. 

  

크로스 플랫폼 데스크톱 프레임워크 

LeadCoin 앱은 윈도우, 맥, 리눅스를 위한 독립형 데스크톱 앱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다중 플랫폼을 단일 코드베이스로 용이하게 지원하려면 크로스 플랫폼 앱 프레임워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앱이 의존하는 일렉트론 프레임워크는 JavaScript, HTML 및 CSS 같은 

웹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높은 53 개발 속도를 제공합니다. 일렉트론 프레임워크의 또 다른 

이점은 앱 맞춤 제작의 장벽을 낮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렉트론이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것처럼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에서 실행될 애플리케이션용 자원과 개발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구현될 것입니다. 

 

 

플랫폼 한계 

이벤트는 공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작동되어 시장 상태를 변경시키는 모든 작동(리드 

생성, 리드 세부 정보, 중재자 보고,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으로 발송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기술적 한계와 용량 한계 그리고 처리 비용은 LeadCoin에 몇 가지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 이더리움 네트워크 용량은 온-체인 리드 생성 플랫폼이 주문을 처리할 수 있고 

위치를 수정할 수 있는 속도에 상한을 두는데 이 속도는 실제로 분 당 수백 건의 

트랜잭션에 이릅니다. 네트워크가 가까운 장래에 수천 명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트래픽이 높은 리드 네트워크가 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부하가 낮을 때, 블록 확인 시간이 17초라 함은 사용자가 각 

작동마다 평균 8.5초 대기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상 작업 부하 하에서 

트랜잭션은 한두 개의 블록 이후에만 처리될 수 있어 대기 시간이 일 분 정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연 시간은 합당한 UX가 아니기에 동작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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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 뒤, 백그라운드에서 블록체인 연산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경험을 설계해야 합니다.  

 

● 네트워크 부하가 더 높을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확인 시간은 매우 크게 

변동됩니다. 트랜잭션은 여러 블록의 시간에 대해 대기열을 이루고 대기 시간이 몇 

분이나 몇 시간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자의 

트랜잭션은 트랜잭션 종료나 시장 조성자가 제공하는 상당한 속도 변화로 인해 

블록체인에 등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더리움은 현재 발송자에 의한 수수료 지불을 오직 ETH에서만 지원합니다. 

네트워크가 합당한 부하의 상태일 때 플랫폼 운영자가 징수하는 수수료 외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트랜잭션 수수료는 연산 당 $0.02-$0.20 사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또한, 제품 복잡성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용자가 

지불을 위해 적은 ETH 잔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트랜잭션 수수료를 환불해 주어 적은 ETH 예치금이 사용자에게 

충분한 수준이 되도록 권장합니다).  

 

● 이러한 결함에도 이더리움은 여전히 오늘날 현존하는 최고의 공개 

블록체인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새로운 발전상은 위에 언급된 모든 쟁점을 

완화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 RAIDEN 및 CASPER는 블록 시간과 블록 대기의 변화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용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상태 

채널에 대한 대용량 트랜잭션의 용량과 오프로딩 증가로 네트워크 수수료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CASPER는 수수료에 대해 계약-지불 기법을 실현해 사용자가 ETH를 보유해야 할 

필요성을 없앨 수 있는 분리 방식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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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 기관에서는 예측 시장의 오프-체인 확장성 연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실행 가능한 해법을 희망하며 이러한 분야에서 진전이 있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잘 알려진 모델이 비실용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지금으로써는 계획 

단계에서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 (PII) 

리드의 자세한 연락처는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합니다. LeadCoin은 이러한 종류의 정보에 

대한 민감성을 이해하며 이에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 및 승인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어떠한 리드도 원 판매자에 대한 정보에 기초해 동의하지 않고는 네트워크에 

입력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리드의 세부 정보는 또한, 리드의 구매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유지됩니다.  

 

 

 

법적 면책 조항 

 

본 백서는 오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백서에서 이르게 된 

결론이나 진술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다음을 제한 없이 포함해 어떤 경우에도 모든 진술과 

보장 조항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법령에 의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 상품성,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 적절성, 제목 또는 비침해에 관한 모든 진술이나 

보장 조항 

● 본 문서의 내용이 정확하며 어떤 오류도 없음 

● 그러한 내용이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당사는 불거진 피해의 가능성에 대해 통지 받은 경우라도 본 백서의 내용을 이용, 참조 또는 

신뢰함으로 인해 불거지는 손해나 피해(직간접적이든, 결과적이든 관계없이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손해나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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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백서는 제 3자 데이터 및 업계 발행물을 참조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아는 한, 본 

백서에서 재생산된 정보는 정확하며 본 지면에 포함된 추정과 평가는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완료성에 관해 어떠한 장담도 하지 않습니다. 본 백서에서 재생산된 정보와 

데이터가 믿을 수 있는 출처를 통해 획득된 것이라도, 당사는 본 백서에 언급된 어떤 정보나 

데이터도 제 3자 출처를 통해 독립적으로 검증한 바 없거나 그러한 출처가 이용하는 기저의 추정 

내용을 확인한 바 없습니다. 

 

본 백서의 발행일을 기점으로 LDC 토큰의 향후 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거나 의도된 것이 

없습니다(개발 예정인 Leadcoin 플랫폼 외에). 

 

LDC 토큰에 관해 향후의 성과나 가치를 약속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것이며 고유의 가치에 대한 

약속, 지불 약속 및 LDC 토큰이 어떤 특정한 가치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잠재적 참여자가 제안된 비즈니스의 속성 및 LDC 토큰 같은 ERC-20 토큰의 획득, 저장, 양도에 

연관된 잠재적 위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닌 한, 토큰 판매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LDC 토큰은 구조화되거나 증권으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LDC 토큰은 Leadcoin의 자본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이익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LDC 토큰은 Leadcoin 

플랫폼에서 미래에 의도된 용도로 판매되며 토큰을 판매하는 동안 받은 모든 수익금은 

Leadcoin이 비즈니스 개발과 근본적인 기술 하부 기반 발전에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투자 설명서나 정보 공개서의 일부가 아니며, 어떠한 법정 지역에서도 투자 상품이나 

금융 상품에 대한 판매 또는 구매를 제안하고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LDC 토큰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며 투기나 투자의 목적으로 획득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규제 기관도 본 백서에 설명된 정보를 검토하거나 승인한 바 없습니다. 관할구역의 법적 

요건이나 규제 요건 또는 규칙에 의거해 그러한 조치가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백서의 출판, 유통 또는 보급이 적용법이나 규제 요건의 준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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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판매 참여는 실질적 위험을 수반하며 기부금의 모든 부분이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는 

특수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토큰 판매에 참여하는 위험에 대한 심층 정보는 백서와 토큰 

판매 이용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당사에 기부금을 보내기 전 토큰 판매 참여의 위험성에 대해 

읽고 이해하며 위험을 감수할 준비를 확실히 하십시오. 

토큰 판매 및/또는 LDC 토큰은 그러한 토큰의 소유, 사용 또는 소지에 대한 잠재적 제한을 포함해 

규제 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기관이나 기타 주무관청은 규제 요건이나 기타 정부 

또는 사업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토큰 판매의 기법 및/또는 LDC 토큰의 기능성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토큰 판매 기법과 LDC 토큰의 발행이 적용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당한 단계를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전망 진술에 대한 주의 

 

본 백서는 미래의 상황에 대한 당사의 현재 기대에 관한 전망적 진술이나 정보(총괄적으로 

“전망적 진술”)을 포함합니다. 어떤 경우, 이러한 전망적 진술은 “일 수 있다”, “일 것이다”, 

“예상한다”, “예측한다”, “목적이다”, “추정한다”, “의도한다”, “계획한다”, “추구한다”, “믿는다”, 

“잠재적”, “계속하다”, “가능성이 있다” 같은 단어나 어구 또는 이러한 용어의 부정어 또는 전망적 

진술을 밝히려는 목적의 기타 유사한 표현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전망적 진술의 

근거를 금융 조건, 운영 결과, 사업 전략, 금융 요구 또는 토큰 판매의 결과에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미래의 사건과 금융 동향에 대한 현재의 예측에 두고 있습니다.  

 

본 지면에 설명한 문제에 관한 진술 외에, 본 백서는 Leadcoin이 제안한 운영 모델에 관한 전망적 

진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당사의 목표만을 언급할 뿐 미래의 운영 결과에 대한 예측이나 

예상, 예견이 아닙니다. 

 

전망적 진술의 근거는 역사적 추세, 현재 조건 및 예상되는 미래의 상황에 대한 당사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적절하다고 여겨지지만 위험과 불확실성의 영향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비추어 당사가 한 일부 추정과 분석에 있습니다. 본 백서의 전망적 진술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추정에 근거한 것이지만, 당사의 실제 결과, 성과, 성취 및/또는 경험을 전망적 진술에서 표현, 

암시되거나 또는 인식된 표현과 실질적으로 차이 나게 할 위험이나 불확실성, 추정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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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을 고려해 토큰 판매의 잠재적 참여자는 이러한 전망적 진술을 

과도하게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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