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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공지:

본 문서 및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그외 암호 토큰의
제공, 배포, 구매, 판매 또는 보유가 불허 또는 제한되는 모든 사법관할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전송 및/또는 송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공지의 모든 부분을 주의깊게 읽으십시오. 본 백서는 토큰의 판매 계약서 및 그
이용약관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은 [이용약관]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공지에 포함된 모든 정의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백서에 제공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HoToKeN™은 다음 사항을 구성할 의도가 없습니다:

i. 모든 사법관할지역의 유가증권;
ii. 모든 유형의 통화;
iii. 주식, 지분 또는 사채;
iv. 집합 투자 계획 또는 사업 신탁에 속한 단위별 상품;
v. 투자 펀드의 주식

유가 증권 또는 위의 사항(i ~ v)에 해당하는 모든 규정이나 법률은 이 백서 및
HoToKeN™ ITO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백서는 안내서 또는 제안 문서를 구성하지 않으며 모든 사법관할지역의 유가증권
제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모집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 백서 및 HoToKeN™ ITO는 모든 사법관할지역의 규제기관에서 승인한 바가
없습니다. 백서 및 HoToKeN™ 토큰발행이 모든 사법관할지역의 법률, 규정 또는
법률을 준수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HoToKeN™ 구매 및 HoToKeN™ 토큰발행 참여는 본질적으로 위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션 18을 참조하십시오.

HotNow 및/또는 HoToKeN™의 유통업체는 다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증, 보장 또는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i. HoToKeN™의 실적;
ii. HotNow 사업의 기초자산 또는 HoToKeN™ 토큰 구매의 성과;
iii. 이 백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iv. 이 백서에 포함된 재무 또는 기타 계획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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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발행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은 대부분의 사법관할지역에서 개발 및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법률 및 규정을 둘러싼 이 명확성의 부족으로 인해 HoToKeN™ 구매와
관련된 위험이 더욱 증가됩니다.

잠재적 구매자로서의 귀하는 토큰 구매,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 지갑 및 암호통화의
기본 기술 및 작동 방식에 익숙해 있다고 가정됩니다. 잠재적 구매자로서의 귀하는
귀하가 상기 사항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위험을 잘 알고
있다고 가정됩니다.

HoToKeN™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귀하 및 HotNow 및/또는 모든 유통업체 간의
모든 계약은 해당 계약의 이용약관을 설명하는 별도의 토큰 매매 계약이 적용됩니다.
토큰 판매 계약과 이 백서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토큰 판매 계약이 우선합니다.

해당 법률, 규정 및 규칙에서 허용되는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HotNow 및/또는 모든
유통업체는, 귀하의 이 백서 및 그 모든 부분의 수용과 유/무관한 행위 또는 의존, 또는
귀하에 의한 HoToKeN™ 토큰 구매로 인한 불법 행위, 계약 또는 그 외 사항(매출, 수익,
개인 저축 또는 이익의 손실 및 사용 또는 데이터의 손실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oToKeN™의 잠재적 구매자로서의 귀하는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이를 인정합니다:

i. 귀하는 귀하의 국가 사법관할지역에서 공인된/정교한/고액순자산보유자/
투자자로 인정됩니다.

ii. HoToKeN™의 구매는 본질적으로 위험합니다;
iii. 토큰 발행, 암호통화, 디지털 지갑 및 블록체인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은 대부분의

사법관할지역에서 개발 및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iv. HotNow 및/또는 모든 배포자는 HoToKeN™ 토큰 발행의 성공, HotNow 기본

비즈니스, 정보의 정확성 및 이 백서에 포함된 재무 및 기타 계획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 보증 또는 약속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v. 해당 법률, 규정 및 규칙에서 허용되는 전체 한도까지, HotNow 및/또는 모든
유통업체는, 귀하의 이 백서 및 그 모든 부분의 수용과 유/무관한 행위 또는 의존,
또는 귀하에 의한 HoToKeN™ 토큰 구매로 인한 불법 행위, 계약 또는 그 외
사항(매출, 수익, 개인 저축 또는 이익의 손실 및 사용 또는 데이터의 손실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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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Now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평판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HotNow는 포괄적이고 철저한 고객알기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준수 이행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역 규제 기관 및 기타 준수 기관에 대한 보고
의무가 포함됩니다 . 이와 관련한 당사의 정책은 고객이 거주하는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각 지역 사법관할지역별로 특정 AML/CFT 및 KYC 정책이 토큰 매매 계약의
이용약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컴플라이언스 제도는 현지 및 글로벌 수준에서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신뢰 수준을 증진하며, HotNow가 중단없이 계속 운영될
것을 보장합니다.

HotNow는 국제 AML/CFT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법관할지역 출신/거주 개인이나
정치적 주요인물로 간주될 수 있는 개인에게 HoToKeN™을 제공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I. 요약:

HotNow [1] 플랫폼은 동남아 가맹점들에게 비용 효율적이고 효과가 높은 마케팅
도구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맹점들이 그 잉여가치의 일부를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
소비자에게 이전할 것을 권장합니다. 블록체인과 주변 기술의 영향을 감안할 때,
HotNow의 명백한 목표는 현재의 실시간 마케팅 앱과 플랫폼을 토큰 경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 자사의 독특한 위치기반서비스(LBS)는 이미 수익을 창출하고 파트너
가맹점에 대한 시장 노출을 늘리고 사용자에게 가치와 훌륭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엄격한 오픈 소스 프로토콜,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빠르게
성장 중인) 분산원장 및 기타 분산형 (권한이 부여된) 데이터 구조 솔루션을 활용하는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자사의 입증된 비즈니스 모델의 다음 단계 진화의 일환으로,
HotNow는 실용적인 액세스 토큰(ERC-20 표준, 약호: HTKN) 및 마이크로 트랜잭션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화 생태계로 변모할 것입니다. HotNow 토큰 경제는 참가자들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 활동(HotNow 생태계가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행동 전체)에 대해 참가자에게 보상으로 HTKN을 지급합니다.

HotNow는 자사 생태계 형성에 고유한 방법론들을 활용합니다 . 중점적으로는
"프리미엄(Freemium)" 비디오 게임에서 볼 수 있는 기제, 또 상점 전환율을 증가시키고
소비자 참여를 강화시키는 다른 게임 기제들을 활용할 것입니다. 다른 혁신으로는
현금 기반 비즈니스를 위한 개별 맞춤형 충성도 프로그램과 가맹점이 조직을 만들고
공유 로열티 프로그램 생성 및 구매력 통합 같은 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2]. 또한, 소비자 지출 내역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금융 이력이
없는 개인을 위한 '신용 프로파일'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이러한 소비자가 소액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들과 그외 혜택을 위해, HotNow는 HTKN 설립에 대한 귀하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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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HotNow 소개:

HotNow는 Red Anchor Trading Corporation에서 개발했으며 상장기업인 Axion
Ventures(토론토증권거래소: AXV)의 지원을 받습니다. HotNow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모바일 및 웹 검색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가맹점이 그들의 마케팅 메시지 및
마케팅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며 사용자에게 독점 할인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검색 시간을 줄여줍니다. 가맹점은
광고판과 같은 마케팅 메시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존 광고 메시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소액 프리미엄의 경우 가맹점은 관련성이 높은 HotNow 사용자에게 고도로
타겟팅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태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가맹점의
채택률이 높고, 소비자 구매 비용이 낮으며, 대형 지역 조직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HotNow는 아시아 주요 도시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HotNow의 기본 서비스를 통해 가맹점은 거래 및 프로모션 제공을 비롯한 위치 기반
마케팅 활동 시기 및 인구통계학적 타겟팅에 대해 높은 수준의 통제와 자율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HotNow를 사용하면 가맹점이 무제한으로 타겟이 지정된 프로모션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고 HotNow 전용 할인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HotNow는 인구가 선진국의 인구보다 훨씬 더 비대칭적인 신흥 경제에서 밀레니얼
세대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시민의
중간 연령은 20세이며, 이는 일본의 중간 연령인 47세와 비교됩니다. 2016년 필리핀의
1인당 GDP가 3,000 달러인 반면, 일본의 경우 39,000 달러인 것을 감안할 때 아시아
신흥 경제의 밀레니얼 세대는 가격에 더 민감하며, 이들의 의사 결정과 구매를
유도하는 독특하고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휴대폰에 “중독"되어[3]

있으며 캐주얼 게임을 즐깁니다[4]. HotNow는 이 인구통계학적 세그먼트에 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솔루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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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경제의 밀레니얼 세대는 열정적이지만 가격에 민감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타겟에 대응하기 위해 독특하고 혁신적인 마케팅

도구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HotNow가 제공하는 것이죠!



III. 업계 – 수치와 트렌드:

2016년의 글로벌 광고 수익은 532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7년 말까지 5900억
달러[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의 주요 트렌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마케팅은 광고의 가장 효과적인 형태입니다. 2019년까지 전통적인
광고의 마케팅 지출 비용은 2013년 73%에 비해 단 35%로 줄어들 것입니다.
모바일 광고는 온라인 광고 마케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입니다.[6]

• LBS 광고는 모바일 디지털 마케팅의 가장 효과적인 형태입니다[7].
• 63%의 소비자는 쿠폰이 모바일 마케팅의 가장 가치있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8] .
• 53%의 소비자는 관련 광고를 더 많이 받기 위해 현재 위치를 공유하려고

합니다[9].
• 57%의 소비자는 위치 기반 광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10].
• 온라인 거래의 70%가 모바일 장치에서 발생합니다[11].
• 94%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에서 지역 정보를 찾습니다[12].
• 90%가 검색 후 조치를 취합니다[13].
• 62%의 소비자가 친구와 지역 내 거래를 공유합니다[14].

IV. 업계 - 문제:

소비자는 자신과 관련성이 없거나 위치가 비현실적인 프로모션을 많이 받지만, 이를
차츰 무시하거나 배제하게 됩니다. 전 세계 75억 인구의 약 3분의 1인 아시아 인구는
젊고 사회적이며 포부가 큽니다 . 그리고 이들은 프로모션을 매우 적극적으로
소비합니다. 사실, 아시아의 사람들,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53%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할인 및 판촉을 찾습니다[15]. 그러나 현재 그들에게 제공되는
온라인 "핫 프로모션"은 시간, 소비자 인구 통계 및 선호도, 소비자 위치에 거의 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련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데이터 사이언스 및 LBS는
이 환경에서 적절한 마케팅 운영(MO)[16]에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가맹점은 모바일 마케팅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17]. 이는 대형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및 메시징 플랫폼이 독점 금지 기능이 없는 시장에서 과점적 행동을 보임에
따라 증가하는 문제입니다. 거대하고 본격적으로 궤도에 들어선 회사는 자기들의
브랜드 응용 프로그램을 게시할 수 있는 자금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소셜 미디어 및 메시징 플랫폼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중소 규모의 가맹점에게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소규모
가맹점은 온라인으로 시장에 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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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대규모 소셜 네트워크 및 메시징 플랫폼은 가맹점이 특정 장소 또는
최적의 시간대에 높은 소비 성향의 소비자를 식별하고 타겟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도구는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기능 중 일부가 개별적으로 제공되더라도 대부분의
가맹점은 사용 가능한 기능을 효과적인 도구로 결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능이
없습니다. 더욱이 주류 플랫폼은 이렇게 값비싼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에 대한 원격
측정 기능을 제한적으로만 제공하기 때문에 , 가맹점이 마케팅 및 판촉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 결과 비효율적이고 값비싼 서비스로 인해 (자본
규모가 작은) 중소 규모 소매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HotNow는 LBS를 플랫폼에 통합하고 비즈니스를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통계 도구와 방법을 만들어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를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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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HotNow 솔루션:

HotNow 앱은 2016년 첫 베타 테스트를 거쳐 2017년 3월에 공식 출시되었으며 iOS
앱스토어의 추천 앱이 되었습니다. HotNow의 푸시 알림을 수신한 소비자의 2%가
구매를 함으로써, 가맹점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디지털 마케팅 도구임을 입증했습니다.
HotNow 플랫폼에서 가맹점은 상점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몇 분 안에 마케팅
프로그램이나 디지털 쿠폰을 무료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근접성 및
선호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쿠폰은 매우 수용도가 높은 잠재 고객층으로
간주되는 사용자가 볼 수 있습니다. HotNow는 HotNow 사용자가 생성한 수익의
소량을 자사 파트너 가맹점이 공유함으로써 플랫폼의 이해관계를 파트너 가맹점과
일치시킵니다.

HotNow의 현재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600,000여 건의 앱 다운로드.
• 평균 사용자 획득 비용: 사용자당 US$ 0.50 미만.
• 월 380,000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
• 소셜 네트워크 팔로워 270,000명 이상.
• 등재된 가맹점 50,000곳 이상

HotNow는 공식 출시 직후 태국 내 최초의 유명 브랜드 고객으로 국내 규모 2위의
커피숍 체인인 Coffee World와 가맹관계를 맺었습니다. 몇 주 후, Baskin-Robbins가
HotNow에 대한 독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룹 운영 부사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공 이후 여러 다른 유명 브랜드도
HotNow와 가맹관계를 맺었습니다.

실제 캠페인 실적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Coffee World - 30일간 3,284건의 쿠폰 리딤 사용
• Baskin-Robbins - 6일 프로모션 기간 중 5일 동안 1,000건의 쿠폰 리딤 사용 (쿠폰

매진)
• Pepper Lunch - 15일간 1,371건의 쿠폰 리딤 사용
• Farm Design - 30일간 6,749건의 쿠폰 리딤 사용

브랜드 매니저들은 HotNow 사용시 효율성이 가장 큰 메시징 및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훨씬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로,
한 고객사는 3,000만여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메이저 플랫폼에서보다 HotNow에서
결과적으로 100배 이상의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HotNow 플랫폼을 통한
고객의 마케팅 비용은 주요 플랫폼의 마케팅 비용과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주목할 만한 HotNow 고객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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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Now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독점적인) 할인을 제공하고 최저 가격의 상품 및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HotNow를 검색 비용을 낮추는 조사 및 검색 엔진이자, HotNow가 없었더라면
발견하지 못했을 가맹점 및 상점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간주합니다 .
HotNow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자사의 생태계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가맹점이 판촉 비용을 줄일수록 그 절감 비용을 구매자와 더 잘 공유할 수 있습니다.
HotNow는 공유 공급망 요소의 저렴한 가격 협상을 위해 구매력을 결합하는 도구 등과
같은, 가맹점 활용성을 늘리는 응용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HotNow의 거래 활동의 급성장세를 잘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시장 반응과 HotNow 플랫폼의 빠른 성장은 HotNow 팀의 기술 개발 및
마케팅 수행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HotNow는 최첨단
허가 블록체인 기술을 생태계로 실현하고 차세대 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오픈 소스
프로토콜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분산원장의
발전

분산형
데이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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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HotNow – 게임화 네트워크로의 진화:

Axion Ventures Inc.의 자회사인 Axion Games Limited(구 Epic Games China)는 Epic
Games(미국) 및 Tencent와 협력 중인 성공적인 아시아의 PC 및 모바일 게임
개발사입니다. HotNow는 2017년 초부터 Axion Ventures의 계열사가 되었습니다.
Axion Ventures는 최근 동남아의 주요 통신, 미디어 기업 및 게임 퍼블리셔 중 하나인
True Corporation[18]과 게임개발 합작투자사를 설립했습니다.

HotNow는 끊임없는 혁신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HotNow 앱에 통합할 수
있는 캐주얼 게임 포트폴리오를 개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캐주얼 게임은 전통적인
가맹점과 온라인 가맹점 모두에게 마케팅 기회를 확대시켜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마케팅 메시지에 폭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경영진은 사려 깊은 게임화의 혁신이 완전히 새로운 시장 진출 방법을 창출 할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방식에 사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결합되어 마케팅에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HotNow 앱은 단순한 LBS 할인특가 추구형 게임을 탑재한 지도기반 검색엔진으로
시작하여 지도상의 증강현실(AR) 게임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LBS 현실 게임은
"보물 찾기", "정복" 및 사용자 여정 및 업적 요소와 함께 가장 성공적인 장르 중
하나입니다.[19] HotNow는 (교육) 캐주얼 게임, 특히 단순하지만 대중적인 게임 기제를
갖춘 캐주얼 게임, 토너먼트 및 대회와 같은 소셜 기능을 포함함으로써 사용자의
참여를 늘릴 것입니다.

모든 업적과 기여는 축적되어 HoToKeN™(HTKN)으로 실제 보상이 부여됩니다.
HotNow는 가맹점들이 상상력 풍부한 사려깊고 흥미진진한 게임으로 마케팅을 확장할
수 있는 독특한 제안을 할 것을 확신합니다.

HoToKeN [HT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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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HotNow 네트워크 - 소개:

HotNow가 LBS 마케팅 플랫폼에서 고도로 게임화된 네트워크로 진화함에 따라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자 및 네트워크 참여자)은 HoToKeN™(HTKN)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기능을 이용합니다. HotNow는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HTKN을 보상하여 생태계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상은
참가자의 성장, 기본 구매 및 판매 거래, 그리고 좋은 가맹점을 찾아내거나 등급을
매기는 것과 같은 특정 유형의 사용자 컨텐츠 기여 및 이용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것은 경제적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와 보상을 주지 않고 경제적 활동의 모든 거래와
성장에 대해 세금 및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전통적인 금융 시설 및 시스템과는
대조적입니다.

HotNow는 스스로를 네트워크의 선도자로, 또 토큰 경제 작동시 생태계의 관할자(단지
구성원 추가 및 권한 부여자로서의 의미)로 간주합니다. 즉, 해당 블록체인의
구성원(예: 대형 가맹점)이 동일한 채널에 있으면 그 구성원은 자신만의 규칙을
수립하고 조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HotNow의 HotLoyalty™ 기능을
통해 충성도 계획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HotNow는 분산원장 및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가맹점이 구매력을 집계하고 현재
비효율적인 동남아시아 공급망에서 더 나은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도할
것입니다. HotNow는 정부와 협력하여 집계된 주문의 더욱 효율적인 직접 수입 및
통관 작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부에 블록체인 감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제안된 생태계 및 권한 부여 분산원장 솔루션이 어떻게 현실의 동기화 및 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부 사례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는 플랫폼 및 상품에
대한 최근의 동향이 HotNow의 진화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저희 팀이 극도로 확신하는
이유 중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는 컨소시엄 활동과 프로토콜의 투명성(오픈 소스 코드
형태)에 의해 지원되는, 가치 창출 및 이전 프로세스를 신뢰하고 자동화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러다임은 비즈니스 이익을 극대화하기 앞서 모든 비즈니스의 사회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VIII. HotNow 네트워크 - 사회에 주는 혜택:

이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신고전주의 경제 문제("탐욕"에 기반한 비즈니스 [20] ,
중앙은행의 일관성 없는 정책 같은)에 반발하는, 대중의 지원을 얻고 ICO(HoToKeN™의
경우 ITO/TGE)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모든 비즈니스는 명확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HotNow의 생태계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맵 전체에 걸쳐 더 큰 지출 분산을
추진하면서 더 뛰어난(정량화할 수 있는) 소비자 잉여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성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지출 내역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금융 이력이 없는 개인을
위한 '신용 프로파일'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이러한 소비자가 소액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음 섹션들에서 이러한 개념에 대해 깊이 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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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HotNow 네트워크 - 블록체인 및 프로토콜:

기술적 마인드를 갖춘 사람이라면 HotNow가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에서 사용
가능한 가장 진보적인 솔루션과 , 연구개발 후반 단계에 도입될 일부 솔루션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HotNow 네트워크는
사용 권한, 수수료 없는 소액결제, 확장성 및 채널, 조직 및 동호 그룹을 생성하는
기능(그룹 마케팅)을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기능은 최근 Linux/IBM의
Hyperledger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지난 2년 동안 업계의 다른 선도기업들이 수행한
연구개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Hyperledger의 Fabric and Composer(Chaincode
포함)[14]는 HotNow의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며 오픈 소스로 남아 있으면서도
거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고유한 도구 집합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예는 Hyperledger
Sawtooth의 상호호환 가능한 컨센서스 메커니즘으로, 이더리움 가상머신(EVM)의
Burrow 구현과 손쉬운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진
이더리움 개발자는 점차적으로 Hyperledger Sawtooth 플랫폼으로 자신의 작업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이 시점에는, 네트워크를 위해 특정 블록체인 기술만을
전용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HotNow는 HoToKeN™에 대해 ERC-20 토큰
기술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 기술이 토큰 발급 측면에서 가장 성숙한
기술이며 이미 Hyperledger와 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HotNow 네트워크와 HoToKeN™은 업계의 과거 실수를 염두에 두고 혁신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거래 승인을 위한 HotNow 프로토콜과 새로운 HoToKeN™을 생태계에
주입하는 역할은 "게임의 규칙"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잘 알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도 경제학[22] 연구의 초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있는 "규칙"(HotNow
네트워크의 코드)이 생태계 참여자의 경제적 행동과 의사 결정에 신뢰 형성과 함께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HotNow 네트워크 모델은 공개 리뷰를 위한 오픈 코드입니다.

X. HoToKeN™ - 소개:

거래 승인(작업증명, 지분증명 등) 채굴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토큰과 동전의
하드캡(hard caps)은 엄청난 논쟁의 대상입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모두 채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는 자신의 하드캡핑 성명(2008년
금융 붕괴 이후 FED의 양적완화 1, 2, 3차 성명에 반대하여 발표된)에 대한 사실상의
일탈입니다.

우리는 HoToKeN™의 철학을 경제 이론과 연구에서 옳고 정확한 것에 기반하여, 또
우리의 광대한 경험에 기반하여 확립했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진짜로 성장할 때[24]만
화폐량[23]이 증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모두 정확하고 변경 불가능한
프로토콜에 의존합니다.

HoToKeN [HTKN]

페이지 13 / 28



HoToKeN [HTKN]

페이지 14 / 28

위의 간단한 그림은 네트워크 내에서의 HoToKeN™의 기본 트랜잭션을 보여줍니다.
HTKN은 시스템의 각 참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얻는 데 사용됩니다.

HotNow의 회원(사용자와 가맹점)은 HotNow에서 HTKN을 벌 수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HotNow가 결정한 각 "임무"를 완료함으로써, 각 미션은 회원에게 플랫폼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활동 또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보상받는 HTKN 금액은 각 임무가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증가치가 높을수록 더 높은 HTKN 보상이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보상에
대한 실제 수치는 HTKN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시장 평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Ho tNow 운영 잔고의 HTKN 잔액이 소진된 경우에만 새로운 HTKN이
기초준비금(채굴된)으로부터 주입됩니다. 아래는 HTKN 보상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의 예입니다:

a. HotNow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자에게 HTKN으로 보상합니다:
● 사용자가 새로운 사용자를 초대하여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그

사용자가 활동한다.
● 사용자가 HTKN을 사용하여 가맹점이 광고하는 프로모션에

액세스한다.
● 사용자가 앱의 프로모션/평가/보기와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b. HotNow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HTKN으로 가맹점에게 보상합니다:
● 가맹점이 사용자에게 뛰어난 가치의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 가맹점이 사용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주목을 받는다.

네트워크 성장에
기여

할인 및 판촉 제안

마케팅 및 CRM 
도구 제공

소셜 인게이지먼트

게임 기제 보상 시스템

XI. HoToKeN™ -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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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tPoints를 축적하여 특정 임계값에 도달하면 소비자에게 HTKN이 제공됩니다.
HotPoints는 HotNow가 네트워크에 대한 고객의 기여도를 추적하고 계산하기 위한
척도 시스템으로서, HotNow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고객 관계 관리 서비스 및
충성도 프로그램의 일부로 사용됩니다. HotPoints는 거래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구매에 대해 HotPoints로 보상을 받습니다. 소비자는 소셜
콘테스트 및 토너먼트를 포함하여 HotNow 앱 내에 있는 모든 캐주얼 게임의
가상통화로 Hotpoints를 사용합니다.

HotNow에서 직접 HTKN으로 보상받는 것 외에도, 네트워크 참여자는 HTKN을
참여자들 간에 서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a) 소비자가 가맹점이 제공한 프로모션에 액세스할 때 소비자는 가맹점에 HTKN을

전송합니다.
b) 가맹점은 소비자가 가맹점이 규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비자에게 HTKN을

보상합니다.

소비자가
HTKN을
사용하여

프로모션에
액세스

소비자가
법정통화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지불

HotNow는
각 구매
발생시

소비자에게
HotPoint 

보상
소비자가

HotPoints를
사용하여

HotNow의
캐주얼 게임을

플레이
및/또는 가상
아이템 구매

수신된 HotPoint가
특정 임계값에

도달하면 소비자에게
HTKN으로 보상

소비자는 게임에서
다른 사용자와의

경쟁을 통해 더 많은
HotPoints를 얻을 수

있음

소비자는 HTKN을
가맹점에 전송하고
프로모션에 접근 각
프로모션의 잠금을
해제하는 데 필요한

HTKN 수량은
가맹점이 결정

가맹점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HTKN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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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HoToKenTM - 네트워크 보안

경제가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모델로 고려될 때, 경제의 건강성 및 부
창출 능력을 위한 주요 변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효율, 속도 및 신뢰가 됩니다.
인터넷의 도래가 전례없는 새로운 부의 창출 능력을 잘 보여준 것처럼, 역사적으로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행동과 제한된 성과에 대한 의존 역시 이러한 경제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암호원장 기반의 암호통화 및 토큰은 경제 혁명의 다음
단계입니다. 이것들은 운영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신뢰할 수 있고 건전한 수학적
모델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의존성을 가장 제한적인 잔여 차원에 국한시켜
줄입니다(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증거들은 새로운 정보 경제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신뢰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보안이
적용된 가치의 전송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방어해야 하고 완화시켜야 하는
공격 벡터는 1) 모델의 올바른 설계 및 구현, 2) 사람과 모델 구현 간의 상호 작용을
위한 프로세스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모든 악용 사례는 이
두 범주 중 하나의 실패로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엔진이 의존했던 물리적 서명, 신용장, 은행 송금 문서 및 기타 예전의
신뢰 부여 방식은 인증을 증명하기 위한 공개 키 암호화 및 거래 수행 권한과 비교하면
우스꽝스럽고 사소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속도와 효율성에 내재된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악용에 대한 노출은, 일관된 프로세스 보안이 적용되는 한 적절하게 제어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익을 제한하는 강력한 프로세스와 한계가 있다면
비용이 비교적 큰 모델의 사소한 결함은 실제적으로 악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위험의 강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인터넷 효율성의 큰 가치가
이러한 매력적인 타겟에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모델의
정의에 대한 순진한 믿음과 이를 구현하는 데 사용된 기술의 미숙, 상호 작용
프로세스의 부적절성을 완전히 평가하지 못하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지원하는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높은 프로파일의
악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otNow는 HotNow 경제 내에서 HTKN의 생성 및 발행, 운영적인 사용 및 이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보다 책임있고 정보에 입각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고 경험이 부족하여 손실을 입은 예전의 개체들과 달리, HotNow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현재 상당 시간 동안 자사 시스템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자금
이전을 잘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보안 및 안정성은 기존 비즈니스에 설계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개선 및 확장되고 있습니다. 보안은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는 핵심 프로세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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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원장 구현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도구가 작성되는 미숙성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근본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기본 언어인 솔리디티의 필수 특성과
큰 임피던스 불일치가 존재하는 비동기 분산 액터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실행시
동시성 모델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며 또한 완전히 모델링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설계에서 이러한 고려 사항을 다루어야 하고 인간 프로그래머가
만든 모든 코드에서 런타임 테스트를 추가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구현의 정확성을 어렵고 비싸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이전의 ICO 및 ITO에 대한
계약서 및 소스 코드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조직은 이러한 노력에 대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발행물에 대해 추가 악용이 분명
계속될 것이며, 이로 인해 참가자의 가치 손실 및 이러한 결함 시스템에 의존하는
조직의 잠재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otNow는 형식 증명 모델과 경험적 테스트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정확성, 보안성,
탄력성 및 용량을 보장합니다. 저희는 NASA의 Apollo 프로그램, 항공 산업 및 텔레콤
산업을 포함한 임무에 핵심적인 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은 , 프로세스는 물론
컨트랙트들이 내재해야 하는 실행 모델을 보다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최신 기술을
사용합니다. 저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팀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HotNow의 트랜잭션 프로세스는 단일 상호 작용이 생성할 수
있는 값의 양을 제한하고 논리 방화벽과 시간 지연을 통해 단일 마이크로 서비스 또는
트랜잭션 기능에 대한 프로세스 또는 구현 실패의 전파를 격리시키는 전송 방화벽을
명시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은 HotNow, 고객 및 모든 경제
참여자의 서비스 기능과 안전을 향상시키면서 지속적으로 평가 및 업데이트되며, 모든
사용자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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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HotNow 네트워크 - 요약

HotNow는 건강한 경제가 되고자 하며, 더 큰 거시적 경제에 실질적이고 정량화
가능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HotNow는 기존 중앙 은행 주도의 전통
경제 및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젊은 토큰 경제로부터 얻은 험난한 교훈을 배웁니다.
HotNow는 활동을 장려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할 때 가상 경제 , 특히 프리
미엄(freemium) 게임 경제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기술과 과학을 만들었습니다 .
사용자가 만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사용자에게
돌려줍니다.

이 관심경제의 시대에[25], HotPoint 등급 도달 및 미션 완료(예를 들어 원거리 딜
이용을 통한 지출 분산에 기여)에 기반한 순위표, 배지 및 상태, 실제 경품 및 무작위
추첨 이용과 같은 기능은 네트워크의 새로운 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경험의
핵심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HotNow 네트워크는 (문자 그대로) 가장 예외적인 거래를 찾는 소비자 대부분이
HotNow의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맹점이 가장 훌륭하고 매력적인
거래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가장 큰 가치(즉, 가장 큰 할인)를 주는 생태계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HotNow는 개발도상국, 밀레니얼 세대 및 가맹점을 비전의 핵심에
놓고 설립되었습니다. HotNow는 구성원 및 참가자에게 독특하고 탁월한 가치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로 성공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는 트래픽과 볼륨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와 지원
기능을 요구될 것입니다(Analytics와 PR은 두 가지 분명한 예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여자는 그 자체로 생태계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HotNow는 하나의
경 제 가 될 것 이 며 , H o t N o w 의 생 태 계 는 구 매 자 와 판 매 자 가 그 들 에 게
강요당하기보다는 참여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 HotLoya l ty™와
HotPoints™는 이 네트워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HotLoyalty™는 가맹점을 위한
서비스로서, 간단한 스마트 컨트랙트 이용만으로 네트워크 코드 내에서 규칙을
프로그래밍하여 소비자의 반복 방문에 대한 HTKN 보상을 가능케 합니다. HotPoints는
HotNow가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모든 회원에게 보상하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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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HoToKeN™ - 요약:

저희는 HoToKeN™이 가까운 시일 내에, 또는 중기적 기간 내에 법정통화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HotNow의 생태계에서 HTKN은 가맹점이 제공할 수 있는
최저가 딜 및 판촉행사인 "Best for Stuff"에 대한 액세스 허용 토큰이 될 것이며 스마트
가맹점에게는 진정으로 가격 탄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더 나중
단계에서, 즉 HTKN의 가치가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안정될 때만이 HTKN이
일반인을 대신하여 모든 네트워크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경제 이론, 사실 및 정확성 측면에서 가능한 가장 광의의 합의를
보여줍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사회적 혜택에 대한 토큰의 기본적인 영향을 정의할
것입니다. 이 영향에 대한 정의는 주로 소비자 잉여가치와 예상되는 가맹점 매출
증가에 관련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P1에서 P2로 낮추는 프로모션에 액세스하는 HTKN 사용
소비자에 대한 부가가치는 영역 a + b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들의 주머니"에 대한
이점이 보장되며, 이에 따른 HTKN의 가치가 정량화됩니다. 소비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의존하는 가맹점들에게 이 사례는 더 복잡합니다. a < d 인 경우, 가맹점은
이익 증가를 보고 HTKN을 (적어도) 단위당(Q1)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a > d인 경우는
분명히 반대이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HotNow가
D1에서 D2로 이동함에 따라 소비자 수요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화된 앱이
D3으로 대표되는 소비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중요한 특성(예: 기울기)을 변경하여
수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HotNow 생태계에서, 모든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대한 액세스 토큰으로 HTKN을
핵심으로 삼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HTKN을 통해 대금을 지불할 수 있지만, 반드시
소비자와 가맹점이 서로 공유하여 분석 및 모델링할 의향이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해야
합니다. HotNow 네트워크에 대해 저희가 제안한 권한 부여 블록체인 솔루션은
데이터가 수정될 수 없고 공개 프로토콜에서만 생성되며, 블록체인의 특정 채널의
모든 구성원은 항상 자체 데이터에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되지만 ,
관련없는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HotNow의 네트워크에서 경제 활동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으며, 여기에 제시된 솔루션은 네트워크 상의 모든 개체들의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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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 HotNow - 요약:

저희의 비전이 Google 및 Facebook과 같은 거대 기업이 이룬 것과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놀라운 비즈니스, 플랫폼 및 자체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위에 비즈니스 및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HotNow의 장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들에게 최상의
프로모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HotNow는 앞서 언급한 거인과 어깨를 겨룰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 자신의 특정 틈새 시장에서, 캐주얼 앱 게임을 플랫폼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모든 네트워크의 활동과 트랜잭션이 네트워크의 첨단
요소 모두를 처리하는 코드로 개방형 규칙 프로토콜로 하나의 블록체인 (유형) 원장에
기록됩니다.

네트워크의 "존재할 권리"와 그 HoToKeN™은 플랫폼이가맹점 및 구매자에게 주는
혜택에만 의존합니다 . 모든 (실제) 토큰과 다른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 기반
생태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저 바깥에 있는 대부분의 ITO/TGE와는 달리 ,
HotNow는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제는 커뮤니티가 되어 이 목표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HotNow는 Axion Venture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초기 기여자 및 채택자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림으로써 목표 달성 및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HotNow의 HoToKeN™ ITO는 기여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얼마 되지 않는 드문 상품
중 하나이며, HoToKeN™ 자체는 선명한 가격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임화는 모든 이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26].
HotNow의 앱은 게임화될 뿐만 아니라 HotPoints™를 가상화폐로 사용하여 계속
성장하는 캐주얼 게임으로 가득 찬 경기장이 될 것입니다. HotNow의 사용자는 서로
또는 게임을 상대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 게임도 차후 단계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모두 HotNow의 ITO/TGE의 시장 및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HotNow는 다른 생태계가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가 될 네트워크 앱과 지원
블록체인 기술을 올바르게 구축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가 거대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용자 획득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코인/토큰 발행을 통해 대중의 지원이
필요한 모든 상품과 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 사용자 기반이 확장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HotNow가 출범 이후 줄곧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또 다른 과제이며,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서 네트워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원이 할당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HotNow의 자금 모집에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은 네트워크를 최대한 크고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즉, HotNow의 네트워크가 ITO 중 더 많은
거래를 받고 생태계와 네트워크의 앱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기능과 개발이 구현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HotNow 및 HoToKeN™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ITO 및 생태계 로드맵에 관한 보다 자세한 기술 정보가 소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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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Todd Bonner : 회장
Axion Ventures Inc.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이자 Axion Games의
이사입니다. Bonner는 연속창업가,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 우버
투자 은행가로서, 이동통신, 보험, 부동산, 가맹점 뱅킹, 기술산업
등에서 다양한 스타트업과 투자를 통해 주주 및 파트너에게 막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30건 이상의 IPO를 주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 그의 평균 IRR은 경력 22년 동안 총 투자자본
US$ 5억1백5십만에서 45.20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Nithinan Boonyawattanapisut : 최고경영자 & 창립자
연속창업가, 숙련된 경영인, 전문 트레이더로서 게임 및 기술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략 방향,
현장 운영, 투자 및 기업 가치 평가 측면을 결정합니다 . Ms.
Boonyawattanapisut은 현재 True Axion Interactive의 최고경영자
겸 회장, Axion Interactive의 관리이사, Axion Games의 전무이사,
Red Anchor Trading Corp.의 이사를 맡고 있으며 위 기업들을 모두
공동 창립했습니다.

Varoon Aroonsit, 최고운영책임자
Pronto Marketing의 디지털 마케팅 경력을 시작으로, Groupon의
마케팅 컨설턴트 재직 후 HotNow에 합류했습니다. Aroonit은 신흥
시장에서 효과적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을 위한 고객과 비즈니스
요구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rachya Gorpaisarn, 최고기술책임자
소셜 애플리케이션, 멀티 플레이어 온라인 게임, 거래 및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복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탄탄한 배경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10년여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G o rp a i s a r n 은 Ho tNow 입사 전에
PromptNow에서 근무하면서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규모 멀티
플레이어 PC 온라인 게임의 프로젝트 리더로 활동했습니다.

XVI. 팀 및 고문

Mark Vange, 최고기술고문
기술 중심의 조직, 기존 및 비 전통적 통신 프로토콜 및 지적 재산
구현의 급속한 성장을 관리하는 회사 건물, 개념화를 전문으로 하는
연속 기술 기업창업가. Mr. Vange는 13세의 나이에 첫 번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Electronic Arts Interactive의 최고기술책임자였던
그는 현재 자신이 공동 창업한 FighterBase Publishing 및 Trajectory
Games를 인수하고 최고경영자가 되어 EA의 모바일, 소셜 및
온라인 상품 및 플랫폼의 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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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e Sukasem : 마케팅 매니저
천부적 재능을 가진 헌신된 사람으로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는
지난 5년 간 기술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결합하여 적절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연구 및 구현함으로써 브랜드 가치와 신뢰로
플랫폼 성장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Noppanut Saothayanan : 마케팅 고문
홍보 및 광고 전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배경을 가진 전략기획자.
Saothayanan은 Ogilvy Public Relations에서 근무할 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현지 및 국제 고객을 대상으로 전략적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 그는 현재
HotNow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hristopher Jon Peter Bagguley : 최고재무책임자
기업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 운영을 지휘하는
입증된 전문성을 갖춘 탁월한 임원. Bagguley는 관리, 재무 및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과 팀을 관리하는 입증된 경험에 바탕한
선도적인 전략 기획 이니셔티브 및 운영 턴어라운드 경력이
있습니다. Bagguley는 Axion Ventures Inc.의 최고재무책임자 겸
True Axion Games 및 Axion Interactive 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Boaz Yemini : 최고경제고문
Yemini는 경제학 석사학위자로서 기관경제학, 중앙 은행 및 통계
(기계) 학습을 연구했습니다 . 그는 등록 트레이더로서 초기
경력을 쌓았으며, 알고리즘 트레이딩 회사들에서 연구개발 팀
리더로 일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
2013년부터 그는 외환마진투자, 광고기술 및 캐주얼 게임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해왔습니다 . Yemini는 게임경제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암호화 토큰 경제 창출에 자신의
경제 및 통계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Benjamin Scherrey : 네트워크 보안 고문
Scherrey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시스템 설계자로서 34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 그는 1989년에 첫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며 IBM, Internet Security Systems, Thompson Reuters,
Scientific Games 및 Ericsson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해왔습니다. 기민한 팀 구축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는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안, 기술의 영향, 공간에 대한 개인 이용,
안티프래질리티(anti-fragility)에 집착하며, 재미로 강력한 타입
체계를 가진 컴퓨터 언어를 디자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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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ashi Katagiri : 비즈니스 개발
프랑스 증권 회사에서 12년간 경영팀장 및 일본 주식의 수석 매매
트레이더로 일했습니다 . Katagiri는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사내에서 독창적인 판매 상품을 개발하고, 외부의 정보 공급업체에
자문을 제공하고, 이 회사들과 함께 새로운 매매 트레이딩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일본의 증권회사에서 기업 금융 부서 및
기관 영업부에서 근무했습니다.

Mark Henry Saft : 비즈니스 개발
비즈니스 개발 경험이 풍부한 경영자로서 , 일본 , 북미 및
동남아시아에 본사에서 많은 임원 경력을 쌓아 광범위한 글로벌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Saft는 2000년 일본에 본사를 둔 경영
검색 회사인 The Ingenium Group, Inc.을 설립한 바 있으며
1995년 그의 임원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전문가로
광범위하며 다양한 산업의 고위 간부를 역임했습니다. Saft는 현재
True Axion Interactive의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Sebatiao D’almada Remedios : 비즈니스 개발
강력한 에너지와 풍부한 인맥의 비즈니스 개발 및 판매 이사.
HotNow에 합류하기 전 Remedios는 홍콩 및 일본의 식음료 유통
및 재생 에너지 사업을 소유 운영한 뒤 기술 투자 및 개발로
분야를 변경했습니다. 그는 전략적 및 재정적 파트너십의 수급 및
협상에 고도의 숙련도를 자랑합니다.

Jason Corbett, PhD. : 변호사
기업 거래 변호사이자 진정한 기업가로서, 장기적 성공에 대한
장기적인 관계와 충성도를 중시합니다 . 캐나다의 가장 큰
법률회사에서 법률 및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Corbett는
법률, 금융, 음료 제조, 호텔, 환경, 전자 상거래 및 전문 컨설팅
분야의 소기업 및 신생 기업에서 포춘 등재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을 다룹니다.

Kirit Sælensminde : Network Security Advisor
A software engineer with 34+ years of experience under his
belt in object oriented methodologies, design and
development; multi-paradigm software development
techniques; multi-threading and concurrency issues and
implementations; teaching and mentoring. He does
everything from low level device driver code to full system
architecture design and requirements capture. He writes
software in Python, C++, JavaScript, SQL, Objective C and
ActionScript and at the moment writes a lot of Django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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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don Ross : Gamification Lead
20+ Years in the Interactive Entertainment Business. Mr. Ross
worked hands on with over 50 game titles: Millions of Unit
Sold. Examples of his works are Grand Theft Auto,
Championship Manager (Football Manager), Littlest Petshop,
Petz, Leapster, LEGO and many more too numerous to
mention. He is highly experienced in Game Design,
Monetization, Business Development, Production Management
and Due Diligence.

Marco Robinson : Special Advisor
#1 Bestselling Author of 2 books , Award Winning
Entrepreneur, (2009 Entrepreneur of the Year), WINNER of the
I-property People's Choice Award Best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Singapore 2014/15. Pioneer of NAKED
Technology, the world's first asset backed cryptocurrency with
its own eco-system fully powered by revolutionary Blockchain
technology, which allows consumers to save up to 50% on
their most popular spending ha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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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 로드맵

2014년~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4년 11월
2015년 8월
2016년 2월

2016년 11월

• HotNow 인큐베이션
• HotNow 알파 출범
• HotNow 베타 출범
• Axion Ventures, Red Anchor Trading 

Corp.로부터 지분 매입

3월
7월
10월
11월
12월

• HotNow 공식 출범
• 5십만여 다운로드 및 4만여 가맹점
• iOS App Store의 Featured App 선정
• HoToKeN 백서 간행
• ITO/TGE 특별판매 시작

Q1

Q2

Q3

Q4

• ITO/TGE 특별판매 완료
• ITO/TGE 시작 및 완료
• HotNow 게임화 버전, HoToKeN Wallet과 함께

배포
• HotNow 소비자 획득 목표 1백만 이상
• HotNow 가맹점 획득 목표 1백만 이상
• 가맹점용 HotNow 앱 통합 CRM 버전 출시
• HotNow에 캐주얼 게임 통합
• 자카르타 지사 개소
• 모든 네트워크 기능에 대해 허용된 블록체인 베타
• 백서에 명시된 비전 실현

Q1

Q2
Q4

• HotNow 소비자 획득 목표 5백만 이상
• HotNow 가맹점 획득 목표 2십만 이상
• 마닐라 지사 개소
• HotNow 소비자 획득 목표 1천만 이상

Q1
Q2

• 도쿄 지사 개소
• HotNow 소비자 획득 목표 2천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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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I. 토큰 발행, 판매 및 펀드 할당:

10,000,000,000(1백억)개의 HTKN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생태계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보장합니다. 첫째, 그 양은 생태계의 성장 능력을 보장합니다. 저희는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정확한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 중 하나를 구현합니다. 즉,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돈의 양도 증가해야 합니다. HotNow는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는 측면, 특히 암호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돈 인쇄"를 단순히 프로토콜의 문제일 뿐
실제 수량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균형이 유지되는 한, 경제 활동은
돈으로 뒷받침된다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쟁점은 십진법과 나노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HotNow는
첫 날부터 가능한 "가장 저렴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HTKN 거래의
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생태계가 성장함에 따라 가맹점이 시장에서 가치가
높아질 것이므로 HTKN 또는 소액에 대해 더 많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시나리오와는 정반대로, 저희는 HTKN이 껌 구매나 단추 달기 같은 소액 거래 서비스
수수료 같은 프로모션에 대한 이용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원하고 선호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예약판매 및 I TO의 하드캡은 모두 3 , 0 0 0 , 0 00 , 0 00 ( 3 0억 ) HTKN입니다 .
500,000,000(5억)은 네트워크의 직원을 위해 할당되고 , 나머지는 HotNow의
기초준비금에 할당되며, 경제 활동 수준이 정당화되고 운영 균형이 고갈되는 경우에만
생태계에 주입될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토큰 경제 성장과 유통되는 토큰의 수, 이 둘
간의 상호 지원 간의 건전하고 건전한 상관 관계를 보장합니다. 이 두 발행 중 HTKN의
특별할인가는 HotNow의 현재 거래당 최소 할인액(최소 할인 가능 금액)의 1/10인
$0.10입니다. 11월 24일부터 시작되는 비공개 예약판매와 공개 ITO 구입시 HTKN 초기
구매자는 최대 65%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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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X. 위험 요인

잠재적 기여자는 HoToKeN™ ITO에 자금을 기여할 때 발생하는 고유의 위험에 다음을
포함하나 그에 국한되지 않는 목록에 따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약점의 위험성 : 기본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예: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아직 초기 개발 단계이며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HTKN가 중단되지 않거나 오류가 없도록 생성 또는 배포하는 프로세스, 특히
소프트웨어가 특히 자금 및/또는 HTKN의 완전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
취약성 또는 버그를 포함할 수 있는 내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보장 또는
서약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암호학적 약점의 위험성: HotNow Platform 및 HTKN과 같이 종속된 블록체인과
모든 소프트웨어는 암호화 솔루션의 효과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암호
기법은 진화하고 있으며 절대 보안을 항상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코드 크래킹과
같은 암호 기술의 진보 또는 양자 컴퓨터 개발과 같은 기술적 진보는 HotNow
Platform 및 HTKN을 포함한 모든 암호 기반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보유한 HTKN의 도난, 분실, 실종, 파괴 또는 평가 절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규제 관련 위험성: 블록체인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특정
사법관할지역은 스마트 계약 시스템의 현재 설정과 상반될 수 있는 기술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다루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단,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 및/또는 HotNow Platform의 해지 및 사용자가 보유한
HTKN의 손실 또는 평가 절하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불충분한 정보의 위험성: HotNow Platform은 매우 초기 개발 단계에 있으며 철학,
컨센서스 메커니즘, 알고리즘 , 코드 및 기타 기술 사양 및 매개 변수를 자주
업데이트하고 지속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백서에는 백서 발행일의 HTKN과
관련된 최신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완전하거나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HotNow가 수시로 조정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HotNow는 사용자가 HotNow
Platform 개발의 모든 세부 사항(진행 일정 및 예상 일정을 포함하여 일정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을 사용자에게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게시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사용자에게 때때로 나올 수있는 HotNow 플랫폼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적시적
또는 전체적 액세스 권한을 꼭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포기의 위험성/성공의 부족: HTKN의 발행 및 배포 및 HotNow 플랫폼의 개발은
대중의 관심 부족, 자금 부족, 상업적 성공 또는 전망 부족(예: 경쟁 프로젝트로 인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포기될 수 있습니다. HTKN은 출시 직후에 널리 보급되거나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 HTKN과 HotNow Platform은
장기적으로 소외된 채로 남아 극히 일부 사용자에게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HotNow Platform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개발되어 출시되었다고 해도
사용자가 자신이 보유한 HTKN을 통해 혜택을 모두 받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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