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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불스 코인의 국제특허 

[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암호화폐 개인 마이닝 시스템 (SYSTEM FOR MINING CRYPTOCURRENCY 
PERSONALLY)

[발명의 명칭]

   본 발명의 실시예는 암호화폐 개인 마이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암호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거래시스템에 접
목한 프로토콜이며, 스마트 계약을 통하여 인터넷 상의 화폐를 발행하는 시스템이다.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닌 디지털 통화의 일종으로써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관리자가 
없고, P2P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특성 중 가장 핵심
적인 부분은 이중사용문제(Double-Spending-Problem)를 해결한 블록체인에 있으며 비
트코인 이전에도 많은 디지털 통화들이 있었지만, 실제 통화처럼 믿고 쓸 수 없었던 이유는 
전자적 정보에 불과한 디지털 통화를 계속해서 복사하여 사용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정보 암호화 기술에 보상을 주는 채굴 방식을 채택하여 이중 사
용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때,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방법은 기 설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채굴되도록 제어되
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종래에는, 이용자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미리 설정된 조건을 성취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신기술이다.

   비트코인그룹은 한국 특허 5개 획득, 10개 출원 중이며,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세계 특허 
등록, 싱가포르, 필리핀 등 전 세계 특허청에 다수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세계 특허가 등록 진
행 중입니다.

   비트코인그룹은 이미 한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하였고, 
일본에도 특허를 등록했으며, 전 세계 특허청으로부터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력을 인정받
았습니다.

   비트코인그룹은 세계적인 암호화폐 개발회사이자 글로벌 리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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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B 코인의 특장점

   BTCB 코인은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
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비트코인불스를 만들어 냈습니다.

      BTCB 코인은 P2P 네트워크를 이용한 작업증명(Proof of Work, Pow)이라는 합의 알
고리즘을 채택하고 있어 보안에 강력합니다.

BTCB 코인은 비트코인과는 서로 유사하면서도 다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총 발행량은 비트코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적은 수량으로 암호화폐의 기호와 알
고리즘, 블록이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의 단점으로 볼 수 있는 복잡한 해시알고리즘인 SHA-256 대신 스크립트
(Script)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굴 난이도가 높아져 비정상적으로 전력 
소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비트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채굴이 복잡하지 않
고 단순하여 핸드폰 만으로도 채굴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10분마다 블록을 생성하는 비트코인보다 무려 4배 이상 빠르게 블록
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국특허 기술력으로 비트코인불스만 가능한 것으로, 비트
코인불스 네트워크(개별 거래를 별도의 채널(off-chain)에서 처리하고 결과값만 블록체인
에 기록하는 방식(on-chain)으로 중요 거래내역만 블록에 저장하고 그 외의 것들은 블록
체인 밖에서 처리시켜 네트워크 속도를 대폭 향상시킴으로써 거래수수료를 낮출 수 있음)
를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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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2.5분마다 새 블록을 생성하여 거래 속도 또한 4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어, 
더욱 많은 거래량을 동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비트코인불스 코인의 또 다른 장점을 부가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의 마스터 노드라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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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지분의 코인을 가지고 해당 코인을 "채굴"하는 방식입니다.

- 최초 일정 지분의 코인을 지갑에 입금 후 마스터노드의 자격만 갖추게 되면24시
간/365일 내내 채굴을 진행합니다.

- 전력 소모가 심하지 않고, 기기를 구입하는게 아닌 코인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매력
적인 방식입니다.

- 언제 어디서든 채굴 현황 확인과 출금이 가능합니다.

마스터노드란?

마스터노드의 특징

1. 프라이빗 전송 (Pricate Send)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코인 믹싱(거래 기록 감추기)을 통해 금융 정보를 보호합니다.

2. 인스턴트 전송 (Instant Send)

   비트코인불스 코인에는 일반 전송과 인스턴트 전송이 있습니다. 일반 전송은 기존 
블록체인의 컨펌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반면, 마스터노
드는 1~4초 안에 즉각 거래를 처리해줍니다.

3. 거버넌스(관리방식) 투표방식

   비트코인불스 코인은 분산형 자율조직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을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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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B 코인의 마스터노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BTCB 코인의 마스터노드는 비트코인불스의 채굴속도와 연동됩니다.

- 마스터노드가 된 순간부터 365일 매일 보상이 주어집니다.

- 보상은 BTCB 코인(BTCB Coin)으로 주어집니다.

- 보상량은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브리엘(Gabriel) : 비트코인 채굴속도  3,000% UP

라파엘(Raphael) : 비트코인 채굴속도  2,000% UP

미카엘(Michael) : 비트코인 채굴속도  1,000% UP

   BTCB코인은 마스터노드 기능을 적용시킴으로써 코인을 보유해야 할 매력적인 
이유를 덧붙였으며 이것으로 우리의 자산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비트코인불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마스터노드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BTCB코인은 일정 지분 이상 소유한 고객은 누구나 마스터노드가 되어 매일 이자로써 
BTCB 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마스터노드가 되지 않아도 CPU만으로 채굴이 가능
한 난이도로 설계됨으로써 마스터노드 외의 고객들에게도 꾸준한 수익의 길을 열어 놓
았습니다.



토큰정책



금화,  명품백,  제네시스,  10억  지급



로드맵



고지사항

▶ 암호화폐 코인은 투자로 간주되어서는 안되지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가치를 얻을 수
는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불스 코인이 시행하는 솔루션이 현실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자금 손실의 리스크 : 사업 진행 정차 중에 회수된 자금은 보증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손실 또는 상실된 경우, 구매자가 대처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공적 보험 대리인은 없습니
다.

▶ 실패의 리스크 : 사업 진행 중에 수집된 자금에 있어서,비트코인불스 코인에서 사업 
및 그 후의 모든 마케팅 활동이 실패로 끝나는 등, 비즈니스에 있어서 그 밖의 기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는 본 건에도 해당됩니다.

양자 컴퓨터의 개발 등의 기술 혁신은 비트코인불스 코인을 포함하는 암호화 통신에 위
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은 면책하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비트코인불스 코
인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코인을 구매한 당사자 자신의 책임이
며, 송명호 총회장은 당사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발행일 이후, BTCB 코인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없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그 어떠한 보증 없이 구매한 당사자에게 전송됩니다. 일부의 관할 구역에서는 
묵시적 보증의 제외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의 묵시적 보증의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
우가 있습니다.



법정고지사항

이 문서는 저희가 제안하는 술루션과 향후 플랫폼을 설명하는 개념적인 문서(백서)입
니다. 이는 언제든지 개정되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백서의 업데이트 의무화 수령인에게 어떤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연락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백서는 토론의 목적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
재 또는 미래의 어떤 가치도 보장하지 않을 것이며, 송명호 총회장은 코인의 가치가 얼
마가 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재정적인 조언을제공하지
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백서" 소개와 비즈니스 모델, 회사 그리고 비트코인불스 코인에 대한 일
반적인 개요로써 발행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관할권에 속하는 어떤 다른 규제대상
이 아닙니다. 본 백서는 어떤 종류의 문서에도 제공되지 않고, 제안에도 기여하지 않으
며 사법권 내의 어떠한 규정된 상품의 투자설명서로도 여겨지지 않습니다.

본 백서는 당신의 이 프로젝트의 참여에 관하여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어떤 계약 
또는 참여 결정과 관련하여 이 백서에 의존하여서는 안됩니다.

예외 없이, 미래 전망적 또는 개념적 서술의 성취와 합당함에 관하여 어떠한 표현이
나 보증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송명호 외에, 회사 및 또는 플랫폼 이름 및 상표의 사용은 어떠한 제휴나 누군가의 보
증, 어떤 다른 누구의 3자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본 백서는 특정 회사와 플랫폼에 대한 
설명만을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큰상장  글로벌 암호화패 거래소

LATOKEN (라토큰) 
https://latoken.com/

라토큰 암호화폐 거래소 앱 설치하기
https://play.google.com/store/apps/
details?id=com.latoken.w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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