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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vious generations of blockchain had led the way in creating a trust-free, independent

virtual economy. From the foundation of Satoshi’s peer-to-peer transaction model introduced

in Bitcoin, to the implementation of smart contracts and the exchange of assets in Ethereum,

blockchain technology has proven to be a next headway into how people, businesses and

industries across all spectrums interact in the everyday economy.

OHWE and blockchain platform stands as the first to bring radical change and solutions to the

blockchain while remaining faithful to the basics. It introduces true dispersion as well as a fast

and reliable Peer to Peer Transaction Validation system. This is achieved by using the Peer to

Peer Distributed Database Management System (DDMS) through the installed wallet software.

By eliminating data concentration on the central server, OHWE optimizes transaction processes

and verification speeds so that blocks can be handled effectively. It also cuts on CPU energy

consumption while maximizing security efforts to protect assets and value across the

blockchain. Through all of this, OHWE is the first to achieve a Multi Trading blockchain

platform that is scalable across all size of industries and can be developed to flexibly meet

corporate needs with complex data structures. OHWE is the future of blockchain development

and will help user in a new age of cryptocurrency.



The foundation of Blockchain is to validate transactions by connecting the addresses of each

user.

Our aim is to realize secure system operation through a true Peer To Peer (P2P) method, which

requires employing appropriate network technologies for distributed ledgers and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coin systems. To achieve this, we developed OHWE Token, a small-scale system

equipped with a transaction function in the wallet. The proposed system exchanges verification

of system users, and most importantly, employs a central system that verifies the key values

that are generated during transactions.

The system processes the exchange of currency between parties in Peer To Peer transactions,

and the keys generated in every exchange are distributed to trader A, trader B, and the central

system. Only the Write function is available for keys recorded in the central system, and these

keys are processed through a warm data recording method which does not allow update or

delete functions.

Even if users change some keys during their exchanges, transactions can be validated by

matching the keys recorded on the central system

Introduction

Utility and application of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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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계경제의 동향과 트랜드

소비자 공유 콘텐츠 플랫폼

Ohwe Platform에서 Ohwe Coin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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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Solution
Wizbl

OHWECOIN는오위 생태계(OHWE ECO)에서 사용되는암호화폐입니다.

우리는 오위 플랫폼 생태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OHWECOIN을 사용하여, 가상화폐세계
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인과 사업자, 상업서비스와 금융서비스, 온
라인 서비스, 법률 서비스, 계약 서비스, 유통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일어나는 거래에서 모든
참여자가이익을공유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블록체인본연의기능을실현하였습니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어 실생활 콘텐츠 공유 오위 플랫폼 생태계을 이용한
다양한서비스를이용할수 있습니다.

코인의 특징

1) 발행한도는 3,300,000,000개 이며, 그 중 일부는 오위플랫폼에 매각하여, 오위플랫폼
에서 코인의 ①사용자수 확장 ②사용처 발굴 ③현금화 안전자산 적립에 사용합니다.

2) 스크립트(Scrypt) 알고리즘 기반의 오위 코인은 기존의 SHA-256 사용한 암호화폐보
다 최대 20배 이상 빠른 블록 생성 시간과 ASIC 저항성으로 신속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3) 기존의 지분 증명(POW)방식의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 채굴 방식으로 85%
의 코인을 채굴하여, 오위 플랫폼 생태계에서 콘텐츠 활용 및 보상으로 코인을 적극 사
용할 것 입니다. 또한 불안정한 코인 가격 변동 유지를 위해 재단 설립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4) 15% 코인(4억 9천 5백만개)은 POW 배포 방식인 GPU, CPU 및 AISC를 사용하는 대
신 새로운 배포 방식으로 특별한 장치 없이 사람들에게 공정한 분배할 수 있도록, POW
와 POS 장점을 결합한 오위 코인의 자체 참여형 채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5) 코인 채굴은 약 100년이 지난 2120년 채굴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긴 채굴 기간과
채굴 보상을 20 오위코인으로 고정하여 오위플랫폼 생태계에서 거래 시 코인 가격 변동
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6) 안정적인 코인 가격 유지를 위해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반감기 제거와 거래에서 발생
하는 낮은 수수료를 통해 참여자들간의 거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7) 블록은 평균 2.5분마다 생성되면, 3.5일 간격으로 1개의 블록 생성되는 평균 주기에 따
라 난이도 조절하였습니다. 낮은 난이도와 빠른 블록 생성 속도로 오위 생태계에서 발생
하는 트랜잭션의 딜레이를 줄였습니다.

8) 네트워크 사용량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높은 수수료와 느린 전송 속도를 블록 사이즈 증
가시켜 참여자들에게 원활한 거래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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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사용자간 Transaction을처리하기위해기존의코인및거래소는적재되어있는블록의연결고리
및사용되는Gas를추출하기위해대조하는방식을사용하여거래당사자간의 Transaction을 처리하기위해
많은지연시간을소비하고있었다.

이에방법에대한문제로는해당 Transaction의검증주체를중앙화에의존하여처리하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
고, 이방법은보안에대하취약한것으로밝혀져있다.

거래간의 Transaction을처리하는주체를각Node에분산시키고이Node들이검증한값을중앙서버에서검
증하는방식으로변경하였으며, 이Node들이가지고있는검증알고리즘을수시로업데이트하여사용자의
Crack공격에대비하고있다.

해당 Transaction의분산으로인하여 Transaction을처리하는Node들이많이생겨날수록거래의증명및처리
속도가증가되며거래당사자간보유하고있는블록은본인의지갑에서만확인하여야하며그검증알고리즘
은서버에서실시간업데이트된최근알고리즘이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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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우Node 단절이일어나더라도Node에연결된Maintenance의연동또는다른Node의연결에대한
경우의수가 있어 Peer to Peer 방식의자체Wallet 거래검증에대한불안정성을해소하였다.
각Node가증가할수록블록의거래검증및처리되는속도는지속적으로확장된다.

A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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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hwe Coin의확장성

1) 목적 암호화폐

2) Blockchain Mash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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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hwe eco Information

1) 오위 블록체인 및 데이터 저장

2) Platform과 Ohwecoin

3) Riskless Asset

4) 위조방지/원산지증명

5) 문화예술 콘텐츠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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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레이어

쇼핑 P2P거래 영화 마진이 발생 되는
모든 유통 거래

컴포넌트
레이어

제조 및
제작

유통 및
보급

거래 제품 식별 정보

Data Router 

블록 체인
제품 식별 정보

(상품 및 상품 식
별 번호 등) 

거래자 정보
(암호화 데이터
로 저장) 

분산 데이터
레퍼런스

블록체인
레이어

분산 데이터
저장소

분산 데이터 저장소

Ohwe Information 
오위(OHWE) 플랫폼은 유/무형 상품의 생산과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 거래의 선순환 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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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서비스 레이어

오위플랫폼을 통해서 제조>유통>거래가 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여 각종 서비스에 활 용하고

구현 되는 레이어이다. 서비스 레이어에서는 오위생태계(OHWE ECO)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모든 기업들이 참여한 다양한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이 운영된 다. 연결된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사고, 제조 / 원산지, 제품 정보 등 광범위한 관련 데이터는 컴포넌트

레이어를 통해, 블록체인 레이어로 저장된다.

● 3.1.2 컴포넌트 레이어

서비스 레이어는 오위플랫폼 생태계(OHWE PLATFORM ECO) 안에서 제조, 제작부터 소비가

이루어 지는 모든 마진이 발생되는 거래에 대해서 오위코인을 접목시켜 데이터가 블록체인 네트

워크로 접근하는 모든 거래 매개체를 일컫는다. 오위 플랫폼의 모든 서비스들은 이 서비스 레이어를

통해서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독립적인 메인넷을 구성하여 신속한 유통 거래, 거래 분류,

핵심 데이터 저장 및 분류 등을 수행함으로써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과부화를 막고 거래의 신속성을

유지 할 수 있다.

● 3.1.3 블록체인 레이어 및 분산 데이터 저장소

블록체인 레이어는 오위생태계(OHWE ECO)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거래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레이어 및 분산 데이터 저장소에 기록된다. 이 정보는 상품이 제작되는 과정 부터 거래가 이루어

지는 모든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정보 및 사건, 거래기록 등을 의미한다. 제품의 제조 / 제작 정보

및 사고 / 가품 또는 허위 상품 / 유통 과정상의 정보 및 사고 등 소비자가 하나의 상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모두 중요한 정보이고 블록체인 레이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정보는 블록체인 레이어에 저장하여 변조 및 위조의 위험이나 기타 해킹 및 서버 장애에

의한 에러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오위 플랫폼의 모든 데이터를 보관하게 되는 블록체인 레이어는

스크립트 기반으로 메인넷을 등록하여 독립적인 오위 블록체인망에서 기록되고 관리할 것 입니다.

또한 기록된 데이터을 분석하고 분류하여 활용 및 사용이 낮은 데이터들은 따로 분산 기술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레이어의 과부하를 줄이고 효율을 높일 것 이다. 그래서 분류된 활용 및 사용이

낮은 데이터들은 별도의 분산 데이터 레이어에 저장하도록 하고 분산 데이터 레이어의 데이터들은

암호화 되어 저장되고 소유자(거래자), 또는 거래 과정에 대해 관여한 자, 또는 권한을 위임하여

얻은 개인이나 회사만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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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블록체인

오위(OHWE) 플랫폼은 모든 기반 데이터를 저장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블록체인 / 분산 데

이터 저장소 두 단계로 나누어 저장된다. 초기 테스트 및 초기 활용 단계에서는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오위 생태계(OHWE ECO)내 에서 기록되는 거래 데이터를 블록 체인에

저장하여 기록할 것이다. 하지만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블록 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에는 오위 생태계(OHWE ECO)의 데이터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오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확장할 것이다.

오위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메인넷을 통해 기록에 대한 데이터 블록의 증명 및 확인(confirm)을

담당하는 채굴자(miner)들에 대한 보상 및 수수료를 통해 참여자들의 수익 향상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용량이 큰 블록에 대해서도 신속한 거래가 이뤄지고 블록 생성 주기 및 트랜잭션 처리

속도에 대한 개선도 함께 진행 될 것이다.

●3.2.2 분산 데이터 저장소

오위 생태계(OHWE ECO)에 저장되는 데이터 중 사용 및 활용이 낮은 데이터 또는 비효율적으로

큰 용량의 데이터들은 별도의 분산 데이터 저장소를 운영하여 저장된다. 이러한 이유는 중앙 서버의

오류로 인한 손망실 또는 거래 속도 저하, 기타 블록체인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대 비하고자

별도로 운영된다. 또한 안정적인 분산 데이터 저장소 운영을 위하여 분산 파일 시스템 (IPFS)과

같은 프로토콜을 개선하여 접목 시킬 것이다.



01

●3.3.1블록체인 / 분산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는 데이터 구분

오위(OHWE) 플랫폼은 생산부터 소비가 이루어지는 오위 생태계(OHWE ECO)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고 저장된다. 이 데이터 규모는 방대한 규모로 기록되기

때문에 관리에 정보 제공에 필수적인 데이터와 사용이 적은 데이터를 구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위(OHWE)플랫폼에서는 생산, 유통, 소비의 구간별로 핵심 정보, 특수한 상황, 거래에

관한 정보들을 구분하고 이를 위한 저장소(블록체인, 분산 데이터 저장소)를 분리함으로써 블록

체인 네트워크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다.

1. 코인 2. 제조/제작 3. 유통 / 배급 4. 소비자 (구매자)

전자지갑 1

전자지갑 2

제조 / 제작사

제조 / 제작 품목 정보
제조 / 제작자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유통 / 배급사

상품의 위/변조 여부
유통 및 배급 정보
상품 정보 등. 

소비자(구매자)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제조/제작 및
유통/배급 정보

1. 전자지갑 간 코인 거래에 대한 모든 기록
2. 제조 / 제작에 관한 데이터
3. 상품의 위/변조 및 유통/배급에 관한 정보
4.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제조/제작 정보, 유통/배급 정보, 제품 정보

블록 체인

제조 / 제작 유통 / 배급 소비자 (구매자) 상품 / 컨텐츠

제조 / 제작 품목 정보
제조 / 제작자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요약 데이터

상품의 위/변조 여부
유통 및 배급 정보
상품 정보

요약 데이터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제조/제작 및
유통/배급 정보

요약 데이터

상품 / 컨텐츠 관련
식별 정보

요약 데이터

오위(OHWE)플랫폼을 통해 저장되는 핵심 정보는 블록 체인에 기록/저장되고 다른 부가적인 정보 및
사용이 적은 데이터는 IPFS등을 활용한 분산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다.

분산 데이터 저장소

블록

분산
데이터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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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블록체인 저장 데이터

오위 생태계(OHWE ECO) 안에서 제작/제조 부터 소비가 이루어 지는 거래에 대한 중요한 데이

터와 오위(OHWE)코인의 거래정보, 전자지갑 정보, 소유자 정보 등은 메인 블록체인에 기록되 어

저장된다.

●3.3.2.1 블록체인 거래 핵심 데이터

제품 또는 유/무형의 상품의 식별정보, 제조/제작자 정보, 유통/배급자(사) 정보, 제품에 대한 진 위

여부, 원산지 정보, 제품의 거래 정보와 같은 중요한 내용들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관리된다.

오위 생태계(OHWE ECO)에 참여하는 마진이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 제품코드를 등록

하여 상품에 대한 식별정보 및 유통 정보 등 소비자(소유자)가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소유자)가 제조 및 제작 과정부터 유통 및 배급 단계를 거쳐 실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는 모든 단계에 대한 내용을 관리하기에는 블록체인에 과부화나 효율성을 저하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는 전체적인 거래에 대한 모든 기록을 저장하지만, 실제 소비자(소유자) 가 주로

확인 하고자 하는 제품 및 유/무형 상품에 대한 진위 여부, 원산지 및 유통 과정상 사고 및 이슈

여부와 같은 요약 내용은 분산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어 빠른 속도로 확인 할 수 있다.

●3.3.2.2 분산 데이터 저장소 관리 데이터

오위 생태계(OHWE ECO) 안에서 저장되는 모든 거래에 대한 데이터 중 소비자(소유자) 주로 확

인하는 데이터 또는 용량이 큰 데이터, 특정 상황에서만 필요한 데이터들은 IPFS와 같은 방식으로

별도 부산 저장소에 저장된다. 단, 구매내역, 거래자의 개인정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암호화 되어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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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오위(OHWE) 데이터의 소유권

오위 생태계(OHWE ECO) 안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은 크게 두 가지로 소유권이 나뉜다. 

제조/제작 단계에서 부터 거래가 이루어지는 소비자(소유자)에가 부여되는 데이터와 공용으로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전체 거래 절차상 부여되는 데이터의 경우 거래에 대한 직

접적인 참여가 확인 된 자에 한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공용으로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의 경

우는 직접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오위 생태계(OHWE ECO)안에서 필요 시 확인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 구분 되며 빠른 처리를 위해 분산 데이터 저장소에 IPFS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며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는 포함 되지 않은 데이터로 제작/제조, 유통/배급, 소비 에

관한 요약 정보를 나타낸다. 

●3.4.1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데이터의 소유권

제조/제작, 유통/배급, 소비자(소유자)까지 이루어 지는 거래에 연관된 정보, 진위여부, 사고 및

관련 이슈 등과 같은 오위 생태계(OHWE ECO)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에 대한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저장된다. 이 데이터는 블록체인 레이어 안에서 확인 할 수 있다. 

●3.4.2 별도 분산 데이터 저장소의 데이터의 소유권

별도의 분산 데이터 저장소에 기록되는 데이터들은 저장된 기록에 따라 직접 참여가 아닌 오위

생태계(OHWE ECO)에 참여자들이 확인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IPFS 형태로 저장되는 데이터

이다. 이 해당 데이터의 소유권은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오위 플랫폼 계정으로 소유권이 부여된 다. 

다만 소유주(개인/기업/확인 할 수 없는 오위 플랫폼 계정 소유주)의 대한 개인정보 또는 민 감

정보는 열람 할 수 없으며, 별도의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 요청을 통한 소유 주의

승인 없이는 데이터 확인을 할 수 없다. 또한 계정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본인이 만들어낸 기록에 대한 데이터 소유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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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제공

기업
(제조/유통)

소비자구매/대가지불

유통마진/이윤

거래
GLOBAL

MPN/MC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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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WE PLATFORM WEB / APP

BLOCK CHAIN

MINING POOL / PLATFORM POOL

채굴자 생태계 운영자

거래/서비스 이용을
통한 트랜잭션 발생

포인트 지급

코인 지급

코인 지급

플랫폼 풀에 연결 되어
검증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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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회사소개회원
적립
OHC

은행적립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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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위 플랫폼
회원

상품 및
서비스

오위 코인으로 투자

제안 > 체택 > 코인지급

수
익
금
코
인
투
자
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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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마스터

플랫폼
상품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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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DNS 전송/원산지이력전송

진품

위조

소비자

구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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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MCN 크리에이터 1
능숙한한국어로그들의재능을
멀티플랫폼으로펼치다!

모국
MCN 크리에이터 2
능숙한모국어로그들의나라에
신한류를펼치다!

의다원한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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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Critically     │     Think Differently     │    Think Uniquely



4. ICO 로드맵

1) 개발팀



프로젝트 대표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

NALMAT ULLAH STEEL WORKS PVT LTD

IBRAHIM NIZAMI STEEL WIRE IND PVT LTD

NIZAMI STEEL PRODUCTS MILLS PVT LTD

AL MAJEED IBRAHIM STEEL IND PVT LTD

NIZAMI  FEEDS PVT LTD

CEO/DIRECTOR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



Partners





www.ohwe.io

http://www.ohwe.io/






2018.04 

2018.04

2018.05

2018.06

2018.07

2018.08

2018.08

2018.08

2018.08

2018.08

2018.11

2018.12

2019.03

2019.04

2019.05

2019.07

2019.09

2019.10



2018.04 2018.05 2018.06 2018.07

기관 / 법인 투자

2nd
2nd Private Sale

3rd
3rd Private Sale

4th
4th Private Sale

1st

2018.082018.082018.08

1ST Pre Sale 

2nd
2nd Pre Sale

3rd
3rd Pre Sale

ICO
ICO, Singapore

1stOpen
대만 필리핀 법인 설립 예정

(총 4개국 - Korea, 
Philippines, Taiwan, 

Singapore)

2018.08 2018.082018.12 2018.11

해외 거래소 상장,
국제 거래소 등록

해외준비
국내(한국) 거래소

상장 준비

상장

2019.03 2019.04 2019.05 2019.07

1ST Master 
운영예정

2nd
2nd Master
운영 예정

BlockChain
블록체인산업화
Dapp 개발 착수

Off-line
국내/해외

Ohwe Platform
오프라인구축

시스템 가동 예정

1st Coin
해외

Ohwe Platform 과
Coin 결재 시스템 구축

2019.09

완성
국내/해외

Ohwe Platform 및
on/off 코인

결재 시스템 완성

2019.10



Thank you.

본 백서의 버전은 V 1.0.2입니다.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백서의 내용은 수정 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백서 내용이 변경 될 때마다 홈페이지에 공시 합니다.

V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