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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블록체인으로 가능해진 분산형 기술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연결하지만 아직 이 연결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계에는 사람들이 암호화 자산 정보를 수집, 상의 
및 처리할 수 있는 단일 장소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Tela 네트워크 재단의 목표는 암호 
자산 지식을 사회적으로 모으는 커뮤니티인 Hilo를 만드는 것입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와 영향력 있는 사람까지 암호 화폐 투자에 관심 있는 모든 이가 이용할 수 있는 
Hilo는 긍정적인 피어 참여, 신뢰할 수 있는 피어 토론 및 전문가 멘토링을 촉진하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이를 위해, Tela 네트워크 재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ilo는 다음과 같은 암호 자산 마니아를 위한 최초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 사용자 데이터는 플랫폼이 아닌 사용자가 소유합니다. 

■ 플랫폼은 사용자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보호됩니다. 

■ 사용자는 좋은 콘텐츠를 얻기 위해 서로에게 보상합니다. 

■ 사용자가 자신의 플랫폼 관리에 대한 상당한 통제력을 가집니다. 

   

 



배경 
 

— 문제점  — 
 

중앙 집중식 문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 데이터 착취 - 데이터는 현대 경제에서 총 부가 가치의 증가된 부분을 
나타냅니다. 임금이나  진행 중인 통제가 없는 개인이 수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만든 보상받지 않은 가치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이 소수를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Tela 네트워크 재단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착취가 건강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며, 암호화 커뮤니티에 
자리를 잡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데이터 취약성 - 사용자 데이터로의 액세스나 저장소를 중앙 집중화하는 
시스템은 해커에게 매력적인 정보 시스템인 "허니팟"을 실수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중앙 집중식 데이터 시스템에서 공격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민감한 데이터를 노출시키고 무단 사용하게 
했습니다. 

■ 데이터 프라이버시  - 데이터 시스템의 중앙 집중식 제어는 플랫폼과 제삼자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용자 데이터를 오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 자산 매니저의 일반적인 문제 

투자자 & 열정가 

 

■ 분산 - 암호 자산 정보는 일반적으로 여러 앱과 웹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자는 일반적으로 소수의 전문가로부터 학습할 
기회가 없으며 상호 작용이 적습니다. 

 



 

■ 친근하지 않은 플랫폼 - 암호 투자자가 자산에 대해 더 보고 배우기 위해 이용 
가능한 옵션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플랫폼에서, 인터페이스의 복잡성은 종종 
사용자 경험을 약화시킵니다. 

 

■ 불투명함 - 암호 자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문 용어에 겁을 먹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소스를 거의 구할 수 없습니다. 

 

■ 유독성 - 암호 투자에 전념하는 많은 온라인 소셜 공간이 집단 내/집단 외 역학 
관계, 괴롭힘, 우울함, 공격 봇, 낚시질 및 기타 유형의 사회적 기능 장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발전형 - 암호화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종종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넓은 커뮤니티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메시지가 
쏟아지는 인기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참여자가 참여하는 것을 평가할 효율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해결책 — 
 

 

이러한 문제점이 현재 암호화 공간에서 온라인 사회 학습을 해치거나 제한하고 
있지만,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호 작용이 웹 기반 학습  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1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잘 설계된 온라인 상호 작용은 동시 다이렉트 메시지  또는 그룹 2

채팅이나 뉴스 피드와 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스트림을 통해 학습을 강력히 3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특히 경험에 따른 증거는 
크라우드 소싱 정보와 여러 소싱된 온라인 학습의 이점을 입증했습니다.  4

Tela 네트워크 재단의 사명은 암호화 공간에서 소셜 네트워크 기반 학습을 위한 
비착취적이며 신뢰할 수 있으며 통합된 솔루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재된 유틸리티 토큰 경제를 통해 게임 이론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플랫폼은 
피어 네트워크 참여를 발전시키며, 소셜 뉴스 집계, 포트폴리오 추적, 신뢰할 수 있는 

1 (Hill, Song 및 West 2009) 
2 (Garrison 및 Cleveland-Innes 2005) 
3 (Biesenbach-Lucas 2003) 
4 (Pan, Altshuler 및 Pentland 2012) 

 



피어 토론, 일대일 멘토링을 결합하여 새로운 투자자와 경험있는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 Tela 네트워크 재단 — 
 

Tela 네트워크 재단은 암호화 커뮤니티의 모든 멤버를 위해 접근 가능한 소셜 공간을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암호화 자산을 수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찰력을 학습 및 공유하고, 암호화 
시장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며, 블록체인 커뮤니티에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합니다. 

 

Tela 네트워크 재단은 사용자 통제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없이 사용자에게 
풍부한 정보 소스와 고품질로 조정된 피어를 제공합니다. 현재까지도 암호 자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가르치기에 충분한 플랫폼을 만들지 못했으므로, 
암호 자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의 정보 교환이 잠재적으로 엄청난 네트워크 
가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 Tela 네트워크 재단은 백서에 명시된 
비전을 수행하고 그 기술적인 토대를 공동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런치 파트너 

Tela 네트워크 재단은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Hilo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Hilo 플랫폼은 암호 화폐 애호가에게 공동 교사 및 시장 출처 
정보의 통합 소스를 제공하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이러한 파트너들 중 첫 파트너인 
Hilo Labs 유한회사는 네트워크, 앱 및 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ilo Labs 유한회사는 게임화, 데이터 보안, 암호화 투자, 플랫폼 설계 및 
소셜 네트워크 개발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존경받는 개발자 및 기업가 
그룹입니다. 

 

HILO LABS 핵심 팀 

 

• Monica Puchner  • Brit Morgan  • Jason Ribak 

 



• Nick Donahue 

• Vadim Fedotov 

• Robby Black  

• Ramiro Cardozo  

• Tyler Law 

• Danny Dalton 

 

 

HILO LABS 고문 및 투자자 

 

• Steve Waterhouse 

• Vinny Lingham 

• Sean Hoge 

• Emanuele Cesena 

• Angelo Adam 

• Ben N.T.Le 

• Matt McGraw 

• Matthew Roszak 

• Bill Barhydt 

• Samuel Proctor 

• Deniz Dalkilic 

 
Hilo 플랫폼 설명 

 
— 개요 — 

 

플랫폼의 중심에는 "Hilo" 토큰 또는 HILO로 알려진 단위를 사용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재단에서 배포한 ERC-20 스마트 컨트랙트의 암호 자산 구매자 및 판매자를 
위한 분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HILO는 플랫폼 기능의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사용자는 액세스 할 수 
없는 정보 경제를 잠금 해제하여, 접근할 수 없는 정보 경제를 엽니다. 이는 사용자가 
평소에 쉽게 대화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한 접근 권한과 이용 가능성이 낮은 정보의 접근 
권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합니다. 이외에도, HILO는 자신의 워치리스트, 자산 할당, 
다이렉트 메시지 응답, 판타지 암호 할당 및 비공개 그룹에 대한 다른 사용자의 

 



액세스를 사용자가 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ERC20 토큰을 사용하지 않는 국제 
거래소 및 거래 비용은 세분화된 데이터를 위한 가치의 미세 거래소와 같이 
비실용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HILO 커뮤니티는 바람직한 사용자 행동의 수익 
창출 및 소액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긍정적인 플랫폼 경험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플랫폼과 함께 작업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Hilo 인터페이스는 플랫폼의 핵심입니다. 이는 워치 리스트를 표시하고 수직 타블렛에 
따라 세 가지의 대시보드, 포트폴리오 및 디스커버리 섹션을 연결합니다. 수평 배너는 
두 개의 주요 섹션인 메시지 및 나의 프로필을 연결합니다. 아래의 각 섹션에 대한 
설명은 사용자의 직관적인 관점에서 플랫폼의 연동 기능을 설명합니다. 

 

— 대시보드 — 
 

 

Hilo 플랫폼의 포괄적인 사용자 설정에서, 사용자는 대시 보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시장 자본화 

시장 자본화 패널은 사용자에게 과거 시간, 일, 주, 월, 연도 및 사용 가능한 모든 시장 
기록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간대에 걸친 암호 자산의 총 가치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자는 이 그래픽을 스크롤하여 일일 과거 거래량 및 시가 총액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 

대시 보드에서 활동 피드는 사용자와의 관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별된 텍스트 
게시물의 실시간 스트림을 표시합니다. 관련성의 결정 요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며, 사용자가 팔로우하는 사람, 다른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게시물, 폭넓게 
댓글을 달거나 공유한 게시물 및 사용자가 이전에 관심을 표명했던 해시태그가 추가된 
게시물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는 최신 및 인기도를 포함한 다양한 보기를 
통해 활동 섹션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시물이 하나의 암호 자산과 관련된 경우, 
해당 게시물의 헤드 라인은 저작자의 이름과 해당 저작물의 향후 성과(아래의 소셜 
그래프 - 설명 항목 참조)에 관한 저자의 결정('구매', '판매' 또는 'hodl')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저작자의 잠재적 단기 성과에 관한  저자의 "최종선" 관점을 
바탕으로 작성자의 메시지를 신속하게 맥락화할 수 있습니다. 

 

Hilo 트렌드 

대시 보드는 Hilo 트렌드 패널의 Hilo 공공 섹션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된 자산을 
보여줍니다. 이 패널은 과거 일, 주, 월 또는 연도에 동안 활동적으로 논의된 자산을 
표시하도록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각 자산의 경우, 패널이 강조 표시되고 통화 표시 
가격의 비율 변경에 관한 시각적으로 간단한 스냅 샷과 자산에 대한 Hilo 활동의 비율이 
표시됩니다. 

 

하이 & 로우, 최고 활동 및 최신 

대시보드 내에 세 개의 추가 패널은 암호화 시장 활동의 스냅샷을 한 눈에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이 & 로우 패널은 지난 24시간 동안 가장 높은 퍼센트로 가치를 인정 받거나 
인정 받지 않은 여섯 개의 암호화 자산의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이 패널을 
전환하여 지난주, 지난달 및 지난해 동안의 동일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활동적인 패널은 지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거래된 여러 개의 암호 자산과 
관련된 것이 나열됩니다. 세 번째, 최신 패널에 최신 거래소 상장 암호 자산의 이름과 
가격을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 포트폴리오 — 
 

   

Hilo 플랫폼은 사용자가 자산 데이터를 사용하기 쉬운 원-탭 인터페이스로 통합할 수 
있게 하여, 여러 거래소 및 지갑으로 사일로된 자산을 보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용자는 기존 지갑 계정에서 연결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포트폴리오를 옮기며, Hilo가 

 



API 액세스 권한을 가진 계정을 교환하고, 기존 지갑 주소를 수동으로 추가하여 
포트폴리오를 채울 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연결하면, 해당 거래소의 사용자 소유권과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통합되므로 Hilo에 가입하기 전에 암묵적으로 투자한 사용자는 
Hilo의 사용하기 쉬운 분석 및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여 포트폴리오 기록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vs 시장 시세 

포트폴리오 항목에서 포트폴리오 vs 시장 시세 패널은 지난 시간, 일, 주, 월, 연도 및 
사용 가능한 모든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시간대에 걸친 사용자의 암호화 자산 성과를 
보여줍니다. 

 

총 통화 

총 통화 패널은 초보자와 노련한 상인 모두가 자신의 암호 자산 포트폴리오의 
시각적인 분석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총 소유 가치의 백분율 또는 
토글로 전체 이익/손실의 백분율을 가시화하여 사용자의 암호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내 코인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떠나지 않고 사용자는 내 코인이라는 세 번째 패널을 통해 
자신의 암호 자산 보유를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내 코인은 사용자의 지갑과 
거래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산 금액 및 알려진 거래 기록의 과거 자산에 사용자가 
지불한 순 비용과 자산의 현재 가격 및 가치를 보여줍니다. 거래 내역의 내 코인 
목록에는 사용자가 자산을 구매 또는 판매한 모든 알려진 거래, 판매 또는 구매 금액, 
판매 또는 구매 통화 가격 및 모든 알려진 관련 비용을 포함한 거래 비용이 표시됩니다.  

 

포트폴리오 공유 

일부 사용자는 자신의 자산 배분 (다양한 암호 자산에 배정된 전체 암호 자산 투자의 
비율), 워치리스트 및 다른 사용자와의 암호 판타지 포트폴리오를 공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암호 판타지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들은 모든 사용자의 팔로워와 
공개적으로 공유되거나 비공개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자산 할당, 워치리스트 및 암호 판타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청구하려는 사용자는 HILO에서 이 정보를 교환하여 지불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세스 요금 중 98%는 액세스 판매 사용자에게 갑니다. 지속적인 

 



플랫폼 확장 및 개발을 위해 2%가 Hilo 사용자 성장 풀(UGP)로 갑니다. (아래 사용자 
성장 풀 섹션 참조). 

사용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HILO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이 설계는 플랫폼에 가장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정보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되는 가격 신호를 모든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사용자가 HILO 경제에서 
본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암호화 공간 내의 합리적인 사고 리더가 
인센티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플랫폼에 참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는 또한 유용한 
정보의 가용성을 증가시켜 사용자 채택을 유도하고, 기존 암호화 공간의 단편화와 
불투명도 및 배타적인 특성을 약화합니다. (위의 문제 섹션 참조). 

— 발견 — 
  

 

발견 목록 

발견 목록은 특정 암호화 자산 및 전반적인 자산의 성과 비교에 대한 사용자 학습을 
용이하게 합니다. 시각적인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련의 새로운 기능을 갖춘 
Hilo에서 사용자는 이름과 시가 총액, 가격, 거래량 및 7일간의 가격 변동률로 코인 및 
토큰 데이터를 쉽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이름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는 사용자가 글로벌 검색창에 거래 기호 또는 

 



이름을 입력하여 특정 자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작업 모두 자산과 관련된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엽니다. 

— 자산 세부정보 페이지 — 

 

 



소셜 그래프 - 설명 

자산-세부정보 페이지의 현저하고 혁신적인 요소는 소셜 그래프에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집계된 Hilo 사용자 감정을 추적하는 바 차트 상단의 시간을 통해 자산 가격의 
선형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사용자 감정을 추적하기 위해, 모든 인증된 사용자는 자신이 강한 감정을 느끼는 모든 
암호화 자산에 관한 콜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콜(call)은 대중의 예측입니다. 
사용자는 이어지는 24시간 동안 암호 자산을 구매, 판매 또는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여부에 따라 세 가지 가능한 콜("구매", "판매" 및 "hodl")을 선택합니다. 사용자는 
24시간마다 한 번만 콜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통화 플랫폼은 문제점에 대한 많은 요점을 확인한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행동 설계 요소 섹션 참조).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통화를 기록하고 집계하며 
소셜 그래프를 따라 판매 콜 대 구매 콜의 시간당 집계 비율을 표시합니다. 이 사이트는 
또한 사용자 콜 정확도의 집계를 유지하고, 가장 정확한 콜 비율로 순위가 매겨진 
사용자의 리더 보드를 표시합니다. (아래의 리더보드 섹션 참조).  

 

사용자는 이 그래픽을 스크롤하여 구매콜 수, 판매콜 수, 화폐 표시 자산 가격, 자산 
가격의 화폐 표시된 월별 변동 및 자산 가격의 월별 변동률과 같은 자산 관련 데이터의 
일일 기록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의 콜 합계를 클릭하면, 사용자는 
Hilo 사용자가 그날 최고 순위를 기록한 구매 및 판매 지향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뉴스 피드 섹션 참조). 

 

소셜 그래프 - 기능  

소셜 그래프에는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는 특정 날짜의 중요한 뉴스 또는 
정보에 가격 변동이 발생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에 어떤 정서가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사용자는 이 기능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암호화 자산의 시장 가격과 시각적으로 나란히 놓여 있으므로, 소셜 
그래프는 Hilo 커뮤니티가 Hilo 사용자 감정과 시간이 지남에 따른 특정 자산에 대한 
암호 자산 가격 간의 시간차 흐름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셋째, 소셜 
그래프를 통해 사용자가 정확한 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기적 집계가 
가능하므로, 사용자는 특정 암호화 자산의 가격 변화를 예측하는 데 성공한 다른 
사용자를 식별하는 수단으로 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피드 

뉴스피드 패널은 검증된 사용자에게 특정 암호 자산에 관한 생각과 결과 및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문제의 자산과 관련하여 통화를 게시한 
사용자가 만든 콜은 사용자의 식별 정보 및 메시지에 대한 응답과 함께 피드에 
표시됩니다.  

 

뉴스 피드 게시물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며 Hilo 사용자는 링크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 외에도 등록된 사용자는 게시물의 품질에 따라 각 게시물을 
"업" 또는 "다운"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업/다운 투표, 트렌드 항목 또는 
날짜순에 따라 오늘의 뉴스피드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어제와 이전 날 채널로 추가된 게시물은 업/다운 투표로 관련성에 따라 자동으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이 기능을 통해 Hilo 사용자는 하나의 통화 자산에 관한 가장 
현저한 클라우드 큐레이트 정보를 시간에 따라 추적하고 클라우드 큐레이트 정보, 
자산 가격, 클라우드 간의 같은 페이지 비교를 용이하게 합니다(위의 소셜 그래프 - 
기능 섹션 참조). 

코인 카드 & 소개 

특정 자산에 대해 배우는 사용자를 안내하기 위해, 각 자산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코인 
카드 및 소개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사용자에게 문제의 암호 자산 사용 및 재무 상태에 
관한 간략하고 요약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개 패널은 자산의 목적과 핵심 기능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코인 카드 패널은 자산의 실시간 시가 총액, 24시간 이전의 거래량, 
순환 공급 및 총 공급량을 표시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 팔로우하기 

Hilo 사용자가 도움이 되는 피어 개발 콘텐츠를 만나면 해당 콘텐츠 작성자를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팔로워는 팔로우한 사용자가 후속 메시지를 모든 
채널에 게시할 때, 알림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용자를 열정가라고 합니다. 열정가가 플랫폼에서 많은 수의 팔로워를 얻는다면, 
더는 열정가라고 부르지 않고 대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부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프로필, 작성한 메시지 및 자신의 이름 옆에 나타나는 배지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게시물을 자주 작성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 팔로우하기 패널의 자산 세부 정보 페이지에 나열됩니다. 사용자는 나열된 
영향 요인을 클릭하여 이들의 프로필을 방문할 수 있으며, HILO의 검증된 사용자는 
가장 유용하며 영향력 있는 사람을 팔로우 할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워치리스트 — 
 

한 눈에 볼 때, 사용자는 사용자 정의된 워치리스트에서 가장 관심 있는 자산의 
전반적인 시장 이동을 볼 수 있습니다. 워치 리스트 목록은 사용자가 선택한 최대 
20개의 암호 자산에 대한 실시간 가격 및 변동 비율과 같은 일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시각화합니다. 

 

— 알림 센터 — 
 

Hilo 인터페이스를 고정시키는 주요 기능에는 작은 벨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빨간색 원으로 표시될 때 메시지 또는 알림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Hilo 알림 센터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그룹 채팅 및 다이렉트 메시지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메시지 

Hilo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유료 메시지를 사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양의 HILO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사용자가 메시지 전송을 
시작할 수 있는 Hilo 플랫폼의 에스크로 관리 계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신인이 
발신자에게 응답하면, 해당 수수료는 에스크로 계정에서 차감되며 95%는 수신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긍정적인 사용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수료 중 5%가 UGP에 
적립됩니다. (아래 사용자 성장 풀 섹션 참조). 수신자가 6개월 안에 발신인에게 
회신하지 않으면 메시지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경우 다이렉트 메시지 수수료 중 
90%가 발신자에게 반환되고 10%는 Hilo UGP로 반환됩니다. 

 

Hilo 플랫폼 설계의 이러한 측면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많은 다이렉트 
메시지를 피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수신된 다이렉트 메시지의 수를 줄이면서, 
발신인이 회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둘째, 이 기능은 암호화 공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평판에 대한 
대가로 HILO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회신 비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셋째, 발신인이 보낸 메시지당 요금을 인출했는데 
회신을 받지 않으면, 6개월 후 이 수수료의 90%만 받습니다. 

 

알림 센터는 사용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읽고, 검토하며, 검색하고, 전송하며, 보관하고, 
휴지통으로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룹 채팅, 비공개 & 공개 

다이렉트 메시지 대신, 일부 사용자는 소그룹의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별 그룹 의사 소통은 학습과 공동체 생활 모두를 
가능하게 하므로 권장됩니다. 그룹 채팅은 공개 또는 비공개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개 채팅은 각 자산 세부 정보 페이지의 뉴스 피드 섹션에서 발생하지만, 이 공개 
채팅의 수가 시간 경과에 따라 확장되어 다른 암호화 관련 주제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개 채팅은 모든 Hilo 사용자가 액세스하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공개 채팅은 그룹 
주최자가 액세스 권한을 부여한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알림 센터는 다이렉트 메시지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가 비공개 그룹 채팅을 시작, 참여 또는 떠나는 
공간이기도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공개 그룹 채팅을 소집하려면 사용자가 UGP에 소집된 
채팅당 최소 HILO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가 있으면 개인 그룹 채팅 
횟수를 줄일 수 있지만, 개인 그룹 채팅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룹 유지에 헌신하는 주최자만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용은 개인 채팅 
데이터의 암호화 및 보안 비용을 상쇄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래 데이터 보안 섹션 
참조). 

 

기본적으로 비공개 그룹 채팅에 참여하면 HILO가 0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그룹 채팅 
담당자는 이 설정을 변경하여 사용자가 특히 바람직한 개인 그룹 채팅에 참여하기 
위해 매월 지불해야하는 HILO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HILO 청구 금액 중 
98%가 UHP에 가며, 2%는 지속적인 플랫폼 개발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그룹과 비공개 그룹 모두에서 사용자는 Hilo 플랫폼 메시지 정책에 위배되는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메시지는 그룹 중재자에게 전송됩니다. 비공개 

그룹의 경우 그룹 중재자는 주최자입니다. 공개 그룹은 UGP에 의한 중재와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며, HILO에서 인증된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에 의해 중재됩니다. 

 

 

포트폴리오 가치 

내 프로필 페이지의 맨 위에 있는 포트폴리오 가치 패널은 보유한 암호 자산 수, 수익 
또는 손실된 금액 및 퍼센트와 함께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자 포트폴리오의 화폐 
가치가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지난 시간, 일, 주, 월, 연도 및 모든 추적 된 포트폴리오 
내역에서 이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포트폴리오 값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재정과 관련한 적절한 공유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포트폴리오 가치를 비공개로 유지할지 또는 이 정보를 특정 사용자나 비공개 사용자 
그룹과 공유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 
데이터와 같은 중요한 사용자 데이터는 Tela 네트워크 재단이나 다른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없는 온-체인 패스 코드로 보호된 볼트에 저장됩니다. (아래 데이터 
아키텍처 섹션 참조). 

 

포트폴리오 요약 

포트폴리오 요약 패널은 모든 사용자가 다른 모든 Hilo 사용자에게 공개하는 정보로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사용자 이름, 사용자가 팔로우하는 다른 사용자의 수 및 이들을 
팔로우하는 다른 사용자의 수가 포함됩니다. 선택적으로, 사용자는 포트폴리오 요약에 
개인 사진과 개인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친구 초대 

사용자는 다른 사람들을 Hilo 플랫폼에 성공적으로 초대하여 HILO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종종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친구를 초대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직접 친구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친구 초대 패널에서 이 모든 옵션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여 옵션을 쉽게 만듭니다. 리퍼럴된 친구가 시민 인증을 받으면 HILO가 
리퍼럴 사용자 계정에 적립됩니다. 

 
 
내 활동 

공공 사용자 메시지는 각 사용자의 내 활동 패널에 통합됩니다. 사용자는 
이 기록에서 소셜 그래프에 대한 호출을 제외한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지만 Hilo의 공용 메시지는 다른 공용 미디어의 메시지처럼 취급해야 
합니다. 다른 사용자가 만든 복사본과 스크린 샷은 사실상 영구적인 공개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구상 중인 개발 단계 
 

Hilo 플랫폼은 서로 맞물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Tela 
Foundation, Launch Partner 및 열정적인 Hilo 사용자들간에 협력적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일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플랫폼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Foundation은 일련의 병렬적 목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점진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현재 목표로 삼고 있는 이러한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베타 — 

 

▪ 소셜 그래프 

Civic Secure Identity Ecosystem(시민 보안 신원 생태계)를 통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Hilo 사용자는 특정한 시민-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공공 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Hilo 소셜 그래프는 콜을 집계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집계를 
시장 가격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 포트폴리오 

사용자는 암호 보유에 대한 개인 정보를 Hilo 플랫폼에 안전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보유 자산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통합 거래소 

사용자는 Hilo 포트폴리오를 주요 암호 거래소의 보유 및 거래 내역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발견 

Hilo는 100개 이상의 암호 자산에 실시간 가격 데이터 및 유익한 코인 카드를 
포함한 강력한 자산 세부 정보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발견 기능을 통해 
Hilo 플랫폼에서 이러한 암호화 시장을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 토큰 런치 플랫폼 — 
 

▪ 토큰 통합 & 토큰 경제 

HILO는 Hilo 플랫폼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사용자는 플랫폼 기능을 
사용하고 서로 생산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HILO를 벌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 지갑 통합 

사용자는 기존 이더리움 지갑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해당 지갑을 Hilo 플랫폼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시민 보안 신원 생태계를 통한 신원 확인과 
함께 HILO를 받고 보낼 수 있으며, HILO로 여러 지갑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영향력 있는 사람 따르기 & 언락 지불하기 

사용자는 서로를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영향력있는 사람의 
포트폴리오에 가입하여 보유 중인 배포판을 볼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은 
HILO에서 자산 할당을 공유하기 위해 가격을 책정합니다. 

 

▪ 거래소 연결 

사용자는 두 개의 거래소 계정에 무료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HILO를 사용하면 
더 많은 거래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성장 풀로 HILO 벌기 

사용자는 플랫폼 전반에서 게임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XP(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레벨을 올리면 UGP에서 HILO 토큰을 받게됩니다. 

 

▪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시장 정보 

사용자는 가장 비싼 암호 자산을 제외한 실시간 가격 데이터, 친숙한 설명 정보 
및 공개 뉴스 피드를 연결하는 강력한 자산 세부 정보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토큰 거버넌스 — 
 

Hilo의 미래 거버넌스 

Hilo 토큰 소지자는 Hilo Labs 유한회사와 협력하여 사용자를 부유하게 해줄 기능의 
실현 가능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능 중에서, 
플랫폼은 사용자와 공동 탐색 및 공동 개발을 기대합니다. 또한, 다음 기능의 향후 

 



개발에 관련된 일부 또는 그 이상에서 시작할 것을 기대합니다. HILO는 플랫폼 내의 
향후 기능에 관한 집단 의사 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토큰화 거버넌스 

토큰화된 거버넌스 방법론은 토큰 기반 사용자의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 
계획이며, 캄브리아 사건을 경험한 암호 공간 내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플랫폼 
개발 첫 해 동안, 시작 파트너는 플랫폼 관리의 주요 중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재단은 플랫폼 커뮤니티가 플랫폼 경제의 경제 거버넌스를 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런치 파트너는 HILO 소지자와 협력하여 토큰 
경제의 관리를 HILO 소지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원활하게 이행하는 방법을 
만들 것입니다. 사용자와 토큰 기반 관리에 대한 일부 예상 영역은 사용자 성장풀 
관리(아래 참조), 플랫폼 내에서 HILO를 벌고 소비하는 방법 변경, HILO 소유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의미있는 추가 플랫폼 기능 선택 등이 있습니다. 

 

토큰이 투표로 작동하는 방식 

HILO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개발할 새로운 미래 기능에 투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표 
가중치는 사용자의 지갑에 있는 HILO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투표 기간 중에 최소 한 
명의 HILO 회원을 보유한 사용자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HILO가 많을수록 
사용자는 특정 공유 결정에 더 많은 가중치를 줄 수 있습니다. 투표는 매분기 초에 
시작되어 5일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는 각 기간의 시작과 완료시에 
이메일을 통해 통보를 받게 되며, 그 기간 동안 어떤 기능이 추가 될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발전은 토큰 투표권과 HILO 토큰 소지자 커뮤니티에 의해 
결정됩니다. Tela 네트워크 재단은 지역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를 장려하고 대표적인 
사용자 의견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Hilo 커뮤니티에서 투표하기 위한 기능 — 
 

 



다음 기능은 Hilo 커뮤니티의 베타 테스트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Hilo 플랫폼에 제안된 
기능입니다. Tela 네트워크 재단은 첫 번째 투표 기간 동안 이러한 기능을 고려할 
것입니다. 잠재적인 새로운 기능 목록은 향후 사용자 의견, 제품 개발 및 분기별 투표 
라운드 반복으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투표의 첫 번째 라운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제공됩니다: 

 

판타지 암호화 

게임 학습은 실제 토큰이나 코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암호 자산의 성능을 
추적하는 가상 포트폴리오를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기간에 최대 
가치를 얻는 판타지 포트폴리오를 누가 구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리더 보드 인식 및 HILO를 얻을 수 있습니다(아래의 행동 디자인 섹션에 판타지 암호가 
있습니다). 

 

▪ 리더보드 

리더 보드는 업투표 콘텐츠, 콜 정확도, 판타지 암호 및 팔로워 수와 같은 
메트릭과 관련하여 최고 사용자 순위를 매깁니다. (아래의 리더 보드 섹션 참조). 

 

▪ 다이렉트 메시지 

암호화된 다이렉트 메시징을 통해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서로 직접 통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서로 무료로 응답하거나 각 응답에 대해 HILO 청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그룹 채팅, 비공개 & 공개 

공개 뉴스피드 채팅과 함께, 사용자는 개인적으로 서로 채팅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팅을 하는 사람은 이들이 소집한 채팅에 참여하려는 다른 사용자에게 
HILO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IOS & 안드로이드 앱 

Hilo 플랫폼은 IOS 및 안드로이드 장치용 휴대전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토큰 큐레이티드 레지스트리 

 



Hilo 플랫폼은 사실의 공유 기록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자는 암호 자산의 사실적 
특성에 대한 증명을 체계화하는 토큰 큐레이트 레지스트리(TCR)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TCR은 잘못된 정보 제출에 불이익을 주는 것 없이, 
정확한 정보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 ERC-20 토큰으로 가능한 소스 및 사용자 
명성의 정량화를 활용하면서 위키피디아와 같은 공유된 사실 기록 
프로젝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 설계 요소 
 

— 행동 설계 요소 — 
 

문제점, 배지, 레벨 

Hilo는 사용자 기여로 더 재미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따라서, Hilo 플랫폼은 바람직한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행동 
인센티브와 게임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은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겁니다. 각 도전 과제는 
사용자가 도전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일련의 지시된 행동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이러한 지시된 행동은 플랫폼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이와 같은 게임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은 작업은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식별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입 완료 

▪ 신원 인증 완료 

▪ 사용자 프로필 완료 

▪ 인증된 지갑 연결 

▪ 최소 HILO 잔액 유지 

▪ 시간 내에 최소 수의 공개 콜을 합니다 

 



▪ 최소 수의 친구를 초대하여 플랫폼에 가입하세요 

▪ 최소 수의 공개 메시지를 플랫폼에 게시합니다 

▪ 공개 게시물 업투표의 최소 수를 달성합니다 

 

각 도전 과제가 완료되면, 사용자가 배지를 받게 됩니다. 이 배지는 사용자 프로필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특정 수의 배지를 수집하면, 이들은 Hilo 시스템 내의 
경험치 임계값 또는 레벨을 가로지릅니다. 각 새로운 레벨을 이룬 후, Hilo 사용자는 Hilo 
사용자 성장 풀의 차변된 HILO 보상을 받으며, 플랫폼 내의 새로운 기능을 엽니다. 
프로필과 관련된 아바타가 그 예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후속 레벨의 진행 과정에 
필요한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만나게 됩니다. 도전 과제와 보상 일정은 사용자 관심을 
훼손하는 것 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플랫폼은 여러 이유로 이 게임화 프로세스를 통해 사용자 행동에 보상을 제공합니다. 
첫째, 공개적으로 표시되는 배지와 경험 수준을 각 사용자 프로필과 연결함으로써, 
사용자가 플랫폼 내에서 더 많은 경험을 가진 다른 사용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며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는 보상을 얻기 위해 완료하지 않은 
과제를 더 계속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을 통해 완료된 도전 과제 경험은 플랫폼의 "연결 
유지"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셋째, 전체적으로 다른 사용자와 커뮤니티에게 유익한 
행동을 증진함으로써, 이 시스템은 사용자 인센티브를 플랫폼 자치의 인센티브와 
연결합니다. 

 

리더보드 

Hilo 사용자의 업적을 축하하기 위해 플랫폼은 여러 사용자 목록을 반복적으로 
게시합니다. 리더보드는 모든 Hilo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Hilo 플랫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목록은 앞서 언급한 기간 동안 자신의 
팔로워 수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 위 기간 동안 그리고 Hilo의 시작 이후, 가장 정확한 콜을 한 사용자 목록입니다. 

▪ 가장 높은 업투표를 수신한 콘텐츠를 가진 사용자 목록으로, 일부 다운투표를 
받은 사용자의 콘텐츠에 무게를 두기도 합니다. 

 

 



판타지 암호 

가상 포트폴리오 

판타지 암호는 실제 생활 토큰 또는 코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암호 
자산 거래를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위해 게임 학습 방법을 
설명합니다. Hilo 플랫폼 버전 2는 사용자에게 비용 및 위험 부담이 없이 
최대 20개의 암호 자산 성능을 추적할 수 있는 가상 포트폴리오를 생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판타지 풋볼에 영감을 받은 거래 게임과 같은 더욱 
정교한 판타지 거래 게임은 후속 버전에서 탐구될 것입니다. 

 
— 기술 설계 요소 — 

 

데이터 아카이브 

추정 

예상된 Hilo 데이터 아키텍처 버전 2(V2)의 비전은 첨단 암호화 기술이 
미래에 근본적으로 건전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가정합니다. 

데이터 유형 

Hilo 플랫폼에서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는 개인 데이터, 공용 데이터 및 
타사 데이터로 예측됩니다. 

민감한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는 사용자의 개인 그룹 채팅 자격 증명, 거래소 자격 증명, 사용자 지갑 
주소, 개인 다이렉트 메시지 자격 증명, 거래소 트랜잭션 및 사용자 월렛 기록이 
포함됩니다. 

 
개인 데이터 

개인 데이터는 공유되지 않지만 민감하지 않은 사용자별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데이터 
사용자는 비공개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한 명 이상의 다른 Hilo 멤버와 공유합니다. 
데이터 사용자는 비공개 그룹 채팅을 통해 한 명 이상의 Hilo 멤버와 공유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보는 (모든 Hilo 사용자에게 액세스할 수 있는 fora에서 공유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Hilo 플랫폼, 사용자 로그인 개인 정보, 타사 API 사용자 액세스 개인 
정보, 기밀 정보와 같은 사용자별 데이터의 관리자와 공유됩니다. 

 



 
공용 데이터 

공용 데이터는 소셜 그래프에서 이루어진 콜과 사용자 정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필 정보 선택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모든 Hilo 사용자에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선출 합니다. 이는 배지와 각 사용자가 이룬 레벨이 있습니다(예: 자산 할당, 
워치리스트, 암호 판타지 데이터 등). 사용자는 이들을 팔로우하는 Hilo 사용자에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선출합니다. 이는 글(텍스트, 이미지 등)을 공개 토의(뉴스피드 
패널)에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데이터는 제삼자인 제공업체와 오라클을 
통해 Hilo 사용자에게 이용 가능해집니다. 온체인 공개 데이터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나 이를 통해 기록된 공개 데이터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는 시간이 
표시된 불변성을 보장합니다. 

 
타사 데이터 

제삼자 데이터에는 Hilo 플랫폼이나 Hilo 사용자가 아닌 제삼자 데이터 제공 
업체로부터의 암호 자산 시장 및 관련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베타 데이터 아키텍처 

베타 기술 스택의 백본은 다음 기술의 배포를 결합합니다: 

  

기능  기술 

 

클라우드 호스팅 & 컴퓨팅 

 

Amazon 웹 서비스 

운영 체제 수준의 가상화  Docker-기반 컨테이너 

키 저장소, 하드웨어 암호화 및 암호화 작업  Amazon 클라우드 하드웨어 보안 모듈 
(HSM)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및 분석  InfluxDB 

분산형 내부 메모리 키-값 저장소  Redis 

 

엔드 투 엔드 베타 스택은 고급 암호화 표준 256 비트 키 길이 (AES-256 비트)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비전송 중이거나 전송 중에 암호화합니다. 가능할 때마다, 암호화 

 



키가 Amazon의 클라우드 HSM에 보관되고 주기적으로 순환되어 노출 위험을 
줄입니다. 

 

버전 1 데이터 아키텍처 
개인 데이터 

버전 1(V1)로 인증된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는 Hilo 플랫폼과 별개로 볼트에 저장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에 직접 획득 가능하며 해독 가능하며 반환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Hilo 플랫폼을 통해서 프록시되지 않습니다. 우선 
입증된 사용자가 민감한 정보에 연결을 시도하면(예: 개인 그룹 형성, 안전한 
커뮤니케이션 개시 등), 볼트는 사용자를 위해 생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고유 식별자가 
볼트 내에서 배치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간 생성한 패스프레이즈로 암호화되며 
6자리 개인 식별 번호(PIN)으로 암호화 됩니다. 랜덤 소금값 이외에도 말이죠. Hilo 
플랫폼은 이 새로운 식별자에 액세스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식별자는 볼트 플랫폼에서 
만들어집니다. 

 

볼트 내의 데이터에 액세스하려면 검증된 Hilo 사용자는 패스프레이즈 또는 6자리 
PIN을 올바르게 입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패스프레이즈 및/또는 핀 코드는 Hilo 
플랫폼에 저장되지 않으며, Hilo 플랫폼 관리자는 이러한 암호 보안을 해독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볼트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면, 사용자의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의 ID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토큰 식별자를 사용하여 Hilo 플랫폼에 대한 익명 쿼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일단 사용자의 클라이언트로 돌아가면, 사용자 볼트 암호 해독 정보는 클라이언트에 
저장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핀 코드를 입력할 필요없이 사용자가 볼팅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로그아웃 이벤트로, 이 정보가 사용자의 
브라우저 캐시에서 삭제됩니다. 

 

개인 데이터 아키텍처 

Hilo는 온체인 소셜 플랫폼의 현재 확장 문제로 인해, 버전 1에서 표준 컨테이너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서 민감한 데이터를 사용자의 신원과 분리하는 고유한 방식을 
구현합니다. 데이터 저장소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스택은 비공개 데이터를 위한 Redis 
저장소 엔진과 Postgres 데이터 베이스, 마켓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위한 influxDB, 
데이터층 액세스를 위한 RESTful API로 구성됩니다. 

5 Hilo 플랫폼은 개인 사용자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역의 법률 및 세금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HILO 또는 기타 암호화 자산의 모든 소유권을 직접 보고 하게 됩니다.  

 



 

타사 데이터 

모든 타사 데이터는 격리된 저장소 엔진에 저장되고 익명 사용자 ID에 연결됩니다. 
볼트를 열면, 사용자는 액세스 토큰을 받고 익명의 아이디가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에 
반환됩니다. 동시에, 사용자의 클라이언트는 타사 데이터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클라이언트만 요청된 익명의 제삼자 데이터가 해당 
사용자의 신원과 연결됨을 알게 됩니다. 설계상, Hilo 플랫폼은 해당 링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핀 코드 또는 패스프레이즈만 입력하면 두 데이터 집합 간의 관계가 
설정됩니다. 이 기능은 지갑 주소, 지갑 내용, 거래소 자격 증명 및 비공개 채팅키와 
같은 사용자의 타사 정보에서 Hilo 개인 데이터의 완전한 분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버전 2 데이터 아키텍처  
공용 데이터 

 

가능하다면, 버전 2 (V2) 공용 데이터 저장소는 분산됩니다, 그리고 불변의 콘텐츠 
주소가 지정됩니다. 비용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Hilo 네트워크는 행성 간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에서 파일 코인과 같은 오픈 소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저장소 및 검색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ela 네트워크 재단은 데이터 쿼리 기능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의 요구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TheGraph와 같은 
오픈 소스(또는 곧 오픈 소스될) 분산 쿼리 프로토콜로 작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셜 그래프 콜과 같은 일부 온체인 공용 데이터는 암호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Hilo 콜 스마트 컨트렉트에 대한 거래를 제출하면 해당 거래가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상호 작용하는 플라즈마 체인에 기록됩니다. 이 접근법은 불변의 콜 기록의 
무결성 및 공용 액세스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체인 내 데이터 스토리지의 시간 및 비용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전화를 걸거나, 지갑 주소를 연결하거나, 거래소를 연결하거나, 뉴스 피드에 
게시하거나, 비공개 그룹에 참여하거나,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기 위해 사용자는 
신원을 인증해야 합니다. 이 인증은 시민 보안 신원 확인 생태계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므로, 향후에 대체 인증 기술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http://www.thegraph.com/


 
민감한 & 개인 데이터 

민감성 데이터 또는 개인용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은 V2에서 
예상되지 않습니다. 

 

타사 데이터 

Hilo는 일반적으로 개방형, 분산형 및 불변한 데이터가 API 의존 데이터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V2 타사 데이터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오프 
체인 데이터 온체인 이동을 전문으로하는 서비스인 이더리움 오라클에서 제공됩니다. 
The Graph와 같은 오픈 소스 쿼리를 통해 이러한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독점 및 공개 소스 레이어 

Hilo는 Hilo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상호 작용하는 독점 백엔드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유지 관리합니다.  

 

토큰 경제  

위에 명시된 것처럼, HILO는 Hilo 플랫폼에서 여러 중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워치리스트, 자산 할당, 다이렉트 메시지 응답, 판타지 
암호 할당, 개인 그룹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Tela 네트워크 
재단은 배급이 가치있으면서도 구하기 어려운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가장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할당하는 것을 지원하며 이는 개별 
플랫폼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관련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플랫폼 기능이 
HILO와 통합하면, 플랫폼 기반 관리를 가능하게 하면서 플랫폼 기반 지불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소셜 네트워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HILO 토큰은 토큰 소지자에게 특정 토큰 경제에 대한 특정 플랫폼 관리 문제를 투표할 
수 있게 합니다. Tela 네트워크 재단은 HILO 토큰 소지자가 플랫폼 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거버넌스에 
외부인의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기능은 플랫폼 개발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기여한 사용자 사이의 플랫폼 관리 제어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독특한 유틸리티 토큰을  제한 공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Tela 네트워크 
재단은 곧 개최될 토큰 생성 이벤트(TGE)에서 ERC20 기반 HILO를 10억 개 생성할 
것입니다. 

 

http://www.thegraph.com/


— Hilo 토큰 배분 — 

 

고문 풀 

TGE 토큰 중 15%는 최고 산업 고문의 큐레이트 셀렉션에 단기간 사전 판매를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요 산업계의 사상가들은 시간을 들여 플랫폼의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플랫폼의 수명을 더욱 보장합니다. 

사용자 성장 풀 

또한, Hilo 플랫폼의 성공에 결정적인 요소는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사용자층의 
개발입니다. 플랫폼은 이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자 성장풀(UGP)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거나 친구를 데려오는 사용자는 
UGP에서 HILO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UGP는 적극적인 사용자 기반의 지속적인 
확장을 촉진하기위한 방법으로, 신규 사용자에게 수여되는 무료 토큰의 소스 역할을 
합니다. UGP의 HILO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리더보드에 배치를 이룬 사용자 

▪ 공개 채팅을 검토하는 사용자 

▪ 플랫폼 내의 레벨업을 하는 사용자(위의 도전 과제, 배지 & 레벨 섹션을 
확인하세요) 

 

 



레벨 업을 위해서는 플랫폼에 게시하고 공개 업투표를 받는 등의 활동을 통해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토큰의 진행 중인 토큰 배포 
시스템은 수동적인 참여자보다 더욱 적극적인 참여자에게 많은 보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큰은 매년 2%씩 부풀게 되며, 이 새로운 토큰은 UGP에 할당됩니다. 이는 새롭고 
활동적으로 기여하는 사용자에게 이들의 플랫폼의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적절한 
할당을 항상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풀을 보충하기 위해, UGP는 다음과 함께 HILO에 
적립됩니다: 

▪ 자산 배분, 워치리스트, 비공개 채팅 및 암호 판타지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액세스 수수료 2% 

▪ 유료 다이렉트 메시지 응답 5% 

▪ 새로운 개인 채팅 당 최소허용보조 일회성 소집 비용 

 

참조 
 

Biesenbach-Lucas, S. 2003. "교수 연수반의 비동기 토론 그룹: 원어민 및 비원어민 
학생의 인식." 비동기 학습 네트워크의 저널 3. 

 

Bonchek, Mark 및 Vivek Babat. 2018. "구매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의 핵심."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월 7일. 2018년 5월 1일에 접속함. 
https://hbr.org/2018/02/the-most-successful-brands-focus-on-users-not-buyers. 

 

Court, David, Dave Elzinga, Bo Finneman 및 Jesko Perrey. 2017. "마케팅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장." McKinsey & 회사 마케팅 & 세일. 2월. 2018년 5월 1일에 접속함.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marketing-and-sales/our-insights/
the-new-battleground-for-marketing-led-growth. 

 

Fitzgerald, Abbey. 2018. "일관성에 관한 설계 가이드: UI 및 UX 디자이너 모범 사례." 
UXPin의 STUDIO. 2018년 5월 1일에 접속함. 

 



https://www.uxpin.com/studio/blog/guide-design-consistency-best-practices-ui-
ux-designers/. 

 

Garrison, D. R. 및 M. Cleveland-Innes. 2005. "온라인 학습의 인지적 존재 촉진: 상호 
작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격 교육에 관한 미국 저널 133-148. 

 

Girling, Rob 및 Emilia Palaveeva. 2017. "인간 중심 디자인의 숭배를 넘어섭니다." 공동 
디자인. 11월 3일. 2018년 5월 1일에 접속함. 
https://www.fastcodesign.com/90149212/beyond-the-cult-of-human-centered-de
sign. 

 

Hill, Janette R., Liyan Song 및 Richard E. West. 2009. "사회 학습 이론 및 웹 기반 학습 
환경: 연구 및 시사점 검토." 원격 교육에 관한 미국 저널 88-103. 

 

Palmer, Doug, Steve Lunceford 및 Aaron J. Patton. 2012. "참여 경제: 게임 산업이 
어떻게 재편성되고 있는가" 딜로이트 통찰력. 7월 1일. 2018년 5월 1일에 접속함: 
https://www2.deloitte.com/insights/us/en/deloitte-review/issue-11/the-engagem
ent-economy-how-gamification-is-reshaping-businesses.html. 

 

Pan, W., Y. Altshuler 및 A. Pentland. 2012. "금융 거래 네트워크에서 군중의 사회적 
영향력과 지혜를 해독합니다." 2012 소셜 컴퓨팅의 국제 회의.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개인 정보 보호, 보안, 위험 및 신뢰 (PASSAT). 

 

Perrey, Jesko, Tjark Freundt 및 Dennis Spillecke. 2015. "브랜드가 돌아왔습니다: 
가속화 시대의 관련성 유지" McKinsey & 회사 통찰력. 5월. 2018년 5월 1일에 
접속함.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marketing-and-sales/our-insights/
the-brand-is-back-staying-relevant-in-an-accelerating-age. 

 

Ryan, Marco, Andy Sleigh, Kai Wee Soh 및 Zed Li. 2013. "게임화가 중대한 사업인 
이유." 아웃룩. 2018년 5월 1일에 접속함. 
https://www.accenture.com/us-en/insight-outlook-why-gamification-is-serious-b
usiness. 

 



Swan, Henry, Ian Pouncey, Heydon Pickering 및 Leonie Watson. 2018. "포괄적인 
설계 원칙." 포괄적인 디자인 원칙, thePacielloGroup 프로젝트. 2018년 5월 1일에 
접속함. https://inclusivedesignprinciple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