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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the following changes have been made as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so-called Special Finance Act) on virtual
currency has been implemented. In addition, we inform you that this special white
paper will be subject to preferential changes and application despite the contents
of the existing white paper.
가상화폐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일명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이 별정백서는 기존 백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인 변화와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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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previous white paper for New HMB
신 HMB를 위한 별정백서에 대하여

1* Enforcement of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2021.9.25.)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n virtual asset operators, the Promises
Foundation and related organizations have switched their business.
1*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2021.9.25.)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정에 따라 프라미스재단과 관계기관은 해당 업무를 전환하게 되
었습니다.

Special Act 2021 (2021.3Q ~ 2021)
The Act on the Reporting and Use of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came

into

effect

on

September

25,

2021.

As

a

result,

policy

change

has

progressed, and the Promises Foundation took over the task of resolving conflict
in Korea.
특금법 2021 (2021.3Q ~ 20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21.9.25.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
른 정책전환이 진행되었으며, 또한 대한민국내 분쟁 발생요소를 해소하고자 프라미스 재단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Wallet development policy change
All existing wallets will be suspended and will be opened gradually as regulations
are met. In addition, we will actively utilize the services provided by reputable
institutions.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the ever-changing international
information is the responsibility of each user.
2* 월렛개발 정책전환
기존의 월렛은 모두 중지하며, 규정을 충족하면서 점차적으로 오픈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
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적인
정보는 유저들 개개인의 몫임을 안내드립니다.

3*

The work of the Promises Foundation

In Korea, we decided to respond to all complaints about related work, and we
decided to support HMB's payment through the management platform operated by
the management agency Manna Cash Platform Co., Ltd., a directly managed
organization, and to use Smart Cash for Support payment. This policy follows the
own regulations of the Promises Foundation.
Manna Cash Platform Co., Ltd. is a professional company equipped with a
computer system, and it is a stable company that operates Ethereum in its own
mining farm as an Ethereum mining company.
3* 프라미스 재단의 업무
대한민국에서 관련업무의 전체 민원을 응대하기로 하였으며, 직영기관인 만나캐시플랫폼 주식
회사가 운영하는 만나플랫폼을 통해 HMB의 결제를 지원하기로 되었고, 결제지원을 위해 스마
트 캐시를 활용합니다. 해당 정책은

프라미스 재단의 자체규정을 따릅니다.

만나캐시플랫폼 주식회사는 컴퓨터시스템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이더리움채굴기사업으로 자체
채굴장에서 이더리움을 채굴하여 보유한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4* Introduction to Smart Cash
Smart Cash was developed in February 2022 and listed on Google Play Store. As a
platform that complies with legal conditions and maintains technical security, it is
a platform that is downloaded from the Play Store and installed on a smartphone.
4* 스마트 캐시 소개
스마트 캐시는 2022년 2월에 개발되어 구글프레이스토어에 상장되었다. 법률적 조건을 준수
하였고, 기술적 보안유지가 되는 플랫폼으로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1. When you sign up for membership, you will receive the first point and the point
will be referred to as smart cash.
It is called smart cash because it receives cash through smartphones.
2. Sign up through KakaoTalk.
3. If you check attendance every day, you will receive points, that is, smart cash.
4. Read the news every day and get points for the quiz.
5. Points will be converted into personal bank virtual accounts.
6. Points will be paid in HMB coins when requested by the company and the points
will be deducted.

7. Points can be used for payment at Manna shopping mall.
8. Smart Cash was developed by the Promises Foundation and Manna Shopping
Mall was developed by Manna Cash Platform Co., Ltd.
9. The Promise Foundation and the Manna Cash Platform will be operated in
cooperation with the UN ECOSOC SCS ISEA Foundation.

1. 회원가입시 최초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포인트는 스마트캐시로 칭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캐시를 받기 때문에 스마트 캐시라고 합니다.
2. 회원가입은 카카오톡으로 가입합니다.
3. 매일 출석체크를 하면 포인트, 즉 스마트캐시를 받습니다.
4. 매일 뉴스를 읽고 퀴즈를 맞추면 포인트를 받습니다.
5. 포인트는 현금으로 개인은행 가상계좌로 환전됩니다.
6. 포인트는 회사에 요청할 경우 HMB코인으로 지급받고 해당 포인트는 차감됩니다.
7. 포인트는 만나쇼핑몰(Manna shopping mall)에서 물품결제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스마트캐시 개발은 프라미스 재단에서 하였고 만나쇼핑몰은 만나캐시플랫폼(주)에서 하였습
니다.
9.프라미스 재단과 만나캐시플랫폼(주)는 UN ECOSOC SCS ISEA재단과 협력하여 운영될 것
입니다.

5* Smart Cash Vision
1. Smart Cash plans to recruit 10 million people from South Korea.
The accumulated money app was released on September 27, 2021 and recruited
100,000 members, and on January 10, 2021, it recruited 1 million members.
Google and Coupang received huge advertising costs and paid points to the
members.
5* 스마트 캐시 비전
1. 스마트캐시는 대한민국에서 천만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돈쌓여 앱은 2021.9.27.일 출시하면서 10만명 회원으로 모집하였고, 2021.1.10.일경 100만명
을 회원으로 모집하였답니다.
구글과 쿠팡에서 막대한 광고비를 받아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2. Smart Cash plans to expand its branches in 170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ISEA Foundation plans to include smart cash in its survival money program.
The

COVID-19

crisis

in

2020

has

made

the

global

economy

difficult,

households and individuals have lost their jobs and are in financial difficulties.

and

2.스마트 캐시는 전세게 170개국에 지사를 만들어 확장할 예정입니다. ISEA재단은 생존머니
프로그램에 스마트캐시를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가계와 개인들도 일자리를 잃고 재덩적인 어려
움에 처해있습니다.
3. Smart Cash can be used as survival money. Young people often lose their jobs,
have no income, lose hope, and make extreme choices. Also, children are starving
and starving. Therefore, it should be a Survival Money that distributes smart cash
and provides them with cash for bread.
If HMB Coin is equipped with a smart cash platform and traded on famous
exchanges around the world, the value of the coin will increase.
3. 스마트 캐시는 생존머니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은 직장을 잃고 수입이 없고 희망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굶주리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 캐시를 보급하여 그들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빵을 사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생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HMB코인이 스마트캐시 플랫폼을 탑재하고 전세계 유명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한다면 코인의
가치는 상승할 것입니다.

6* Application of Promises Foundation
The Promises Foundation will focus on Asia and the ISEA Foundation will focus on
Africa. 30 countries are the primary targets, and if 10 million people from each
country join, the total is expected to be KRW 1 billion and KRW 30 billion.
In addition, if large companies from Korea, the US, and Japan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project to win the order, a separate donation will be received and
used as survival money.
6* 프라미스재단의 어플리케이션
프라미스 재단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ISEA재단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
이며 30개국이 1차 대상이며 각 나라당 1천만명씩 가입한다면 나라당 10억원 총 300억원 규
모로 예상된다.
또한 개발사업에 한,미,일의 대기업이 참여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별도의 기부금을 받
아 생존머니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Conclusion, The Promises Mission Foundation intends to play a supporting role so
that the ISEA Foundation's NEW HMB policy can be successful in guaranteeing
Survival Human Right.
결론적으로, 프라미스선교재단은 ISEA재단의 신HMB정책이 생존인권을 보장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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