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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바야흐로 글로벌 경제는 빠르게 디지털 생태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결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최신기술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바로 암호화폐 (Cryptocurrency) 입니다.

암호화폐 (Cryptocurrency) 시스템은 서버가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은 올바르게 작동되어야만 합니다.
마스터노드는 이러한 분산된 여러 서버에서 블록체인의 원장을 운반하는
풀노드로써 암호화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여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마스터노드 자원을 제공하고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대시(Dash)는 이러한 마스터노드를 구현한 첫번째 암호화폐였습니다.
출시 당시의 1 대시 (Dash) 가격은 겨우 1 달러 였습니다.
이것은 4 년전에 1,000 대시 (1,000 달러)를 투자해서 마스터노드를
보유하고 투자한 이들은 이후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1 대시는 150 달러 전후입니다.)
하지만 마스터노드를 보유하려면 코인 담보가 필요하며, 서버 사이드의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소수의 매니아들만이
마스터노드에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 해 왔습니다.

1

최근에는 마스터노드를 보유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담보요구나 취약한 보안 그리고 어려운
기술적 설정등으로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덱스트로 (Dextro: DXO) 는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웹에서
덱스트로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각종 암호화폐의 마스터노드를 단 몇번의
클릭만으로 설정하고 보유할 수 있게 해 주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덱스트로 (Dextro) 프로젝트를 통하여 전세계에 마스터노드
문화와 암호화폐의 대중화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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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트로 암호화폐 (The Dextro Cryptocurrency)

덱스트로

(Dextro)

는

초창기

클론개발자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어쩌면 다른 사기코인처럼 사라질 뻔 했던 프로젝트
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비전과 의욕이 넘치는 개발자 그리고 여러
지자들에 의해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고 부활되었습니다.

덱스트로(Dextro)는 기본적으로 마스터노드기술을 기반하여 제공되는
빠른 익명의 트랜잭션을 사용하여 전자결제를 위한 훌륭한 여러 옵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터노드기술을 통하여 관리통제(지배) 및
장기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견고함을 제공하는 여러 이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리통제(지배)를 통하여 개발자, 시설, 서비스 및 마케팅과 같은
블록체인에서 필요한 재정적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 제출된 제안을 통해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덱스트로 (Dextro) 는 이러한 기능 외에도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암호화폐의 마스터노드에 대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덱스트로 (Dextro.io) 플랫폼을 이용하면 전문적인
서버(리눅스운영체제, 명령어 및 인터페이스기술 등)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블럭체인에 쉽게 투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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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양 (Coin Specifications)

기본사양

마스터노드 정보

이름: 덱스트로(Dextro)

마스터노드 담보: 10000 DXO

공식코인명칭: DXO

마스터노드 보상: 75%

알고리즘: 스컹크해시(Skunkhash)

포트: 39320
RPC: 39321
블럭생성시간: 60 초
성숙타임: 60 블록
총공급량: 25,000,000 DXO
PoS 시작블럭: 95,000 블럭
PoS 25% (200,000 블럭이후)

블럭보상표
Block 0 - 3500: 3 DXO
Block 3500 - 200000: 30 DXO
Block 200001 - 225000: 25 DXO
Block 225001 - 250000: 24 DXO
Block 250001 - 275000: 23 DXO
Block 275001 - 300000: 22 DXO
Block 300001 - 325000: 21 DXO
Block 325001 - 350000: 20 DXO
Block 350001 - 375000: 19 DXO
Block 375001 - 400000: 18 DXO
Block 400001 - 425000: 17 DXO
Block 425001 - 455000: 16 DXO
Block 455001 - 487000: 15 DXO
Block 487001 - 522000: 14 DXO
Block 522001 - 562000: 13 DXO
Block 562001 - 607000: 12 DXO
Block 607001 - 657000: 11 DXO
Block 657001 - 712000: 10 D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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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712001 - 772000: 9 DXO
Block 772001 - 837000: 8 DXO
Block 837001 - 937000: 7 DXO
Block 937001 - 1037000: 6 DXO
Block 1037001 - 1337000: 5 DXO
Block 1337000 - 1937000: 4 DXO
Block 1937000 - 2937000: 3 DXO
Block 2937000 - 5704000: 2 DXO
Block 5704000 - 8471000: 1 DXO

DXO 코인 생태계 (DXO Currency Ecosystem)

덱스트로(Dextro) 암호화폐 주요 포인트:
- 블록체인의 소비 환경.
- Dextro.io 플랫폼은 데이터 센터와 플랫폼 고객 간의 연결을 담당하며
실시간으로 마스터노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플랫폼에 할당할 공간을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파트너
- DXO 확산을 위한 코인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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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데이터 센터 파트너, 마스터노드 보유 및 지분 (POS) 투자자들을
장려하고 참여시키기 위한 순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블록 체인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덱스트로 (Dextro) 는 데이터 센터 파트너에 대한 지불 통화로써 사용되며
유저가 필요로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암호화폐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합니다. 덱스트로 플랫폼 (Dextro.io) 은 기능적이면서도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채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암호화폐의 마스터노드에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설(데이터센터), 플랫폼서비스와 이용자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로
이어지는 순환 생태계를 통하여 다른 암호화폐와의 차별화를 이루고
덱스트로 화폐의 가치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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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트로 플랫폼서비스 (The Dextro.io Platform)

덱스트로 플랫폼 (Dextro.io) 서비스는 단 몇번의 클릭으로 마스터노드를
만들 수 있는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센터 파트너의 리소스를
클라이언트에 할당하는 서비스입니다.
자체 데이터센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다른 솔루션들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데이터센터와의 제휴를 통해
매우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마스터 노드 호스팅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및 전용 서버에 대한 자동 분산 할당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우리 기술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작업들을
수행합니다. 전용 서버는 덱스트로(Dextro) 팀만이 접근 가능한 가상 사설
서버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덱스트로 플랫폼 (Dextro.io) 서비스는 핫노드과 핫월렛만 제공하며,
암호화폐 담보(콜렉트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동전을
완전히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고, 마스터노드를 보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계약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는 지역적으로 분산됩니다.
고객은 자유롭게 마스터노드를 호스팅할 최적의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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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우리 플랫폼의 목표는 운영체제에 대한 전문 기술적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도 쉽게 여러 암호화폐의 마스터노드를 설치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플랫폼의 또다른 핵심은 저렴한 가격으로 마스터노드의 설치,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업데이트 등 마스터노드의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덱스트로 플랫폼 (Dextro.io) 서비스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꼭 필요한
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로써 마스터노드의 구현,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를
위해서 높은 가용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덱스트로 플랫폼 (Dextro.io) 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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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코인에 대한 투표 시스템

파트너 코인에 대한 투표 시스템은 멤버들이 우리 플랫폼에 다른 암호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물론 덱스트로팀은
플랫폼에서 투표하기 전에 해당 암호화폐를 사전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암호화폐 투표 목록에 추가 할 것입니다.
투표 목록에 추가된 다음에는 암호화폐의 플랫폼 진입에 필요한 코인
(2000 DXO) 에 도달할 때까지 DXO 를 전송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주소가
발급되게 됩니다.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암호화폐는 Dextro.io 플랫폼에 등록이 되고 우리
플랫폼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투표와 검증을 거친
암호화폐를 등록시킴으로써 안전한 암호화폐만을 플랫폼에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덱스트로는 제안과 평가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마스터노드 투자를 유도하고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더 좋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투자자들을 지원하여 보다 성숙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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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파트너 (Data Center Partners)

데이터 센터 파트너는 덱스트로 (Dextro) 의 암호화폐 순환 체계의
일부로써 양질의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마스터노드의
다른 경쟁 플랫폼에 대해 경쟁 우위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우리 플랫폼에 필요한 자원을 보장하기 위해 각 파트너에 마스터
노드 배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쉽에 대한 문의는 공식 웹사이트의 연락처 및 양식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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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Roadmap)
2018 2Q
Approximate date 6/30/2018
Rebuilding DEXTRO (DXO)
Formation Project Core Team
Relaunch Official Website
Release Roadmap
Release Whitepaper (In Progress)
Organize Community
Datacenter Partnership
Reset MNO
2018 3Q
Approximate date 9/30/2018
Design DXO Future
Expand Community
Testing DXO Hosting Service Beta
Coin votation inside Platform
Favor partnership with "good" and "active" coins
Remove low profit or "inactive" coins
2018 4Q
Approximate date 12/31/2018
Launching DXO Hosting Automated Service
Marketing Partnership with other coins
Release DXO Community Donation Program
Get listed on more Exchanges (Target Exchange: Escodex)
2019 1Q
Approximate date 3/31/2019
Launching WEB STAKE WALLET Concept
Referral Program to attract investors
Quick Exchange
Investors Ranking
SEO improvements
Content Marketing

2019 2Q
Approximate date 6/30/2019
Website Language
Management Android Dextro
Platform Branding DXO
Simple Trader Bots
Scatter Chart for PoS listed currencies
Difficulty Chart for PoW listed currencies
Platform Advertising 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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