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기술
BLX3 백서: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뜨겁게 할 재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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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BLX는 금융 인프라를 연결하고, 신흥 시장을 발전시키며, 투명
성을 제공하고, 보안을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모두를 위
한 글로벌 가치 이전을 가속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접근 가능한 암호화폐는 중앙 집중식 커뮤니티와 분
산형 커뮤니티 모두에 통합되는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BLX의 구성 요소 기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및 블록 체인
의 혁신을 위한 무수한 발전 경로를 만들기 위해 전체적인 솔
루션을 제공하고, 나라들의 경계를 넘고, 차세대 디지털 솔루
션을 뛰어넘는 기능입니다.
이 백서는 BLX가 차세대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여 보
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재창조하
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삼

문제
암호화폐 채굴 초기에는 소수의 참여자만 활
동했기 때문에 개인용 CPU만으로도 충분한
블록 보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후, 경
쟁적 진화로 인해 이제 지구의 추운 지역에 건
설된 축구장 크기에 대규모 시설인 “채굴 농
장" 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암호 화폐와 디지털 제품이 계속해서
획기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은 신흥 시
장과 사회에서 여전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암
호 화폐 채굴을 통해 금융 통합을 가속화하는
사명은 불행히도 특권층을 위한 제품이 되었
습니다.

더 많은 기업과 대기업이 채굴을 위해 수학적
문제들을 풀기 위해 값비싼 냉각을 요구하는
수많은 ASIC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수준에서 수익성 있는 비트코인 채굴
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CBS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은 150
개 이상의 국가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높은 비용으로 인해 일반 채굴자들은 수익을
내기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 에너지 소비 지수(Bitcoin Energy
Consumption Index)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
면 비트코인 1개를 채굴하는 데 필요한 에너
지는 평균 미국 가정에서 3주 동안 YouTube를
시청하는 것과 같은 탄소 배출량을 사용하는
에너지와 일치합니다(출처: Digiconomist).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보와 변
화가 너무 느립니다. 혁신은 사람들을 공식 금
융 서비스에 연결하려고 시도하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인센티브
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많은 인구(17억)
가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
나입니다.

4

문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구현과 관련하여 여전히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호 운용성, 관리
및 모델의 통합 부족은 금융 서비스 생태계 전반에 걸쳐 블록체인 배포 및 암호
화폐 접근이 널리 사용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의리를 가지고 계속 사용자/고객으로 남기 위해서는 ＂책임, 신
뢰성, 투명성, 규정 준수, 보안, 검증 가능성, 감사 가능성, 책임 수용＂ 뿐만
아니라 동기 부여, 인센티브 및 수익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오퍼링은 제품,
기능, 또는 혜택 측면에서 단편적이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사용한 하이브리드 개발은 종종 복잡성을 추가하여 적절
한 사용 사례를 식별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보편적인 기술 적용이 힘든
것이 계속해서 장벽이 되어 현재까지의 플랫폼 오퍼링은 그 약속된 결과를
보여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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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많은 새로운 사용 사례 중에서 암호 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하고 투명하며 빠
르고 저렴하고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인 새
롭고 향상된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
표로 합니다. 기술 도입에 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여전히
미래에 사용 될 것입니다.

BLX는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연동의
문제를 해소하고 이익과 기회를 원활하게
제공하여 모두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합니
다.

더 중요한 것은 BLX의 사명은 금융 기술과
접근 가능한 암호화폐를 제공할 뿐만 아니
라 생활 방식을 개선하고 교육을 받거나 더
BLX는 시장의 혼란을 해결하고 다른 어떤 나은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재정적으로 보람
암호화폐보다 접근 가능하고 역동적이며 있는 기회를 만들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합
더 광범위하게 통합되는 시스템을 만듭니 니다.
다. BLX는 중앙 집중식 및 분산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동일한 블록체인 내에서 디지털 많은 사람들이 암호 화폐와 금융 기술에 의
화폐 및 기존 화폐의 교환을 모두 처리할
해 가능해진 기회로 인해 부자가 되었습니
수 있는 특허 낸 풀 싸이클 블록체인 기술 다. 누구든지 어디서든 즉시 BLX에 접근하
을 도입합니다
고 채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시작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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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BLOX DAO는 BLX2 자산 계약 기능(일명 스마트 계약 프로토콜)을 통해 알고리즘적으로
관리되는 구현을 기반으로 하는 탈중앙화 자치 조직입니다.
100,000,000 개의 조폐된 BLOX DAO 자산 계약(토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LOX DAO
조직의 완전한 소유에 사용할 수 있는 주식의 총량을 나타냅니다.
BLOX DAO 수익은 자산 계약(스마트 계약)과 전력 요금(가스 요금) 수익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습니다.
BLX2 맞춤형 블록체인 대장을 통해 볼 수 있는 https://explor.BLX.org/BLOXDAO은 각
회원/참여자/소유자에게 즉시 지출되는 총 BLX 수익을 포함하여
회원/참여자/소유자에 대한 실시간 투명한 주주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령 시 BLX 보상을 거래/교환/판매하기 위해 회원/참가자/소유자에게 BLX 수입을
지출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BLOX DAO 관리 체계
알고리즘으로 관리 된 기관
BLX28
8
샘플A

BLX2

BLX 수수료

관리 비용

BLX88

%
AAI
비용
x,xxx.x
x

BLX
DC

BLX
DAO

전력비
0.0001

%

BLOX DAO 멤버

%

기호 설명표
대기열
즉시
유지 보수

BLOX DAO
조직 공식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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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X DAO VOTING
BLOX DAO는 BLX2 자산 계약 기능(일명 스마트 계약 프로토콜)을 통해 알고리즘적으로
관리되는 구현을 기반으로 하는 탈중앙화 자치 조직입니다. BLOX DAO 투표는 지분 증명(PoS)
알고리즘을 통해 가능합니다.
100,000,000 개의 조폐된 BLOX DAO 자산 계약(토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LOX DAO 조직의
완전한 소유에 사용할 수 있는 주식의 총량을 나타냅니다.
BLOX DAO 수익은 자산 계약(스마트 계약)과 전력 요금(가스 요금) 수익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습니다.
BLX2 맞춤형 블록체인 대장을 통해 볼 수 있는 https://DAO.explorer.org은 각
회원/참여자/소유자에게 즉시 지출되는 총 BLX 수익을 포함하여 회원/참여자/소유자에 대한
현재적이고 투명한 주주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령 시 BLX 보상을 거래/교환/판매하기 위해 회원/참가자/소유자에게 BLX 수입을 지출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BLOX DAO 관리 체계
알고리즘으로 관리 된 기관

BLX28
8
샘플 A

BLX2

BLX 수수료

관리 비용

BLX88

%
AAI
비용
x,xxx.x
x

BLX
DC

BLX
DAO

전력 비
0.0001

%

BLOX DAO 멤버

%
기호 설명표
대기열
즉시
유지 보수

BLOX DAO
조직 공식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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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채굴)
우리는 사용자가 이전에 특권층만 접할 수 있었던 제품에 접할 수 있는 ＂스마트 채굴＂ 방법
론을 만들어 채굴의 복잡성을 제거 하였습니다. 이 솔루션은 비용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나 사회에 유망한 미래와 기회를 창출합니다.
스마트 채굴은 기본 CPU와 인터넷 속도를 결합된 연산 능력으로 활용하여 BLX 암호화폐를 채
굴합니다.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암호화폐 채굴의 획기적인 개념입니다. 등식 문제가 있는
채굴 복잡성은 반감기마다 적용됩니다. 브라우저 기반 채굴은 2022년과 2088년 사이의 반감기
에 폐기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마이닝 기술과는 별도로 BLX는 (1) 지갑, (2) 거래 플랫폼, 그리고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
거래와 교환을 촉진, 구현, 실행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자산 글로벌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력을
부여하는 (3) 블록체인 시스템을 포함하는 글로벌 가치 이전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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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터미널 응용 프로그램에서 활성화된 Java .jar 파일

BLX 출시(요약)
BLX분포
BLX배포는 2020년 10월 5일부터 84,000,000개의 사전 공급량을 가진 BLX
제네시스 서버에서 활성화된 시간 기반 배포 공식을 따릅니다. 2년마다 약
21만 개의 블록을 반감기 마다 출시하여 5분마다 블록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2088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굴 방법론 변경은 2022년부터
2088년까지 반감기 마다 적용될 것입니다.

BLX 배포 일정
개수

설명

주기

84,000,000.000000

총 공급 수량

완료될 때까지

2020-2088

기간

완료될 때까지

34

총 반감기 횟수

2년마다

0.666666667

출시 된 총 블록

1초마다

40.000000

출시 된 총 블록

1분마다

200.000000

블록 보상 출시

5분마다

2,400.000000

출시 된 총 블록

매시간

57,600.000000

출시 된 총 블록

21,000,000.000000

출시 된 총 블록

첫 년도

400.000000

블록 보상에 할당된 총계

완료될 때까지

7,350,000.000000

채굴에 할당된 총계

1번

42,000,000.000000

출시 된 총 블록

첫 반감기

84,000,000.000000

64비트 HASH 키

블록당 1개

3,000,000,000.000000

예상 총 블록 거래 수량

완료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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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분포 (방법론)
BLX 채굴
BLX 채굴은 2020년부터 2088년까지 총 8400만개의 유통 공급량에서 34개의
반감기(2년마다)에 맞춰 34개의 복잡한 변경 및 업데이트를 미리 설정했다. 복잡한
변경은 BLX 델타 서버에 의해 사전 정의된 새로운 방정식이 매 반감기의 기간 동안
핫 컷오버 동안 적용될 때 BLX 채굴 알고리즘의 수정이다.
(H0) 84,000,000(1/2) = (H1Δx) 42,000,000(1/2) = (H2 Δx) 21,000,000(1/2) = (H3Δx), (H4Δx) … (H34Δx)

“H1Δx” 또는 2022년 하반기의 첫 반감기 (H0 to H1) 인터넷 연결과 CPU를 기반으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스마트 마이닝을 활용하는 것은 H1Δx BLX 보상 공식에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방정식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참고: H1에서 H34까지의 모든 사전 정의된 절반 요건은 다음 반감기 기간 12개월 전에 출시될
것이다. 각각의 변경이 의무적인 장치 통합을 부과하는 API를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방정식,
공식 및/또는 알고리즘과 함께 올 때 미래의 반감기의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이전 변경 사항은
무기한 해제되고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분포 연결사 H0

지갑

1
Genesis
200
200
200

200(210,000)

2

Delta 서버 H1-H4 개조

지갑

1
Genesis

HxΔx

xxx

xx
xx
xx(210,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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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일정)
BLX 순환 공급량
#

분포

출시율

H0

210,000

210,000

H1

420,000

210,000

H2

1,260,000

210,000

H3

5,040,000

210,000

H4

25,200,000

210,000

H5

151,200,000

H6
H7
H8

년도

25

BLX 출시 예정
42,000,000.000000
0
21,000,000.000000
0
10,500,000.000000
0
5,250,000.0000000

12.5

2,625,000.0000000

2028

210,000

6.25

1,312,500.0000000

2030

1,058,400,000

210,000

3.125

656,250.0000000

2032

8,467,200,000

210,000

1.5625

328,125.0000000

2034

0.78125

164,062.5000000

2036

블록 보상
200
100
50

2020
2022
2024
2026

76,204,800,000

210,000

H9

762,048,000,000

210,000

0.390625

82,031.2500000

2038

H10

8,382,528,000,000

210,000

0.1953125

41,015.6250000

2040

H11

100,590,336,000,000

210,000

0.09765625

20,507.8125000

2042

H12

1,307,674,368,000,000

210,000

0.04882813

10,253.9062500

2044

0.02441406

5,126.9531250

2046

H13

18,307,441,152,000,000

210,000

H14

274,611,617,280,000,000

210,000

0.01220703

2,563.4765625

2048

H15

4,393,785,876,480,000,000

210,000

0.00610352

1,281.7382813

2050

H16

74,694,359,900,160,000,000

210,000

0.00305176

640.8691406

2052

H17

1,344,498,478,202,880,000,000

210,000

0.00152588

320.4345703

2054

0.00076294

160.2172852

2056

H18

25,545,471,085,854,700,000,000

210,000

H19

510,909,421,717,094,000,000,000

210,000

0.00038147

80.1086426

2058

H20

10,729,097,856,059,000,000,000,000

210,000

0.00019073

40.0543213

2060

H21

236,040,152,833,298,000,000,000,000

210,000

0.00009537

20.0271606

2062

H22

5,428,923,515,165,840,000,000,000,000

210,000

0.00004768

10.0135803

2064

0.00002384

5.0067902

2066

H23

130,294,164,363,980,000,000,000,000,000

210,000

H24

3,257,354,109,099,510,000,000,000,000,000

210,000

0.00001192

2.5033951

2068

H25

84,691,206,836,587,200,000,000,000,000,000

210,000

0.00000596

1.2516975

2070

H26

2,286,662,584,587,850,000,000,000,000,000,000

210,000

0.0000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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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8488

2072

H27

64,026,552,368,459,900,000,000,000,000,000,000

210,000

0.00000149

0.3129244

2074

H28

1,856,770,018,685,340,000,000,000,000,000,000,000

210,000

0.00000075

0.1564622

2076

H29

55,703,100,560,560,100,000,000,000,000,000,000,000

210,000

0.00000037

0.0782311

2078

H30

1,726,796,117,377,360,000,000,000,000,000,000,000,000

210,000

0.00000019

0.0391155

2080

H31

55,257,475,756,075,600,000,000,000,000,000,000,000,000

210,000

0.00000009

0.0195578

2082

0.00000005

0.0097789

2084

0.0048894

2086

0.0024447

2088

H32
H33
H34

210,000
1,823,496,699,950,5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61,998,887,798,316,900,000,000,000,000,000,000,000,000,00
210,000
0
2,169,961,072,941,090,000,000,000,000,000,000,000,000,000,
210,000
000
7,350,000.00000
H = 반감기 | H1 = 첫 반감기 | H2 = 두번째 반감기 | ….

0.00000002
0.00000001

400.000000

84,000,000.00

자산 계약
또는 BLX 스마트 계약
BLX2 자산 계약은 자산의 무허가 이행을 위해 BLX Crypto(채굴 또는
매입/매도/교환을 통해 취득)를 통해 "지분증명"(PoS) 프로토콜을 적용합니다. 구현
자체는 "자산 키 생성"과 "BLX 파워"의 두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된 신규 코인 생성
과정이며, BLX 소유자는 블록 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보안 암호 자산을 민팅(신규
코인 생성) 하고 출시할 수 있다.
BLX 분산 ID 형식
DAO 체인 라이브러리의 BLX DID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덱스 제목: BLX AAID: 키
인덱스 요약: BLX 자산 계약 ID: 자산 키
제출 형식: DID:BLX-AAID: 키
결과(해결사): did:blxaid:assetkey
라이브러리 참조: DID 검색 = 자산 키(알파벳과 숫자 + QR 코드 + 체인 링크)
과정
+ 1,000개의 BLX 코인이 암호화 전송 과정을 통해 자산 키 생성 활성화됨
+ 그런 다음 암호화된 자산 키를 발급하여 블록 체인 네트워크 접근을 허용하는 특정
금액으로 새로운 분산 자산을 권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BLX파워(AKA Gas Fee)는 새로 주조된 자산이 1회 전송당 0.0001 BLX 코인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남겨야 하는 BLX 잔액이다.

AKG

Bloxchain

AKI

Genesis

암호화

고객

BLX 전력비 (0.0001)

자산분포
대중Key

AKG: 자산 생성 키 서버
AKI: 자산 키 통합 서버
Genesis: 신규 코인 생성 서버
Bloxchain: 블록 체인 서버

개인 Key

지갑 A

대중 Key
개인 Key
지갑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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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구현
BLX NFT
BLX88은 NFT 자산 구현 프로토콜이며 이미지, 비디오 또는 게임을 통해 암호화된 디지
털 미디어 자산을 생성하기 위한 1:1 자산 계약(스마트 계약) 값입니다.
NFT 생성 과정:
1.https://wallet.blx.org– BLX 잔액 필요
2. "자산 계약" > "추가"
3. “자산 계약 설정”
4. "미디어 자산"을 선택합니다.
5. 자산 생성 >
a. 1,000BLX 수수료 "보내기"
b. 자산 키 생성: (자산 계약(스마트 계약) 활성화에 필요한 자산 키
c. 자산/세부정보 입력: 자산 업로드 |자산 이름|자산 기호| 수량 = "1" |설명
선택 : "구성 파일"업로드
중요한 부가 설명:
자산 세부 정보는 일단 확인되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 및 개인 키를 즉시 저장하고 보호하십시오. 자산(Asset)을 생성하고 구현하기 위
해서는 개인 Key가 필요합니다.

d. 스마트 계약 확인 및 활성화(자산 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된 자산 키 입력(2단
계))
6. 유지 보수: Bloxchain에서 작동하기 위해 거래 당 0.0001/ 전력 요금 자동 공제
됩니다.. BLX 지갑에 충분한 잔액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로 잔액 = 자산 기능 없음
14

참조:http://blx.org/AAI.html

보상 (방법론)
BLX 보상
BLX 보상은 거래 증명 및 작업 증명을 기록하기 위해 가장 긴 활성 및 연결된 노드를
감시하는 합의 메커니즘에 의해 공급됩니다.
거래의 증명: 10개의 랜덤 노드 및 연결된 노드가 거래를 검증하여 0.0000001BLX의
보상을 획득합니다.
작업 증명(POW): CPU 및 GPU 성능과 균형을 이룬 활성 인터넷이 있는 연결된 노드를
기반으로 한 BLX 랜덤 보상. 비율 성능 예측: 60% 인터넷 | 40% CPU. 계산은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브라우저, 컴퓨터마다 인터넷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Genesis

암호화

보상 노드 (10 x 0.0000001)
노드들

스마트
채굴

노드들의 의사소통
공동 Key
개인 Key
지갑 A

A2B BLX 거래
샘플

공동 Key
개인 Key

지갑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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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구조)
BLX 보상 일정
#

블록 보상

0.0000001 초당

0.0001초당

초당

분당

5분당

채굴자

채굴자 당

H0

200.00000000

0.00000066667

0.00066666667

0.66666666667

40.000000000000

200.00000000

10

20

H1

100.00000000

0.00000033333

0.00033333333

0.33333333333

20.000000000000

100.00000000

10

10

H2

50.00000000

0.00000016667

0.00016666667

0.16666666667

10.000000000000

50.00000000

10

5

H3

25.00000000

0.00000008333

0.00008333333

0.08333333333

5.000000000000

25.00000000

10

2.5

H4

12.50000000

0.00000004167

0.00004166667

0.04166666667

2.500000000000

12.50000000

10

1.25

H5

6.25000000

0.00000002083

0.00002083333

0.02083333333

1.250000000000

6.25000000

10

0.625

H6

3.12500000

0.00000001042

0.00001041667

0.01041666667

0.625000000000

3.12500000

10

0.3125

H7

1.56250000

0.00000000521

0.00000520833

0.00520833333

0.312500000000

1.56250000

10

0.15625

H8

0.78125000

0.00000000260

0.00000260417

0.00260416667

0.156250000000

0.78125000

10

0.078125

H9

0.39062500

0.00000000130

0.00000130208

0.00130208333

0.078125000000

0.39062500

10

0.0390625

H10

0.19531250

0.00000000065

0.00000065104

0.00065104167

0.039062500000

0.19531250

10

0.01953125

H11

0.09765625

0.00000000033

0.00000032552

0.00032552083

0.019531250000

0.09765625

10

0.009765625

H12

0.04882813

0.00000000016

0.00000016276

0.00016276042

0.009765625000

0.04882813

10

0.0048828125

H13

0.02441406

0.00000000008

0.00000008138

0.00008138021

0.004882812500

0.02441406

10

0.00244140625

H14

0.01220703

0.00000000004

0.00000004069

0.00004069010

0.002441406250

0.01220703

10

0.001220703125

H15

0.00610352

0.00000000002

0.00000002035

0.00002034505

0.001220703125

0.00610352

10

0.0006103515625

H16

0.00305176

0.00000000001

0.00000001017

0.00001017253

0.000610351563

0.00305176

10

0.0003051757813

H17

0.00152588

0.00000000001

0.00000000509

0.00000508626

0.000305175781

0.00152588

10

0.0001525878906

H18

0.00076294

0.00000000000

0.00000000254

0.00000254313

0.000152587891

0.00076294

10

0.00007629394531

H19

0.00038147

0.00000000000

0.00000000127

0.00000127157

0.000076293945

0.00038147

10

0.00003814697266

H20

0.00019073

0.00000000000

0.00000000064

0.00000063578

0.000038146973

0.00019073

10

0.00001907348633

H21

0.00009537

0.00000000000

0.00000000032

0.00000031789

0.000019073486

0.00009537

10

0.000009536743164

H22

0.00004768

0.00000000000

0.00000000016

0.00000015895

0.000009536743

0.00004768

10

0.000004768371582

H23

0.00002384

0.00000000000

0.00000000008

0.00000007947

0.000004768372

0.00002384

10

0.000002384185791

H24

0.00001192

0.00000000000

0.00000000004

0.00000003974

0.000002384186

0.00001192

10

0.000001192092896

H25

0.00000596

0.00000000000

0.00000000002

0.00000001987

0.000001192093

0.00000596

10

0.0000005960464478

H26

0.00000298

0.00000000000

0.00000000001

0.00000000993

0.000000596046

0.00000298

10

0.0000002980232239

H27

0.00000149

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497

0.000000298023

0.00000149

10

0.0000001490116119

H28

0.00000075

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248

0.000000149012

0.00000075

10

0.00000007450580597

H29

0.00000037

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124

0.000000074506

0.00000037

10

0.00000003725290298

H30

0.00000019

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62

0.000000037253

0.00000019

10

0.00000001862645149

H31

0.00000009

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31

0.000000018626

0.00000009

10

0.000000009313225746

H32

0.00000005

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16

0.000000009313

0.00000005

10

0.000000004656612873

H33

0.00000002

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8

0.000000004657

0.00000002

10

0.000000002328306437

H34

0.00000001

0.00000000000

0.00000000000

0.00000000004

0.000000002328

0.00000001

10

0.000000001164153218

399.99999999

0.00000133333

0.001333333333

1.33333333329

79.999999997672

399.99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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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X 반감기
BLX 반감기

비트코인은 4년마다 또는 21만 개의 블록이 채굴된 후 반감된다. 반감이란 주어진
양이나 시간이 지나면 채굴자들에게 주는 보상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BLX 반감도
21만 블록 보상이 출시되지만 4년이 아닌 2년마다 출시된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채굴 BLX는 유통을 시작하는 1차 조폐 공정이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유통량이 줄어 BLX의 총공급량이 시장에 풀릴 때까지 인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인 2100만은 4년마다 반감하여 2140년까지 유통될 예정이다.
BLX의 경우 2년마다 반감되어 공급되는 8400만개가 2088년까지 전부 출시될
예정이다.
채굴을 통해 BLX가 완성되고 완전 배포되면, 작업 증명으로 인한 수익은 확보되지만
거래 증명으로 인한 보상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BLX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기업으로부터의 거래 수수료도 남습니다.
반감기 개념은 필수적이며 경제의 기본 원리와 관련이 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제한적이라면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보상이 반감됨

가격 상승

한정적인 재고

수요 증가

가격 상승 프리미엄

BLX 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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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BLX 개발
BLX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은 (1)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 출시를 위한 제네시스 서버, (2)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네트워크 노드, (3) 지갑 서버, 그리고 (4) 블록체인 또는 대장 시스템
역할을 하는 대장 서버로 구성된다. 이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을 통해 BLX는 동일한 블록체인
내에서 디지털 자산과 보편적인 자산을 완전히 교환하는 것과, 중앙화 및 탈 중앙화 된
암호화폐 자산 제품을 구현할 수 있다.

서버
대정 서버
지갑 서버

Mining
Application

Node Communication

암호화

공동 Key
개인 Key
암호화 Key

노드

공동 Key

가상 자산

개인 Key

지갑

HOT
WALLET

이동

Cloud Mining

공동 Key
개인 Key
지갑

COLD
WALLET

암호화

Genesis

Blockchain

암호화

어플 서버

암호화

BLX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이동

공동 Key
개인 Key

지갑

18

블록 체인
BLX 블록체인
BLX 블록체인 또는 블록스 체인(Bloxchain)은 모든 BLX 거래를 시간순으로 기록하는 공용
분산 원장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블록 보상 및 이전은 두 가지 합의 메커니즘, 즉 거래
증명(POT) 및 작업 증명에(POW) 따라 영구적으로 기록됩니다. 합의 메커니즘은 네트워크
또는 노드 그룹 내에서 블록의 유효성을 제어하는 프로토콜 세트입니다.

Genesis

암호화

Bloxchain.net

노드

스마트
채굴

노드 소통
공동 Key

공동 Key

작업증명

개인 Key

거래증명

지갑

개인 Key
지갑
어플 + 소통 원장

어플 서버

노드 커뮤니티

원장
활성화 된 노드

어플 서버

어플

채굴 계정 기기

원장

MAC ID

핸드폰 번호/ 2FA
공동/개인 Key
역동적은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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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XCHAIN 요소
블록 해쉬 번호
Genesis 블록

해쉬 Root +
이전 해쉬+
시간 도장 +
블록 높이

블록 해쉬 번호

블록 해쉬 번호

블록 해쉬 번호

해쉬 Root +
이전 해쉬+
시간 도장 +
블록 높이

해쉬 Root +
이전 해쉬+
시간 도장 +
블록 높이

블록 해쉬 번호
해쉬 Root +
이전 해쉬+
시간 도장 +
블록 높이

h (root)
h (ha,hb)

이전 Hash – 이전에 검증된
블록의 블록 해쉬 번호
h(A)
h(t1, t2)

시간 도장 – 블록이 검증된 정확한
날짜와 시간

h(B)
h(t3, t4)

Merkle Tree
(Binary Hash)

블록 높이 – Genesis
블록으로부터의 순번
해쉬 Root – 블록 내의 모든
거래들의 해쉬

t1

t2

t3

t4

(블록 크기/ 거래 크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초당 거래
블록 시간
샘블 BTC 시나리오:
초당 거래
블록 크기 = 1MB per block
거래 크기 = 1Kb
블록 시간 = 블록 당 60 초

BLOXchain
TPS 결과: 초당 77.51 개 거래
(08.04.2022)

TPS 결과: 초당 16 개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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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알고리즘
노드 네트워크

거래 시작

거래를
네트워크에
방송

거래가
검증되면
새로은 데이터
블록이 생성 됨

블록 체인에
블록 추가

거래 왼료

거래 검증/확인

암호화 된 해쉬
구성 요소들
이전 2부분의 트리
이전 해쉬
시간 도장
블록 높이

SHA256

BLOX의 PoS 검증기(BLOXNode) 솔루션은 거래 확인을 위한 0.00001 BLX의 보상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JAVA Archive 파일(*.jar) 형식으로 활성화된 참여 시스템의 공개 배포입니다.
BLOX 노드 = PoS 스마트 계약(50,000 BLX)
BLOX 노드 보상 = 거래 당 0.00001
BLXChain은 모든 자산 구현에 PoT(거래 증명) 방법론을 활용한다.
BLXChain 거래증명(PoT)은 확인된 모든 블록에 대해 거래 볼륨에 대해 거래를 검증하는 합의
알고리즘이다. 거래가 많이 발생할수록 블록의 보안이 강화되고 공격이나 해킹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거래는 하나의 해쉬가 하나의 블록을 형성할 때까지 이진법으로 한 쌍 씩을 만드는 것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쉬가 됩니다. 이후 모든 거래를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시도는 해시 Root 가
여러 거래의 결과이기 때문에 잘못된 블록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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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X 웹

BLOXWeb은 BLOXChain 프로토콜 내에서 탈중앙화 인터넷 구현체입니다.
BLOX Web은 4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1. 블록체인 인터넷 브라우저는 현재 글로벌 웹 인프라(Web 1.0 및 Web 2.0)에 접근할 수 있으며
웹 3.0 도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2.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노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암호화 보안을 갖춘
인터넷 서비스 코어.
3. 무제한 도메인 해제를 허용하고 지분 증명(PoS) 프로토콜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도메인
형식을 사용하는 탈중앙황 도메인 등록입니다.
4. PoS 스마트 계약 프로토콜을 통해 시작된 블록체인 기반 웹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탈
중앙화 웹 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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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X CBDC
CBDC 토큰 - 수량 및 가치에 따라 유통되도록 국가 디지털 통화 시스템이
배포한 디지털 지갑에 의존하는 디지털 통화입니다.

고객은 어디에서나 보안 및 투명성을 갖춘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최소한의 수수료로 중앙 거래 지갑을 통해 사용 가능한 다른
글로벌 CBDC 통화로 실시간 교환이 가능합니다.

거래는 공개 또는 개인 블록체인에 개시 됩니다

고객들의 KYC는 효율성을 위해 동일한 네트워크 내의 모든 은행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계정의 익명성과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개인 키 아키텍처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

은행

은행
입금

소매

은행
입금

온라인 구매

은행
입금

거래

입금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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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X은행
BLX118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구현:
Money 3.0 또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요구사항에 대한 BLX 프로토콜:

—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P2P(Peer-to-Peer) 연결
— 소매, 도매 및 다국적 거래에서의 결제 어플
— 토큰화, 분산화 및 안전한 정보 공유
— 통화 정책 실행, 재정 안정성, 지급 효율성, 재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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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X투표
블록 체인 투표:

BLOX투표는 지분증명서(PoS)와 거래증명서(PoT) 프로토콜을 활용하며, 세계 최초로 NFT와
블록체인을 결합해 안전하고 정확한 투명성과 실시간 투표를 보장합니다
구현 및 알고리즘의 지침의 대한 정보는 info@blx.org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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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방법론)
BLX 보관
BLX 암호화폐는 온라인(Hot Storage) 또는 오프라인(Cold Storage)으로 저장할 수 있다.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BLX 콜드 지갑 보관 방법론은 ＇블록체인 출구＇ 프로세스를 이용해
진정한 오프라인 보관 방법이다. 또는 ＂블록체인 리턴＂ 프로토콜에 따라 온라인 접근을
위해 핫 지갑으로 복귀할 수 있다.
콜드 지갑 보관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핫 지갑
BLX >

X

블록 체인 출구 거래
> X BLX
콜드 지갑

> X BLX

핫 지갑

온라인

블록 체인 리턴 거래

오프라인
콜드 지갑
X BLX >

• 콜드 보관은 채굴이 발생하는 장치에서 *BLX 파일 형식으로 AEXS-256, AES-128, SHA-3
암호화 알고리즘의 조합을 사용하는 100% 오프라인 어플입니다.
• 콜드 스토리지 시작(블록체인 출구 보상): 노드별 0.0001 BLX 보상을 획득하는 8~10개
노드의 검증/확인 후 거래 증명서가 블록체인에 게시됩니다.
• 핫 지갑으로 복구(블록체인 리턴 보상): 거래 증명서는 10개 노드가 블록체인으로의 BLX
복귀를 검증/확인하면 각 노드에 대해 0.0001 BLX 보상을 획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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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절차)
BLX 보관 절차
BLX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콜드 지갑으로 이동 및 반환은 사용자 대시보드에서 5단계로
구성된다.

대쉬보드
1

옵션 “콜드 보관”
2

“수출 (Export)” 또는” 수입(Import)”
선택
3

금액 입력
4

검증
5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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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스마트 계약)
BLX2 보관 절차
스마트 계약 자산의 필요는 BLX와 마찬가지로 BLX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콜드지갑으로 이동
및 반환을 시작하기 위해 선택되며, 사용자 대시보드에서 6단계로 구성됩니다.

대쉬보드
1

옵션 “콜드 보관”
2

“수출 (Export)” 또는” 수입(Import)”
선택
3

스마트 계약 자산 선택
4

금액 입력
5

검증
6

완료
28

보안
보안 유형/수준: 고객 ID 및 데이터(secp256k1 및 sha3-256)를 인증하고
암호화하기 위해 공용 및 개인 키가 할당된 비대칭 암호화입니다.
트루 콜드 보관 – 클라우드 체인은 오프라인 장치 보관을 위한
블록체인 이동 프로토콜을 통해 진정한 콜드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NFT 암호화 압축 보안: NFT 자산의 복제를 방지하는 미디어 파일의
저작권 보호를 허용하는 독점 프로토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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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확장)
채굴, 거래 및 교환을 위한 원활하고
단순하며 안전한 접근
Blox체인은 초당 무제한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어 현존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블록체인
중 하나이다.
은행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적합한
솔루션인 BLX는 사용자들이 오늘날 최고의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기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에게 힘을
더합니다.
실제 사용 사례의 BLX 솔루션
BLX 암호화폐는 미래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유산 친화적이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근성, 소매, 전자상거래, 비접촉식 또는
은행 거래 등 BLX는 무한한 상호 운용성과
호환성을 갖춘 교차 기능, 교차 산업 플랫폼
및 암호화폐이다.

부가 가치 기능:
● 규제되거나 규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 단일 플랫폼에서 일반 통화 및
암호화폐를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 NFC 또는 USB와 같은 여러 장치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비싸고
복잡한 대장 장치 없이 보관 기능을
갖춘 최초의 암호화 자산
● 다중 통화 지갑
● 브랜드 주문 제작
● 자산이 모든 이동 포인트 추적funds
● 일반 통화, 토큰, 가상화폐 거래를
한번에 볼 수 있는 멀티 자산 플랫폼
● 핫 직갑 보관 / 콜드 지갑 보관 능력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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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생태계)
BLX 생태계
BLX의 강력한 구성 요소와 기능은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금융
거래를 지원합니다.

거래 플랫폼

Mint 플랫폼
BLX의 민트 플랫폼은 NFT(Non-Fungible Token)
사용성 또는 기타 수단을 위해 제품 또는
자산의 유효성 및/또는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목적용 고급 암호화 자산 생성
시스템입니다.

(BLX)의 일만 통화 및 디지털 화폐용 교환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사용자가일반 통화와 암호화폐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더 쉽고 빠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BLX 가상 자산은 즉각적인 인증을 통해
신속하게 배포될 수 있으므로 출시 시
블록체인을 통해 모든 거래를 확인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소비자들이 빠르고 저렴하게
디지털 통화를 교환하고 현재 시스템에서
가능한 모든 범위의 금융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블록 체인 은행 플랫폼
BLX의 포괄적인 은행 기능은 기존 은행
기능과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를 통합하여 매우 직관적이고, 안전하고,
강력하고, 유연하며, 비용 효율적인 결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BLX는 221개 국가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등가 화폐단위에
고정된 156개의 암호화폐 자산을 발행하고
출시하여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화폐 토큰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암호 자산은 블록체인 기반 지갑에
저장되므로, 어떤 통화로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수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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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가장 접근하기 쉬운 암호화폐의 출시를 개척한 BLX는 지금까지 출시된 어떤
암호화폐보다 빠르게 디지털 채택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많은 기능 및 사용 사례와 조화를 이룬 BLX의 기술은 전 세계 시장과 사회를
연결하여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더 나은 기회와 미래를 제공합니다.
저렴하고 마찰이 없는 BLX는 사용이 간편하며 유산 친화적이며 미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경 없는 전체적인 범용 솔루션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제약, 형식적인
절차, 관료주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호 연결 및 상호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BLX의 재창조 시도는 혁신만으로 추진되거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접근성을 재정립하고 암호화폐 기회의 범위를 모두에게 넓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공정한 분배, 보편적인 사명을 지닌 진정한 통합.

Creators: A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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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X DAO LLC
1611 E 2nd Street
Casper, Wyoming
USA 82601
Website: http://BLX.org
Email:
info@BLX.org

완전한 생태계 구축으로 블록
체인 재창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