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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혁신 및
세상을 변화시키기
BLOX. 분산형 자치체
차세대 DAO 체인이 있는 조직
기술

DAO LLC란?
분산형 블록체인 기반 조직입니다.
유한 책임 회사(LLC)로 설립됨
의사 결정을 위해 다수결 절차를 사용하는 동등한
상임 주주들 당초 개발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자동화, 촉진, 추적하기 위한 체계적인 형태로 설계한
스마트계약은 사업과 제도적 방향을 관리하기 위해
채택됐다.

BLOX가 뭐죠?
2022년 3월 2일 미국 와이오밍 주 국무장관실을 통해
DAO 기구로 합법적으로 인증된 알고리즘 관리
기구입니다.

BLX.org이란 무엇인가?
아래 나열된 고급 분산형 블록체인 기술을 호스팅하는
도메인 포털입니까?
- BLX 스마트 마이닝
- BLX 콜드 스토리지(트루오프라인)
- BLX2 스마트 계약 프로토콜
- BLX88 NFT 구현
- BLX118 CBDC 구현
- BLOX 스테이킹
- BLOX 투표

BLOX 미션
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전 세계 시장 및 기업 제공
단순하고 액세스하기 쉬운 DAO 및 블록체인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LX는 모두를 위한 유틸리티이자
도구이다.
비전을 구현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지수 수익률로 즉시
왜 BLX.org인가?
모든 형태, 형태 또는 가치의 디지털 자산을 배포,
관리 및 모니터링하는 원스톱 숍 블록체인
솔루션 제공업체입니다. 개방형 API를 통해 개인
취향이나 비즈니스 브랜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BLX 효과는 투명하고 안전하며 정확한
구현을 통해 관점, 신뢰도 및 조직의 신뢰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BLX.org을 방문하세요. 당신의 개인 기기와
기계를 사용하여 BLX 암호화폐를 채굴하거나
우리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방문하여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회원들로부터 BLX를 획득하세요.

블록체인으로 비전을 구현하는 것은 BLX를 통해
더 쉬워질 것입니다!

BLX 영향
BLX 스마트 마이닝
지침: https://blx.org/how-to-mine.html
지역 선택
BLX 콜드 스토리지
외부 드라이브 (오프라인 )와의 블록체인 종료 및 반환
프로토콜을 통해 보안 및 편의성을 향상시킵니다 .

어플
견고성과 전체적인 기능을 통해 모든 BLX 구현은
독립적으로 작동하거나 다른 BLX Smart Contract와
상호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유비쿼터스 기능은
커뮤니티 , 기관 및 시장을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창출합니다 .

BLX88 NFT 구현

국경, 브랜드, 기업 및 정부가 무궁무진한 세상에서
BLX는 모든 것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직함, 직책 및
직책을 제거하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옵션입니다 .
다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
전체 이해 관계자와 사용자를 위한 투명성, 정확성 및
무결성. BLOX 조직이 지원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믿음과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기반입니다 .

BLX 네트워크를 이용한 PoS(Proof of Stake) 미디어 자산
생성 및 지속 프로토콜 .

참가, 참여

BLX2 스마트 계약 프로토콜
BLX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분증명 (PoS) 토큰 자산 생성 및
지속 프로토콜 .
https://blx.org/AAI.html

BLX118 CBDC 구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솔루션.
BLOX 스테이킹

BLOX는 2022년 3월 5일부터 기구의 기여 및 투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PoS(Proof of Stake)
기회를 열었다.
1 BLOX 지분 = 0.00001 BTC.

조직적 이해 관계와 의사 결정력을 가진 BLOX 회원들.
BLOX 투표
조직적인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한 BLOX 회원 투표
시스템/프로세스 .

스냅샷의 블록
일반 정보
지분: BLOX
사용 가능한 지분: 100,000,000
현재 지분가치 (1): 0.00001BTC
개발 국가: 미국
개발자: BLOX
공개: 2022년 3월 5일
카테고리: DAO | 블록체인
블록체인: 블록 체인
웹사이트: BLX.org

크리에이터: AUP | LLPS | RSA

가장 드물고 경제적인 참여 기회 중 하나이며 , 향후 몇 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요: BLOX 지분은 토큰이 아닙니다 ! 그것은 모든
기여자에게 투표권을 제공하는 매우 가치 있는
기술을 가진 합법적으로 조직되고 인증된 기관
내에서 "지분"입니다! 다른 제품 또는 스마트 계약
기회의 주요 차별화 요소입니다 .

연락하기
BLOX는 수익성 있는 투자부터 영향력 있는 제품
구축까지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주도
조직이다. 우리의 목표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분산형 핵심에 기여하고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AT에 문의하십시오.

info@BLX.org

@BLX_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