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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9 년 비트코인의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이더리움, 이오스, 리플등
다양한 암호화폐 많은 알트코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블록체인의 등장과 발전으로 국가와 산업을 막론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탈중앙화 된 플랫폼을 서비스할 수 가 있어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분산처리 방식의 기술 중 하나이며 "블록"이란 의미는
Peer to Peer (개인간의 거래) 의 거래데이터가 전부 "블록" 내에 저장되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통해 서로 전송하여 각각의 전송된 데이터를
검증하여 신뢰성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런 각각의 블록이 모여 "체인" 형태의 구조를 이루게 되며 플랫폼 사용자가
해당 거래 데이터를 보유함으로써 "블록" 내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하기에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의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많은 나라와 산업 등에서 앞으로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저희 GLEX 또한 GLEX Master Node(이하 마스터노드) PROJECT 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과 마스터노드에 대한 암호화폐 사용자에게 인식을 넓히고
발전과 혁신을 위하여 노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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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USINESS BACKGROUND

2.1 INTRODUCITON
현재 암호화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용하기엔
기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모든 GLEX 사용자에게
보다 직관적인 방법과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암호화폐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합니다.
GLEX 마스터노드 PROJECT 를 통해 저희 PINE PLATFORM 은 마스터노드 플랫폼을
개발하였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확장할 것을
목표로 개인 참여자들의 리스크는 최소화 시키고, 주기적인 마스터노드 보상을
안겨줄 것이며, 시장에는 신뢰성, 접근성 및 적은 변동성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2.2 마스터노드 정의
마스터노드란?
- 참여자들은 일정 담보 금액만큼 지분 코인을 지갑에 전송한 후 마스터노드를 서버에
셋팅을 하여 별도의 채굴이나 거래 없이도 마스터노드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보상을
받습니다.
- GPU PoW 채굴방식처럼 많은 장비 및 전력이 필요 하지 않고, 마스터노드 서버만 구
축하면 됨으로 훨씬 간소화된 과정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든 채굴 현황을 자신의 지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GLEX 는 기존의 직접 서버를 세팅하고 구축하는 기존 마스터노드 코인과 달리 단점
을 보안해 Smart Contract 를 통한 간편하고 투명한 마스터노드 구축,운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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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Dash는 전체 노드를 보상하기 위하여 마스터노드가 등장하였습니다.
Dash는 마스터노드 네트워크를 통해 블록 데이터 보호와 빠른 트랜잭션 속도를 지원하
였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마스터노드 참여자에게 블록 보상의 인센티브를 제
공함으로써 새로운 합의 방식을 통해 기존의 POW(작업증명) 방식에 치중되있던 암호화페
시장에 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드(node)는 P2P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개별 서버로서, 피어(peer)가 네트
워크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수신하는데 사용합니다. 이러한 노드는 막대
한 양의 트래픽과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기타 리소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부족 현상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전체 노드를 실행하는 비용이 증가하여 운영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운영자들은 서비스를 통합하여 더 저렴하게 실행하거나 경량 클라
이언트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것은 네트워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GLEX 마스터노드 프로젝트는 원할한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균등한 인센티
브 분배 SMART CONTRACT 코드를 실행시켜 마스터노드 구축을 장려하고 마스터노드 생
태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GLEX 마스터노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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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oW(작업증명방식)와 PoS(지분증명방식)
코인을 채굴하는 방법은 크게 최초의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인 비트코인에서 사용
한 합의 알고리즘인 작업증명방식(Proof of Work)과 최근 공개 블록체인에서 많이 도
입되고 있는 지분증명방식(Proof of Stake)가 있습니다.

· Proof of Work (작업증명방식) 알고리즘
Proof of Work (이하 PoW) 알고리즘은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
(Satoshi Nakamoto)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비잔틴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블록 데이터 해시 연결을 위해 블록에는 블록 헤더 데이터를 해쉬 함수로 계산한
블록 해시가 들어가고 이를 통해 해쉬 연결성을 검증해 블록체인 데이터가 중간에
위변조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PoW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의 블록 해시는 Difficulty 에 따라 선택된
Target 데이터 규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블록해시는 해시 알고리즘에 의해 만들어지
기 때문에 Target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값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즉, 블록체인의 노드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Nonce라는 임의의 값을 계속 대입하
여 임의로 대입한 Nonce값을 포함한 헤더의 해쉬값이 Target 데이터 조건을 만족하
면 블록이 생성됩니다.
또한 총 해쉬량이 증가함에 따라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고, 상승된 난이도에
따라 블록을 찾는데 더 많은 해쉬가 요구되기에 블록 자체가 생성되는 시간은 일정
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런 PoW 방식은 높은 전력의 소모, 비싼 채굴장비(ASIC,
GPU등)의 구비와 해쉬 독점으로 인한 보안문제와 중앙화 이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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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블록구조]

· Proof of Stake (지분증명방식) 알고리즘
Proof of Stake (이하 PoS) Staking (이하 스테이킹) 시기와 임의 추출, 그리고 노드의
양호도와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의사 난수 (pseudo-random)를 선출하여
다음 블록의 검증자가 될 노드를 선정합니다.
PoS 알고리즘의 주된 장점은 에너지 효율과 보안입니다. 노드를 운영하는 것은 쉽
고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노드를 운영하려 합니다. 이는 시스템 내 임의화
된 과정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보다 탈중앙화 시키며, 마이닝 풀에서 더 이상 블록들
을 마이닝하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또한 보상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코인을 유통
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코인의 가격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PoS 알고리즘은 보통 부정적인 외부 영향 혹은 PoW 알고리즘 기반 시스템에 내재
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PoW의 맥락에서 분석되어져 왔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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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채굴 방식

투자 비용

PoW 채굴

PoS 채굴

GPU(그래픽카드) 또는 ASIC(전용채굴 지분증명방식(채굴할 코인의 인증 개수를 확
기)를 통한 연산에의한 채굴

보)을 통한 마스터노드 서버를 운영하여 채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필요함

채굴할 코인별로 투자비용이 다양함

(채굴기, 채굴장 임대비, 전기세 등)

(최소 10만원~ 최대 억단위)

GPU채굴의 경우 사용자가 마이너프로

채굴 코인

그램을 변경하여 다양한 코인을 채굴

채굴할 코인별로 마스터노드를 운영해야 함

할수 있음

접근성

추세

채굴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를 활용하여, PoS노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일반인들
접근이 용이함

이 접근 하기에 어려움

시간이 지날 수록 채굴 난위도의 상승
으로 수익률이 낮아짐

대형 코인들의 PoW채굴 방식에서 PoS채굴
방식으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
(예, 대시, 이더리움(예정), PIVX 등)

[PoW / PoS 비교]

* SMART CONTRACT 를 통한 마스터노드
GLEX 마스터노드 프로젝트는 기존의 마스터노드 코인들과 달리 Smart Contract
(이하 스마트 계약) 를 통해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균등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이더리움의 핵심 기술이며 기존의 PoW 와 PoS 의 작업 증명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보상 체계를 스마트 계약 코드에 담아 구현 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자원과 시간을 낭비 하지 않고 원하는 즉시 담보물 150,000 GLEX 를 계약 주
소로 전송함과 동시에 바로 마스터노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상은 일1회 모든 마스터노드와 동일하게 지급되며 보상은 언제든지 내 GLEX 지갑으
로 전송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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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존 마스터노드 코인의 문제점

· 마스터노드의 문제점
1. 사용자의 전반적인 마스터노드 이해도의 부족
기존의 암호화폐를 단순 투기로 보는 경향이 있어 마스터노드의 수익 구조와 어
려운 기술 지식을 일반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2.

마스터노드 구축 시 복잡한 프로세스
일반 사용자가 마스터노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직접 마스터노드 서버 임대부터 마
스터노드 서버에서 사용되는 리눅스 명령어를 숙지하고 사용하기에는 너무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일반사용자 유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구축 후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마스터노드를 구축에 성공 하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마스터노드 서버의 유지
보수와 데이터 백업과 보안을 위하여 직접 하드웨어 운영을 해야하는 부담감이
존재합니다.

4. 불규칙적인 마스터노드 보상 지급
기존의 마스터노드의 코인들의 보상주기는 일 1회지만 하루 생성되는 블록의 수
보다 많은 마스터노드의 구축이 된 상황에서는 2일에서 3일까지 소요되는 불규
칙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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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회
마스터노드 시장의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반 사용자의 유입에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저희 GLEX PROJECT 는 마스터노드의 문
제점을 정확히 인지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지갑 및 개인용 컴퓨
터 지갑에서 마스터노드의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하여 마스터노드 구축부터 제어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예정 입니다.
GLEX 마스터노드를 실행하려면 노드가 150,000 GLEX 를 담보 금액으로 가지고 있
어야 합니다.
즉, 네트워크 참여를 위한 담보물을 지불하고,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
다. 담보물인 150,000 GLEX 는 묶여 있는 돈이므로 시장에 공급되지 않으며, 마스터
노드가 작동하는 동안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이를 통해 마스터노드는 클라이언트에
게 네트워크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GLEX 마스터노드 코어는 최첨단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로 구
성되며, 일반 사용자들의 지갑에 이더리움 ERC-20 기반의 블록체인 형태로 안전하
게 저장되며 체계적인 백업과 복구를 통하여 자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향후 개발 및 업데이트를 통하여 마스터노드 API와 SDK를 통해 접근할수 있도록
할 것이며 마스터노드 플랫폼으로서 확장성 또한 강화 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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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LEX 기술

3.1 INTRODUCTION
GLEX 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분산형 오픈 소스 Crypto Currency 라고 할 수
있습니다.
GLEX 는 상호간의 전송을 유지하고 전송 과정에서 블록의 형성 과정 등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마스터노드 내에서 몇 초 내에서 확인하는 빠른 거래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GLEX Core 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3.2 GLEX Wallet
저희 PINE PLATFORM 에서 제공되는 GLEX Wallet 은 GLEX Coin 의 핵심 기능들을
탑재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GLEX Coin 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서버와
RPC 통신을 통하여 연결됩니다.

- 확장 가능하고 유연한 디지털 자산
GLEX Wallet 은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보다 GLEX Wallet 을
통하여 유연하고 손쉬운 확장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빠른 블록생성 시간에 따른 빠른 거래 처리속도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완벽히
관리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쉬 등 다양한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완벽히 설계된 보안 탑재
가용성 높은 Private Storage Chain 을 별도로 운영하여 모든 채널은 Cloud
Proxy Layer 에 가려져 완벽한 보안을 수행하여 높은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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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노드 구축 지원
GLEX 는 사용자가 마스터노드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하에서도 일정한 트렌젝션 속도와 모든 마스터노드
네트워크에 기여한 참여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것 입니다.
GLEX Wallet 을 통하여 일정 담보액 지불 후 마스터노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마스터노드 일일 보상을 쉽게 확인하고 직접 On / Off 를 통해 제어 하실
수 있습니다.

- 편리하고 친숙한 UI 설계
GLEX Wallet 은 사용자 친화적인 UI 설계로 어플리케이션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용자도 금방 적응하고 쉽게 사용할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

[GLEX Walle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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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GLEX 마스터노드
GLEX 는 네트워크는 2 계층입니다. 네트워크는 GLEX 보유자가 GLEX Coin 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첫 번째 고정 계층과 보다 독점적인 마스터노드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 GLEX 마스터노드
마스터노드는 특정 작업 처리를 담당하는 GLEX 네트워크에서 인센티브가 부여 된
노드 집합입니다. GLEX 마스터노드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에서 전해져 왔지만 PoS
컨센서스 증명 알고리즘으로 중요한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GLEX 마스터노드가 수행하는 기능은 이더리움의 기능과 근본적으로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드는 GLEX 디지털 생태계의 필수 요소이며 네트워크 기능에
필요합니다.
마스터노드 네트워크는 스테이킹 노드와는 관계없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별개의 기능은 마스터노드에만 국한되며 표준 스테이킹 노드로는 완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마스터노드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으며 어떤 마스터 노드도
네트워크에서 다른 권한을 초과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GLEX 마스터노드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선 150,000 GLEX 를 담보로 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마스터노드들 보상은 모두 동일한 금액 풀에서 지급됩니다.
마스터노드의 보상 알고리즘은 각 블록에 대한 작업 증명의 해쉬를 사용하면 이
기능의 보안이 마이닝 네트워크에 의해 결정 됩니다.
마스터노드에 보상하는 스마트 계약 코드 :

위 코드 예시는 확장되어 마스터노드들의 순위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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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GLEX 마스터노드 SMART CONTRACT
*

GLEX SMART CONTRACT 주소 :
0x5b28ce9b710ea83aa27c6d6c8d5251ed006d2e38

*

GLEX SMART CONTRACT ABI

[

:
{

{
"constant": false,
"inputs": [],
"name": "applyMasternode",
"outputs": [
{
"name": "",
"type": "bool"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nonpayable",
"type": "function"
},
{

"constant": true,
"inputs": [],
"name": "getMyBalance",
"outputs": [
{
"name": "",
"type": "uint256"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view",
"type": "function"
},
{
"constant": true,
"inputs": [],
"name": "totalMNcount",
"outputs": [
{
"name": "",
"type": "uint256"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view",
"type": "function"

"constant": false,
"inputs": [
{
"name": "_amount",
"type": "uint256"
}
],
"name": "withdraw",
"outputs": [
{
"name": "",
"type": "uint256"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nonpayable",
"type": "function"

},
{
"constant": true,
"inputs": [],
"name": "getUsersLength",
"outputs": [
{
"name": "",
"type": "uint256"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view",
"type": "function"

},
{
"constant": false,
"inputs": [
{
"name": "_addr",
"type": "address"
}
],
"name": "setGLEXtoken",
"outputs":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nonpayable",
"type": "func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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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stant": true,
"inputs": [
{

"constant": true,
"inputs": [],
"name": "deployTime",
"outputs": [
{
"name": "",
"type": "uint256"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view",
"type": "function"

"name": "_index",
"type": "uint256"
}
],
"name": "getUserInfoByIndex",
"outputs": [
{
"name": "",
"type": "address"
},
{
"name": "",
"type": "uint256"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view",
"type": "function"

},
{
"constant": false,
"inputs": [
{
"name": "_recipient",
"type": "address"
},
{

},
{

"name": "_amount",
"type": "uint256"
"constant": true,
"inputs": [
{

}
],
"name": "glexTransfer",
"outputs": [
{
"name": "",
"type": "uint256"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nonpayable",
"type": "function"

"name": "_addr",
"type": "address"
}
],
"name": "getEachUserReward",
"outputs": [
{
"name": "",
"type": "uint256"
},
{
"name": "",
"type": "uint256"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view",
"type": "function"

},
{
"constant": true,
"inputs": [],
"name": "getMyInfo",
"outputs": [
{
"name": "",
"type": "uint256"

},
{

},
{
"constant": true,
"inputs": [
{

"name": "",
"type": "uint256"
},
{

"name": "_user",
"type": "address"
}
],
"name": "getUserInfo",
"outputs": [
{
"name": "",
"type": "uint256"
},
{
"name": "",
"type": "uint256"
},
{
"name": "",
"type": "uint256"
},
{
"name": "",
"type": "uint256"
},
{
"name": "",
"type": "uint256"
},
{
"name": "",
"type": "uint256"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view",
"type": "function"

"name": "",
"type": "uint256"
},
{
"name": "",
"type": "uint256"
},
{
"name": "",
"type": "uint256"
},
{
"name": "",
"type": "uint256"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view",
"type": "func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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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stant": true,
"inputs": [
{

"constant": true,
"inputs": [],
"name": "tokenPerMN",
"outputs": [
{
"name": "",
"type": "uint256"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view",
"type": "function"

"name": "",
"type": "address"
}
],
"name": "user",
"outputs": [
{
"name": "mnCnt",
"type": "uint256"
},
{

},
{
"name": "tokenCnt",
"type": "uint256"

"constant": true,
"inputs": [],
"name": "getTotalMNcount",
"outputs": [
{
"name": "",
"type": "uint256"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view",
"type": "function"

},
{
"name": "applyTime",
"type": "uint256"
},
{
"name": "totalReward",
"type": "uint256"
},
{
"name": "unPayedReward",
"type": "uint256"

},
{

},
{

"constant": true,
"inputs": [
{

"name": "payedReward",
"type": "uint256"

"name": "_user",
"type": "address"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view",
"type": "function"

}
],
"name": "getBalanceOf",
"outputs": [
{
"name": "",
"type": "uint256"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view",
"type": "function"

},
{
"constant": true,
"inputs": [],
"name": "getOwner",
"outputs": [
{
"name": "",
"type": "address"
}

},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view",
"type": "function"

"constant": true,
"inputs": [],
"name": "getTotalUsersReward",
"outputs": [
{
"name": "",
"type": "uint256"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view",
"type": "function"

},
{
"constant": true,
"inputs": [],
"name": "getCurrentReward",
"outputs": [
{
"name": "",
"type": "uint256"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view",
"type": "function"

},
{
"constant": false,
"inputs": [],
"name": "withdrawEth",
"outputs": [
{
"name": "",
"type": "bool"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nonpayable",
"type": "function"

},
{
"constant": true,
"inputs": [],
"name": "glexToken",
"outputs": [
{
"name": "",
"type": "address"

},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view",
"type": "fun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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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stant": true,
"inputs": [],
"name": "getTotalSupply",
"outputs": [
{
"name": "",
"type": "uint256"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view",
"type": "function"

"inputs":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nonpayable",
"type": "constructor"
},
{
"payable": true,
"stateMutability": "payable",
"type": "fallback"
}
]

},
{
"constant": false,
"inputs": [
{
"name": "_startNum",
"type": "uint256"
},
{
"name": "_endNum",
"type": "uint256"
}
],
"name": "dailyReward",
"outputs": [
{
"name": "",
"type": "uint256"
},
{
"name": "",
"type": "uint256"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nonpayable",
"type": "function"
},
{
"constant": false,
"inputs": [],
"name": "closeMNandWithdrawl",
"outputs": [
{
"name": "",
"type": "uint256"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nonpayable",
"type": "function"
},
{
"constant": false,
"inputs": [],
"name": "withdrawMasterNode",
"outputs": [
{
"name": "",
"type": "uint256"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nonpayable",
"type": "function"
},
{
"constant": true,
"inputs": [],
"name": "getBalanceInfo",
"outputs": [
{
"name": "",
"type": "uint256"
},
{
"name": "",
"type": "uint256"
}
],
"payable": false,
"stateMutability": "view",
"type": "fun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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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EX SMART CONTRACT 의 공개 함수 레퍼런스 :
함수명

전달인자

applyMasternode()

- return : bool 타입

기능

마스터노드 신청

- _recipient : 받는 계정
glexTransfer(address_recipient,
uint256 _amount)

- _amount : 전송 수량

GLEX 전송 기능

- return : 전송수량

withdraw(uint256 _amount)

withdrawMasterNode()

getBalanceInfo()

getBalanceOf(address _user)

getCurrentReward()

- _amount : 출금수량
- return : 사용자의 토큰 발란스

지갑주소로 출금

- return : 사용자의 토큰 발란스

마스터 노드 해지

- return : 보상계약이 소유한 토

수량, 이더리움 수량 체크

- _user : 사용자 계정 주소

사용자의 토큰 발란스 체

- return : 사용자의 토큰 발란스
- return : 현재 시점 일일 보상 수
량

- return : 받은 총 보상 수량, 지불
되지 않은 보상 수량

getMyBalance()

보상계약이 소유한 토큰

큰 수량, 이더리움 수량

- _addr : 사용자 주소
getEachUserReward(address _addr)

마스터노드 보상을 자신의

- return : 사용자 자신의 토큰
발란스

크
현재 시점 일일 보상 수량
체크

사용자가 받은 보상 수량
체크

사용자 자신의 토큰 발란
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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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명

전달인자

기능

- return :

마스터노드 보유 수량,
마스터노드 보유 수량 * 노드
getMyInfo()

당 토큰수,

사용자 자신의 마스터

처음 마스터노드 신청한 시간,

노드 관련 정보 체크

총 보상 수량,
지불되지 않은 수량,
지불된 수량
getTotalMNcount()

- return : 전체 마스터 노드 수

getTotalSupply()

- return : 배포된 GLEX 총 수량

getTotalUsersReward()

- return : 모든 마스터노드 보유

자의 보상 수량

전체 마스터 노드 수 체크

배포된 GLEX 총 수량
체크
모든 마스터노드 보유자의
보상 수량 체크

- return :

마스터노드 보유 수량,
마스터노드 보유 수량 * 노드
getUserInfo(address _user)

당 토큰수,

특정 사용자의 마스터

처음 마스터노드 신청한 시간,

노드 관련 정보 체크

총 보상 수량,
지불되지 않은 수량,
지불된 수량
- _index : 인덱스
getUserInfoByIndex(uint256 _index)

- return : 사용자 계정, 해당
계정의 마스터 노드 보유 수량

getUsersLength()

- return : 전체 마스터노드 보유

자 수

인덱스에 따른 사용자
정보 획득
GLEX 마스터노드 보유
자 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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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GLEX 보상 테이블

Block Height

경과시간

Rewards

(Ethereum)

9,231,257-9,426,257

1 Month

72 GLEX

9,426,258-9,621,258

2 Month

96 GLEX

9,621,259-9,816,259

3 Month

80 GLEX

9,816,260-10,011,260

4 Month

120 GLEX

10,011,261-10,206,261

5 Month

160 GLEX

10,206,262-10,401,262

6 Month

168 GLEX

10,401,263-10,791,263

8 Month

184 GLEX

10,791,264-11,181,264

10 Month

192 GLEX

11,181,265-11,571,265

12 Month

200 GLEX

11,571,266-13,911,266

24 Month

144 G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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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노드 보상 방식 변경
기존 스마트 컨트렉트를 통한 보상,지급방식은 투명하고 안정적인 보상의 지급에
효율적인 수단으로 네트워크 시작부터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디자인된 대로 문제없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증가된 수수료 비용으로 인해 최초 설계한 한도를 넘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DEX (Decentralized Exchange,
탈중앙화 거래소)를 활용한 스테이킹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의 스마트 컨트렉트를 통한
보상은 2020년 12월 17일자로 잠정 중단합니다.

3.6

프라이빗 신뢰노드

블록체인은 모든 노드가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그 데이터는 연결된 해쉬값으로
기본적으로 조작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에 새로운 블록을 추가 하려면 다른 노드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얼마나 많
은 노드의 동의가 필요한지는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상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50%의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블록으로 인정이 되며 그 인정된 블록 뒤로 더 많은 블록이 쌓이면 안전한
거래로 인정을 받습니다.
신규 블록 뒤에 몇개의 블록이 연결 되어있는지를 일반적으로 컨펌이라고 하며 거래소 혹
은 거래 당사자는 몇 가지 이유로 거래의 확인시 6-100번의 컨펌을 요구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아블록 문제와 51%공격 문제가 있습니다.

고아블록은 채굴자 혹은 블록 생성 주체가 동시에 블록을 생성한 경우 메인 체인과 연결되
는 블록과 연결되지 않는 블록이 발생해 생기며 이 때 메인 체인과 연결되지 못한 블록을
엉클 블록 이라 하며 이 엉클 블록에 연결된 모든 블록을 고아 블록 혹은 스테일 블록
(stale block)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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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암호화폐가 스펙상으로 보유한 TPS와 관계없이 거래 확인의 시간을 지연 시키며
널리 통용될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코인원

BCEX

비트코인
(BTC)
이더리움
(ETH)
이더리움 클래식
(ETC)
라이트코인
(LTC)
이오스
(EOS)

바이낸스

컨펌횟수

시간

컨펌횟수

시간

컨펌횟수

시간

6 confirm

60분

2 confirm

20분

2 confirm

20분

12 confirm

30분

24 confirm

6분

12 confirm

3분

30 confirm

7분

30 confirm

7분

12 confirm

3분

2 confirm

5분

6 confirm

15분

4 confirm

10분

120 confirm

1분

120 confirm

1분

120 confirm

1분

[타암호 화폐거래소의 컴펌 요구 횟수와 시간]

GLEX는 기존 거래소와의 친화적 암호화폐로 개발되어 좀더 빠른 컨펌을 위해 닫힌 신뢰
된 노드를 구축하려 합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장점을 응용해 3계층(Layer) 보안으로 구성된
신뢰 된 노드 체인을 별도로 구성해 거래소와 거래 시 2컨펌으로 유효성을 검증하게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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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UPS

[네트워크 레이어 구성표]
노드들과 RPC노드 방화벽은 프록시 레이어에 가려 숨김 (hidden) 상태가 되어 물리적 위치
가 노출되지 않게 되며 방화벽은 악의적 해킹과 인 바운드 연결을 차단 합니다.
거래소와 연결되는 RPC 노드는 내부 네트워크로 다른 신뢰 노드와 연결되고 5-10개의 노
드로 구성된 신뢰 된 노드풀은 내부에서 직접 모니터링 하여 관리된 2차 신뢰하는 노드풀에
선택적으로 아웃 바운드 연결합니다.
GLEX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RPC노드와 2차 신뢰하는 노드풀에 직접 연결하여 트랜젝션
을 전파하고 이렇게 관리된 노드들에게 우선 전파된 트랜잭션은 2컨펌 검증이 가능하게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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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탈 중앙화 거버넌스

GLEX 는 탈 중앙화 거버넌스를 지향하며 프로젝트 초기 구심점이 필요한 시기에는 현실적
인 문제로 중앙 집권 통제를 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프랙탈 연맹 형태의 탈 중앙화 거버넌스
로의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점에는 각각의 마스터 노드들은 그 크기에 따라 각기 다른 티어 (tier)로 분류되어 높
은 티어의 마스터 노드는 복수의 구성원을 가진 일종의 중간 단계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됩
니다.
각각의 상위 티어 대리인은 서로 연결되어 이 상위 티어들이 거버넌스의 중추적 역할을 하
게 됩니다.

User
User
User

Tier 1

Tier 1

User
User

User
User
Tier 1

Managed

User
User

User

Tier 1

[표: 프랙탈 구조
네트워크 지도]
User

Tier 1

User

User
User

User

[프랙탈 구조 네트워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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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그림과 같이 GLEX의 탈 중앙화 거버넌스는 일반적인 탈 중앙화 구조와 조금 다른 양
상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일반적 탈 중앙화 구조를 극단적 탈 중앙화 구조라 판단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극단적 탈 중앙화 구조에서는 단순한 의견 개진 조차 악의적인 스팸 행태의 포스팅
을 막기위해 코인 지불같은 방지 수단을 지녀야 하며 의견 개진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
를 가져옵니다.
또한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 네트워크에서는 주식 제도와 같은 다수의 책임과 다수의
권리 인정을 구현하기 어렵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구조와는 다
소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 합니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제로섬 게임 같은 면모도 존재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비경쟁적 자
원의 형태도 존재하는 등 여러가지 모습이 혼재된, 한 단어로 정의할수 없는 복잡한 형태로
발전 되어 왔습니다.
특정한 상황 혹은 구성원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압박적 경쟁이 결과의 우위를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비경쟁적 전략이 때로는 협동 전략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제 구조에서 평등한 탈 중앙화 거버넌스 형태에서는 비 협동적 내쉬 (Nash) 균형
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구성원 전체에게 이득이 되는 협동 혹은 결정의 균형점이 존재 하더라도 개개인에게 전략
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탈 중앙화 거버넌스에서 많이 발생한 사
레처럼 유명무실한 상태의 거버넌스가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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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에서 탈 중앙화가 중요한 요소 이기는 하지만 탈 중앙화 거래소가 장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하며 현실적으로 전세계 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선택 받은 거래소는 중앙 집권
화 거래소인 점과 유사하게 기술과 운영 그리고 경제 생태계는 분리되어 생각해야 합니다.
GLEX 의 탈 중앙화 거버넌스는 프렉탈 구조로 구성됩니다.
마스터 노드들은 기여도에 따라 5개의 티어로 분류되며 최상위 티어는 하위 티어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각각의 티어는 별도의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높은 티어에 참여 하려는 동기를 부여합
니다.
각각의 최상위 티어는 인앱 투표 프로토콜에서 수집된 의견을 개진하고 투표합니다.
채택된 의견을 내는 티어는 공개되며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그 다음 안건에 대한 투표에서
제외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거버넌스는 높은 참여를 유도 합니다.
최상위 티어는 곧 많은 코인 홀더로써 프로젝트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과 가깝게 직결되며
하위 티어는 쉽게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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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고지

법적고지
본 백서는 GLEX COIN 에 대한 소개자료로써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백서에는
GLEX COIN 에 대한 정보만을 기술하고 있으며 투자를 하기 전 반드시 백서 전체를 읽고 개인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합니다.

GLEX COIN 은 서비스되는 플랫폼 외에서 성능이나 특정 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GLEX COIN 은 투기의 목
적으로 구매되어서는 안됩니다.
GLEX COIN 을 투자목적으로 구매하는 누구나 본 백서를 주의 깊게 읽고 구매에 따르는 모든 위험, 비용
및 혜택에 대하여 잘 이해해야 합니다.
GLEX COIN 구매자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스템, 크라우드 펀딩 등에 대한 리스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
니다.
아울러 GLEX COIN 의 손실 혹은 사용자의 행위나 부주의로 인해 GLEX COIN 에 접근 할 수 없는 상황이
나 코인을 획득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해커의 공격에 책임을 없음을 알립니다.
GLEX COIN 을 획득하고 저장하는 것은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거래소 서비스 런칭을 하지
못하거나 블록체인 개발을 하지 못하여 서비스를 제공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GLEX COIN을 획득하기 전에 모든 투자자는 크라우드 펀딩의 관점에서 GLEX COIN 의 획득이 위험
한지 개인의 판단이 수반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적합한 조언을 사전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상기 나열된 리스크에 대해 감수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 GLEX COIN 의 구매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 본 백서는 투자유치 목적 제공자료가 아닙니다.
이는 어떠한 법령 내에서도 증권으로 고려되거나 그에 관련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본 백서는 투자 유치 및 추천, 투자결정에 고려할 내용 및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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