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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
Blockchain and masternode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 함께 금융시장에 등장하면서 다양한 생태계에서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에 의해 비트코인에서 시행되었으며, 비트코인의 성공에 뒤이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알트코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에 처음 선 보였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이라는 이름으로 백서를 내놓았으며 암호화폐의 성장을
장려했습니다.
암호화폐의 장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 누구나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장소나 시간에 상관없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거래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서는 익명성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거래내역을 볼 수 있으니,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이유에 의해 거래가 되었는지 유추
하려는 시도가 쇄도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지불 검토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다른 문제를 야기했었고, 이러한 이슈를 감안하여 만들어진 암호화폐가 Digital
Cash, 통칭 DASH입니다.
Dash는 시장의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보았다.
1. 전반적 노드수의 하락과 이에 따른 네트워크의 감속
2. 익명성의 부재
3. 결제 검토시간으로 인한 문제들
그중 마스터노드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와, 노드수 하락에 대비 하려 하였습니다.
DASH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드에게 제공되는 보상이 미비 해진다고 보았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asternode 서비스로 노드에게 45%의 풀에서 보상을 제공하였습니다.
Transaction을 Mixing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물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특정량의 암호화폐를 담보로 그러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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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Proof Of Work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컴퓨팅 파워를 통해 정보의 검증을
이루어 냈습니다. 정보가 사실인지, 암호화는 잘 이루어 졌는지, 높은 컴퓨팅 파워를 지닌
검증인이 경쟁하여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은 비트코인이 었습니다.

P2P 거래가 더욱 각광받자, 많은 검증 수요가 생겼고, 이는 많은 자원 에너지와 컴퓨팅
파워를 위한 담합을 초래했습니다. DASH도 비트코인과 같은 POW 방식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Proof Of Stake(POS,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은
Proof Of Work(POW,작업증명)의 대안으로 블록체인업계에서 Peercoin이 최초로
도입한 합의 메커니즘입니다. POS 방식은 POW 방식과 달리 블록생성에 대한 권한이
참여자의 컴퓨팅 파워가 아닌 보유 코인을 스테이킹(Staking)한 지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POS 합의방식은 POW 방식 보다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소액을 보유한 개인 참여자들이 네트워크의 보안과 안정성에 기여하고 리워드를 획득할
기회가 높아집니다.

MACCP도 이 선택을 따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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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blems
● 마스터노드 인센티브가 유저 친화적으로 설정 되어있지 않으며 매력적이지 않다.
너무 보상량이 낮거나 점차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노드의 가장 큰 사용 목적은 노드에 걸 맞는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양의 마스터 노드 보상은 노드를 유지하는 동기부여를 제공됩니다.

●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믹싱 스트럭쳐

암호화폐의 특징상 트랜잭션이나 암호화폐의 송금, 입금 내역 등이 프라이버시
상의 존중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는 DASH 또한 짚은 문제점이며 우리는 이를 더욱
개선 할 것입니다.

● 실시간 거래 불가능

거래 검증에 시간이 소모되는 제약은 암호화폐 유저 사용 경험을 크게
훼손시키며 또한 빠른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가가치들을 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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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asic Blockchain features

빠른 트랜젝션

우수한 보안성

신뢰성

MACCP는 탈중앙화 네트워크

어떠한 중앙화된 집단의 공역을

MACCP는 블록체인에 기록이

서브를 이용하여 다른 코인들에

막기위해 익명화 서비스를

되면서 투명하게 MACCP의

비해 빠른 전송속도를 확인합니다.

제공합니다.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 탈 중앙화라 함은 필수적으로, 어떠한 하나의 국가, 개인, 또는 회사도 다른 국가,
개인 또는 회사가 보유한 가상화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수 없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탈중앙화된 가상화폐 주조 서비스는 특성상 기존의 서비스 방식에 비해 더 고강도의
보안을 요구합니다. 보안에 이상이 생겨서 어떠한 방식으로 라도 가상화폐가 강제적으로
빼앗기는 경우가 생긴다면, 탈 중앙화식으로 설계된 구조가 단점이 되어 어디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중앙화식으로 설계된 가상화폐 구조에서 최소한의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과는 달리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 가상 화폐로서의
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MACCP는 현존하는 어떠한
보안보다 더 정교한 고강도의 보안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 모든 기록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어 거래에 대한 흐름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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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hort Vision of MACCP
What is masternode core coin?
About
알고리즘

Pos/Masternode

타입

POS

총 발행량

500,000,000 MACCP

블록타임

60초

마스터노드 최소 MACCP 보유량

Master Core Coin Plus

5,000 MACCP

마스터노드 리워드

80%~90%

PoS 리워드

20%~10%

TOTAL SUPPLY

ALGORITHM

Masternode Reward

PoS Reward

500,000,000 MACCP

PoS/Masternode

80%~90%

20%~10%

총발행량

유통물량(1억개)

선채굴

40%

60%

교환

30%

30%

후채굴

마켓팅
지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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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node Network - History
모든 암호화폐의 조상인 비트코인은 블록 체인 원장 기술을 처음으로 구현했습니다.
이는 중개자 없이 피어 - 투 - 피어 거래가 발생할수 있는 분산되고 불변한 원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 됩니다.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운영 또는 유지 관리를 위해 어느 한 지점이나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네트워크 자체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확인하는 노드
네트워크에서 작동합니다.
비트코인의 이러한 기본 속성은 MACCP로 옮겨 졌습니다.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은 원장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광산 컴퓨터의
처리능력에 의존합니다.
트랜잭션은 각각 블록이라고 하는 데이터 청크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블록 체인으로 조정 된 원장 (블록 체인)은 해싱 할 임의의숫자 (nonce)를 식별하여
암호화컴퓨터의 처리 능력을 이용하여 암호 퍼즐을 해결합니다.
이러한 채광에 대한 의존도는 작업 증명 (Proof of Work, PoW)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암호 퍼즐이 어려워지고 해결하기가 쉽지않아 더 많은
처리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및 라이트코인과 달리 MACCP는 PoW 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Proof of Work
시스템의 중요한 문제는 블록 해시를 해결하고 증가하는 처리 요구 사항을 피하기 위해
경쟁 우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함께 작업하는 컴퓨터 그룹이 마이닝 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개인 채굴업자를 밀어 광산 풀의 처리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방법은 근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성장함에 따라 네트워크 속도를 저하시키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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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node Network - Technology layer
MACCP 네트워크는 2 계층 입니다. 네트워크는 MACCP 보유자가 MACCP 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첫번째 고정 계층과 보다 독점적인 마스터노드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마스터노드는 특정 작업 처리를 담당하는 MACCP 네트워크 내의 네트워크에서
인센티브가 부여 된 노드 집합입니다.
MACCP 마스터노드 네트워크는 대시에서 전해져 왔지만 컨센서스 증명 알고리즘으로
중요한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MACCP 마스터노드가 수행하는 기능은 대시의 기능과 근본적으로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드는 MACCP 디지털 생태계의 필수 요소이며 네트워크 기능에
필요합니다.
MACCP 마스터노드 네트워크에서 마스터노드를 운영하는 것은 MACCP에 투자 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마스터노드는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운영자에게 MACCP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마스터노드는 몇 가지 추가 입력과 함께 표준 MACCP 지갑을 통해 실행됩니다.
마스터노드를 구성하려면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마스터노드는 5,000 MACCP 로 1노드가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MACCP는 1노드가 개인지갑에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마스터노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고정 IP 가 필요합니다.
마스터 IP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려면 확인 된 마스터 노드와의 일관된 접촉이 필요하므로
동적 IP는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스터 노드가 안정적으로 온라인 상태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마스터 호스트의
인터넷 연결도 신뢰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각 마스터 노드에는 고유 한 IP 가 필요하므로 보조 IP 주소없이 두 개의 마스터
노드를 호스팅 할 수 없습니다.
이 요구 사항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스테이킹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속시 다운 타임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마스터노드와 비슷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마스터노드 설정에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conf 파일 편집, 새 Wallet 주소 할당
및 Linux 명령 콘솔에서 실행되는 다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 역량이 요구
됩니다.
PIVX 지원 채널을 통해 마스터노드 설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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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Circulation
암호화폐가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기술적 편리와, 수요, 변환성입니다.
기술적 편리는 기술을 이용할 때 유저 경험의 진입 장벽이 낮고, 확실한 기술적 이득이
있어야합니다.
암호화폐의 기술적 편리는 투명성과 범지구성, 그리고 신뢰비용의 감소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이득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기술적 편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다양한 가치들이 암호화폐에 실질적 수요가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수요입니다.
많은 사람이 암호화폐 사용을 촉진할 수록, 유동성과 더불어 가치 상승이 이루어
집니다.
이는 많은 암호화폐가 바라보려 하는 미래와 같습니다. 거래의 자유는 가치를 알아보는
공급과 수요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수요는 공급을 촉진하며 가치 상승과 유동성 공급 모두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환성입니다.
암호화폐는 반드시 물질적 가치로 변환 되어야 합니다.
가치가 있어야 기술적 편리와 수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 설계되었던 암호화폐는 변환성을 미래에 이루어 질 계획으로 방치 하였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록 재단이 변환성을 장려할 수록 수요를 늘리고
기술적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MACCP은 이러한 수요와 변환성으로 인한 장치로서 항공과 호텔, 상거래 플랫폼 등 을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 할 것입니다.

Version 1.0

10

Master Core Coin Plus (MACCP)

MACCP Mining Center(Kazakhstan)
MACCP 재단은 카자흐스탄에 마이닝 센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정부에 비해 규제 리스크가 상당히 적고 암호화폐채굴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마이닝에 적합한 기후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는 온도의 격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이며, 지형의 반은 해발 500∼600m의
사화산지대입니다.
여름은 연중내내 습하지 않고 강수량도 많지 않으며 겨울은 긴편입니다.
쿨링비용이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채굴장을 운영하는데 적합합니다.
이러한 기후적 장점이 있는 카자흐스탄은 채굴장비를 가동하는데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마이닝 장소입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마이닝센터의 확장을 위해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정치경제가 안정적인 나라이며, 넓은 국토 대비,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로 유휴
전력 확보면에서도 유리하며 한국보다 전기료가 75%가 저렴합니다.
MACCP 마이닝 센터에서는 경쟁력 높은 전기요금과 사용가능 전력을 확보해 암호화폐
채굴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낼 것이며 이는 MACCP 유저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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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se MACCP

여행, 숙박, 항공권

쇼핑

교통

MACCP로 여행, 숙박 쇼핑몰에서

MACCP로 전용 쇼핑몰에서

MACCP로 버스, 택시, 지하철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쇼핑이 가능합니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 Flight And Hotel
5조 2,900억 달러
2017년 전 세계 관광 시장의 가치
41.9%가 지난 10년간 전 세계 여행 시장의 성장
2017년 전 세계 관광 시장의 가치는 5조 2,900억 달러 를 기록했고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특히, 아시아 태평양, 중동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여행 지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많은 대형 시장에서 구매력이 높은 중산층이 증가하고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시장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행 산업 자체의 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41.9프로나
성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5조 달러 규모의 관광 시장을 일구어 내었습니다.
또한 호텔 산업은 관광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2010년 한국관광호텔업 협회에
따르면 국내 호텔 통계만 해도 4조 4000억 규모의 시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MACCP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실시간 가격으로 전세계 호텔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모있는 시장을 수요와 변동성의 확보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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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pping

두번째 사용처로는 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의 이미지는 현재 MACCP이 개발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통화로 쓸 수 있는 상거래
플랫폼입니다.

수 없이 많은 프로젝트는 실질적 자산과 암호화폐를 연동 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상품을 암호화폐로 구매 가능한 것은 거래자와 유저 모두에게 신뢰 비용을
줄여주고 범지구성으로 인해 어디든지 거래가 가능하며 빠르게 거래를 성사 시켜
트랜잭션을 장려합니다.

MACCP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실시간 가격으로 MACCP과 계약된 어느 쇼핑몰이나
MACCP을 이용해 필요한 상품을 빠르게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더욱 다양한 거래가 일어나고 장기적으로는 MACCP의 수요를 더욱 증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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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CP SMART CARD

MACCP 유저를 상대로 발급하며, 본인 지갑에 MACCP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MACCP SMART CARD는 대중교통, 유통 가맹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전 및 지불
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있는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CU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LOTTE ATM 및 키오스크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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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OA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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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UR TEAM
●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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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

● 마케팅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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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바이져

Version 1.0

18

Master Core Coin Plus (MACCP)

7. Legal Notices
MACCP 참여하기 전에 아래의 공지사항을 자세히 읽어 주십시오.
이 공지는 모든 독자에게 적용되며, 공지가 변경되거나 업데이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백서를 읽는 귀하의 향후 행동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면, 법률, 재무, 세무 등 기타 전 문
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백서 및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사항이며 MACCP 구매와 관련된 조언을 제
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MACCP 참여를 포함한 모든 거래 행위는 당사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백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백서의 개발내용 및 로드맵은 확정이 아니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귀하는 이 백서에 포함된 정보와 누구와의 현재 또는 향후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형태
의 이익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 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암호화폐 가치의 심한 변동, 암호화폐 산업의 본질적인 위험등 과 같이 암호화폐
와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위험으로 부터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위험을 이해하고 잠재적 손실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MACCP는 이 백서와 관련해서 이 백서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어떠한 사항도 진술 및
보장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백서가 적법한 권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
는지, 백서가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유용한지, 이 백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
고 있는 특정한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지, 백서의 내용에 오류 가 없는지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면제의 범위는 언급한 예시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예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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