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마일]

수수료가 없고, 빠르며, 안전하고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

보관과 가치전송을 위한 특별한 tool
. 검열 받지 않는
. 트랜잭션 수수료 무료
. 초당 10,000 트랜잭션
.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가격, XDR과 동등한 가치 (IMF 지표, 40년간 10프로의
변동성)
. 투명한 코인 주조, 오직 알고리즘, 중앙화 된 에이전트가 없음
. 오픈소스이며 탈 중앙화 되어있음
생태계에 2개의 코인
. XDR: 안정적인 가격(1SDR), 성장하는 공급량 (실제 경제에 사용됨)
. MILE: 제한된 공급량 (10억개), 성장하는 가격 (XDR의 수요지수)
코인을 얻는 방법: 1. 방출(주조) 센터
. 블록체인 안에 MILE을 담보로 잠금(lock)
. 현재 MILE/XDR 블록체인 비율로 바로 XDR을 받음
. MILE/XDR 비율이 증가 할 때마다 XDR을 추가로 받음
. 만일 모든 XDR이 수중에 있다면, MILE을 구매 해야만 XDR을 빠르게 더 주조 할 수
있음
. 더 많은 사람들이 XDR을 실제 생활에서 사용 할수록, MILE/XDR 비율은 더 높아 짐
. 2018년 9월: 10억개의 XDR이 발행됨 (모두 마스터노드에 사용되고), 1 MILE = 1
XDR
. 2019년 9월 (추정): 1000억개의 XDR 발행됨 (실물 경제용으로), 1 MILE = 100
XDR
코인을 얻는 방법: 2. 주조 노드
. 10’000-100’000 개의 XDR 을 블록체인에 잠궈둡니다(lock)
. 풀노드를 운영하고, 블록들을 서명, ASIC 채굴은 없음 (100USD/mo hosting)
. 8-13%의 연 이자를 XDR로 받음, 1~2일 마다 주조되어 지급
기술 정보:
. ECSDA, Ed25519, SHA-3, 고유의 난수 생성기
. 고가의 채굴 하드웨어 필요없음, 4테라 하드에 HDD 기본서버
. sdBFT, 10 000 노드가 있는 새로운 컨센서스 타입
. Read more: mile.global

법적 상태: 알고리즘
. 비트코인과 같음: 저자가 없음, 주인이 없음, 발행인이 없음, ICO가 없음,
작동하는 네트워크
. SEC, FSA Japan, FINMA Swiss 에서 비트코인을 위의 이유에서 받아들여짐
. 이상적인 디지털 지불 매체
실물 경제 사용:
. 국가간 송금, 트레이딩, 대출
. 인터내셔널 펀드 매니지먼트
. 노동 이민자들의 금전 송금
. 비즈니스와 사람들을 위한 결제 시스템 인프라스트럭쳐
. 100개 이상의 미성숙한 금융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을 위한통화보유
. 정부와 부자들을 위한 스텔스모드의 가치 저장과 전송
. 투자자들은 정치적 제재에 상관없이 어떤 나라에든 투자를 할 수 있음
. 세계적인 측정값 (IMF에 SDR이 이미 그러하기에)
. 거래소 간에 차익거래
. 시장이 좋지 않을때 리스크 헤징
. 글로벌 화폐 주조, XDR 예금에서 수익을 올림
큰 그림: 탈중앙화 IMF 디지털 오픈소스
MILE은투명한 방출 알고리즘으로 글로벌 탈중앙화 금전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한 수단, 인플레이션 및 기타 금전 자산에 대한 공정한 컨센서스.
약 100조달러의 돈과 1000조의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만약 MILE 생태계가 시장의
0.1%에 도달 한다면, 초기 MILE 투자자들은 수십억 달러를 벌 것입니다.
모두가 노드가 될 수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을 주조 할 수 있습니다. 15년 후에는
대부분의 노드가 정부나 기업들 그리고 협동 조합에 의해 운영 될 것입니다. 누구든
네트워크에 초기에 함께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리더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것입니다.
체결된 파트너쉽들:
일일 거래량이 500억 달러가 넘는 정부 규제의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명목화폐 거래소, 정부 간 사업/로비스트 단체 (28 개국이
관여), 중국, 한국, 유럽 에 일일 거래량이 1억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
BRICS 지역의 정부 은행, 중국, 한국, 유럽, 아프리카 및 러시아 지역의 명목암호화폐 거래소, 국경간 송금 서비스 기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