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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념 설명 

1.1 개요 

커뮤니티란 공통의 흥미, 인지, 가치관을 가진 한 무리의 사용자가 모여 군벌효과를 

발생시키고, 함께 시너지, 커뮤니케이션, 협업, 감화를 일으키며, 제품 브랜드 자체에 대한 

반포의 가치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것은 프로젝트와 커뮤니티 그룹 사이의 감정적 

신뢰+가치 반려, 공동 작용에 의해 형성된 자가 작동, 자가 순환의 범위 경제 시스템을 

수립한다. 블록체인 세계 속의 커뮤니티 경제는 지역 중심화를 강조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 커뮤니티 역량이 필요하고, 사업 측의 개발 운영과 마케팅을 위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며,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사업 발전의 배당금을 나눌 수 있다. 이는 블록체인 

사업과 인터넷 기업의 본질적인 차이와 중요한 이점 중 하나이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창의적인 구상에서부터 디자인, 포장, 생산, 전파, 판매까지의 모든 

부분에 걸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커뮤니티는 사람들의 정보 획득 능력과 참여 공간을 

상당 부분 해방시키고, 개인은 발언권과 행동 권한을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마음 속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흥미와 능력, 어떤 자발적인 규칙에 따라 벌집 

모양의 집단을 구성한다. 

블록체인 기술과 정신, 풍부한 기능과 가치에 기반한 생태 커뮤니티의 탄생 발전은 

블록체인 업계가 계속 양호하게 발전하는 내재적 수요와 필연적인 요구이며, 이러한 

플랫폼은 향후 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세계로 진출하는 관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당히 높은 업계의의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Super Dollars (SDO) 프로젝트는 본 백서에서 SDO 커뮤니티 창조 제안을 다루며, 우리는 

서비스 및 장려금이 커뮤니티 창조의 기초적인 표준 서비스 원칙으로 사용될 것이라 

여긴다. SDO 백서 커뮤니티 건설에서 서비스를 기기 서비스와 자원봉사로, 인센티브를 

발전 배당금 및 공헌 장려금으로 나누어 중점적으로 다룬다. 

 

Super Dollars (SDO) 프로젝트는 참신한 Initial Reward Offering 첫 번째 인센티브 발행 

메커니즘과, SDO 운영 활동의 각 세션, 커뮤니티 인센티브와 스마트화 계약 설계, 

스마트화를 위한 기기 코드 실행에 기반하여 확보한 것들은 곡해할 수 없으며 프로젝트의 

단계별에서 발생한 이익은 커뮤니티에 환원하여 커뮤니티가 영속적이고 오래 발전하도록 

한다. 

 

 

 



1.2 항목 소개 

Super Dollars (SDO) 슈퍼 달러는 블록체인 기술 상업 생태계 내에서 유통되는 Token, 

Super Dollars 에 기반하여 융합 금융 분야, 소비 지불, 커뮤니티 권익 및 상업용 등의 사용 

기능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현재 모바일 페이, 애플리케이션, 게임, OTC, IRO 스마트 

계약 등의 통합 생태 서비스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다. 

1.3 커뮤니티 자치 사고 

커뮤니티 블록 체인 프로젝트는 나아가 전체 블록 업계의 중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업계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지만, 2017 년에는 비교적 번창함과 더불어 조급했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극소수의 프로젝트만이 커뮤니티에서 

우수한 반면, 대다수의 프로젝트가 커뮤니티에서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유명인 플랫폼에 관계없이 기관에서 손을 잡으면서 주식 상장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만 

끌어 모으고 이익금은 지불하지 않거나 자금 사용이 불투명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손실되는 등의 상황은 디지털화폐 애호가들이 ICO, IFO, IEO 등의 자금 모금 방식에 

대하여 실망을 야기하는 신문 보도는 매우 많으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히 서술하지 않겠다. 

블록체인 신앙자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자금과 시간, 정성을 들여 생태적 가치를 창출했고, 초기 참여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생태의 일부가 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왜곡하는 것이다. 

생태와 이용자의 관계는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이러한 관계는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 

인터넷 시대의 "사용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세계에서 서비스 유저의 

개념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며 커뮤니티 구성원은 더 이상 "신"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커뮤니티를 위대하게 하자! 

 

 

 



1.4 IRO 스마트 계약 모집 설계 

Initial Reward Offering (IRO)는 최초로 발행 체제를 포상하고 첫 번째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행 체제를 장려한 곳이다. 프로젝트 발전의 중요한 단계마다 프로젝트의 설립-

보급-운영-브랜드-상업-협력 등의 단계에서 커뮤니티 이용자를 중심으로 발생한 이익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커뮤니티에 환원할 수 있다. 운영 전반에 걸쳐, 커뮤니티 민주 

자치를 전제로 한 스마트 계약 코드를 법률로, 커뮤니티에의 환원을 자신의 임무로, 관련 

정보를 체인에 기록하여 확보한 사실은 곡해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는 IRO 스마트 계약 자금 모금에 대한 규칙을 제의한다. 

1. 프로젝트 융자의 디지털 화폐 주소는 공개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주소이다 

2. 융자 자금 화폐의 종류는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디지털 통화이다 (BTC\ETH\ETH\EOS 

등). 

3. 융자 자금 풀은 공개된 것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자금 장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4. 융자의 주기는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광범위한 컨센서스를 갖춘 블록 체인이다. 

프로젝트 (BTC\ETH\EOS 등) 블록 높이 주기 기준; 

5. 자금과 Token의 환전은 자동화되므로, 입금 시점은 투자자가 내는 정도에 달려 있다. 

6. Token 이 획득한 원가는 원활곡선의 상승이며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실현되고 

알고리즘은 공개된다. 

7. 최소 50% 이상의 융자 자금을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커뮤니티의 투자자, 보급자 및 

커뮤니티 이용자에 피드백을 한다. 

8. 프로젝트 융자가 완료되고 운영이 시행될 때, 커뮤니티 사용자가 프로젝트의 미래 

발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9. 커뮤니티의 창조 관리 제도를 설정,투표 관리, 운영 보급, 글로벌 노드, 비즈니스 배치 

등을 포함하되 한정하지 않고, 커뮤니티 자치의 점진적인 탈중앙화를 유도한다. 

 

 

 



제 2 장 SDO 토큰(Token)소개 

2.1 SDO 발행 및 분배 

Super Dollars (SDO) 슈퍼 달러 대표 SDO 생태 플랫폼 및 그 주변 생태의 기능 사용권. 

발행 총수량: 200 억 

공식 알고리즘: DPOS 

예상 채굴액 10%=20 억, 프로젝트의 가동자금(5%) 과 리스크 hedge금(5%), 나머지 

90%=180 억, DPOS으로 산출. 

SDO 프로젝트 시작 자금 분배의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70%=7 억 SDO 를 공진풀에 넣어 대응 ETH 로서 토큰을 발급하고 SDO 프로젝트의 가동 

자금에 예속됨. 

-- 그 중 30% = 2 억 1000 만 SDO 를 프로젝트 팀 가동금으로 

-- 이 중 70% = 4 억 9000 만 SDO 가 공진 커뮤니티를 위한 장려금으로 사용된다. 

15%=1 억 5000 만 SDO 는 생태풀에 넣어 프로젝트 커뮤니티 생태초기자금으로 

SDO생태건설기금에 예속된다. 

5%= 0.5 억 SDO 를 거래소 보너스 풀에 넣어 거래소 장려 자금으로 SDO 생태건설기금에 

예속된다. 

5%= 0.5 억 SDO 를 대중매체 선전풀에 넣어 언론발전 장려금으로 조성하며 

SDO생태건설기금에 예속된다. 

3%= 0.3 억 SDO 를 공투 캔디풀에 넣어 페이 사용자가 공투 장려금으로 SDO 커뮤니티 

장려금에 예속된다. 

1%= 0.1 억 SDO 를 창조그룹 풀에 넣어 창조그룹 장려금으로 SDO 커뮤니티 장려금에 

예속된다. 

1% = 0.1 억 SDO 를 커뮤니티 의사결정 풀에 넣고 커뮤니티 투표로 용도금을 결정하며 

SDO 커뮤니티 장려금에 예속된다. 

 

 

2.2 SDO 투하권 권한 커뮤니티 

SDO 공중투하는 프로젝트 예열, 공진자 참여 활동, 커뮤니티 자율 투표의 세 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커뮤니티 의사결정금: 1% 

창조그룹금: 1% 

공투 캔디풀: 3% 

매체·홍보 장려금: 5% 

거래소 장려금: 5% 

생태금: 15% 

가동금: 21% 

공진풀: 49% 



2.2.1 SDO 항목 예열 공중투하 

예열공중투하 총수량: 1000 만 장 SDO 

공중투하 방식: SDO 프로젝트 팀은 공식적으로 공진을 시작하기 전 페이의 화이트리스트 

사용자들에 대해 공중투하를 진행할 것이다. 

대상 사용자: 페이를 다운로드한 사용자 + 블록 높이 스냅샷 

공중투하 시간: 블록 높이 XXXX 후 공중투하가 작동됨 

공중투하 수량: 1000만 SDO/페이 사용자 수 

비고: 대상 사용자는 자동으로 중복 IP를 필터링하고 각 IP는 한 번만 투하한다. 

2.2.2 SDO 공진 참가자 공중 투하  

공중투하 총수량: 1000만장 SDO 

공중투하 방식: SDO 프로젝트 팀은 공진이 끝난 후 모든 참여자에 대해 공중투하를 

진행한다. 

대상 사용자: SDO 프로젝트 공진 참여자 

공중 투하 시간: 커뮤니티 공지 참고 

공중 투하 수량: 1000만 SDO/공진 참여자 수 

2.2.3 커뮤니티가 자주적 결정하는 공중 투하 

공중투하 총수량: 1000만장 SDO 

공중투하 방식: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결정한 공중투하 방식 

공중투하 기수: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투표로 결정 

대상 사용자: 없음 또는 커뮤니티에서 결정 

공중투하 시간: 없음 또는 커뮤니티에서 결정 

공중투하 수량: 없음 또는 커뮤니티에서 결정 

공중투하 목적: 여러 사용자의 의견을 묻고 참고하여 1000 만장의 SDO 공중 투하권을 

커뮤니티에 부여하기 위해 

 

2.3 SDO 소각 및 환매 원칙 

SDO 팀은 블록체인이나 인터넷 프로젝트에 관계없이 모두 이익을 발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블록체인의 응용 상업화에 기반하여 금융 분야에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는 

게임, 전자상거래, 로또 등의 분야에서도 업계의 탐색 및 상업화에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SDO 프로젝트는 공익 프로젝트가 아닌, 모든 생태계에서의 탐색과 응용, 

상업화 방면에 발전을 기여할 것이며 이것은 미래의 추세이면서 필연적인 것이다. SDO 

프로젝트의 생태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해 프로젝트 팀이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정신을 

유지하고 우리는 환매 원칙을 채택하며, 해당 소각, 배당, 환매의 상황을 분기별 방식, 

응용내 공시 등의 방식으로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적시에 공표하고, SDO의 이용 장면 및 

탐색 방향은 다음 장에서 다룬다. 

2.3.1 장려성 소각 

장려성 소각으로는 자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저당 자금해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특정 시점에 따른 공제 연소 등을 포함하되 한정되지 않는다. 회수에 대한 수수료(SDO) 를 

단계적으로, 비례적으로 나누어 소각함으로써, 생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한다. 



2.3.2 이윤적 환매 소각 

이윤적 환매는 디지털 상품, 게임류, 복권류, 디지털 상품 금융 파생류, 광기 및 채굴 등을 

포함하되 한정되지 않고 영리 환매하여 소각한다. 이윤적 환매 및 소각을 통해 커뮤니티 

SDO 보유자의 이익을 일정한 정도 보장함으로써 커뮤니티를 프로젝트와 함께 융화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 

2.3.3 커뮤니티 사무적 소각 

커뮤니티의 사무적 소각은 투표, 활동, 신분창출, 의사결정권 사용, 커뮤니티 건설 등을 

포함하되 국한되지 않고, 사무적 폐기에 참여하는 주요 목적은 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커뮤니티 중시를 높이며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건설에 헌신하여 커뮤니티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2.3.4 협력적 소각 

협력적 소각, 즉 커뮤니티가 다른 협력측에 통합될 경우, SDO 는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력자가 일정한 수의 SDO 를 구입하여 공개적으로 소각하도록 한다. 협력적 소각은 미래 

SDO 상업 생태계 내의 모든 판을 포괄하는 협력으로, 협력할 때마다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생태계 발전에 따른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정이 어려운 협력자는 커뮤니티에서 안건을 상정해 사회 구성원이 투표로 소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3.5 기타류 소각 

앞으로 생태계가 발전함으로 인해 SDO 프로젝트 팀은 실제 발전 상황에 따라 소각 양식을 

더 많이 제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때가 되면 SDO 프로젝트 팀은 공식적으로 

커뮤니티에서 의안 투표를 실시해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2.4 SDO 공진 화폐종 해독 

팀은 커뮤니티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자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 자금 모금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모금 주소는 공개되며 유일한 하나의 주소 또는 수개의 블록 체인 

주소이다. 

2.4.1 ETH안정적인 공진 설명 

커뮤니티 참여 공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SDO 팀은 ETH(이더리움)를 통해 

공진한다.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화된 플랫폼 통화가 프로젝트 자금모금으로 인해 급격한 시장 가격 변동을 피한다. 

(2) BNB HT OKB와 같은 중앙화된 플랫폼 통화에 비해, ETH 영향력이 더욱 광범위해짐. 

(3) 주류로 인한 참여자의 이익의 손상을 피한다. 

(4) 비중심화하여 시간차로 인해 프로젝트 측이 매매 차익을 조작하는 것을 피한다. 

2.4.2 SDO공진풀 

SDO 공진주기는 블록체인 높이로          시작하고，공진 종료는 ETH:SDO=1:1로 끝난다. 

그 구조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2.5 SDO 리스크 hedge 금 설명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시피, 블록체인 세계는 불확실성과 변화로 가득 차 있으며, 

거의 몇 주마다 시장시세와 핫스폿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블록 체인 참여자의 기본 소양이며,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블록 체인 

참여자의 기본 인식이어야 한다. 

커뮤니티의 이익과 리스크에 대해 나오는 생각에서, 우리는 추가로 10 억 개의 SDO 

와 미래 이더리움이 보여줄 수 있는 주요 기술 리스크를 미리 파헤칠 것이다. 

블록체인의 크기, Infura 중앙화, 크로스 오버 패킷 통신 및 코드 결점을 포함하되 

한정하지 않고 우리는 이 부분을 리스크 hedge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또한 

SDO 와 ETH 자산의 조합을 포함하되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디지털 통화금융 

파생상품 거래, ETH 기반의 합리적 공진, 커뮤니티 영향력 확대, 커뮤니티 이익 확대, 

기타 사업과 연계해 SDO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한다. 

우리는 이 위험예비금을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아직 사용하지 않았을 때, 

커뮤니티에 의견을 수렴하여 이 위험예비금의 공개소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공개블록조회주소는 다음과 같다. ：

0x00cce1884d974abd51d85d2dc7fa8b1d83d73d68 

 

 



제 3 장 동주파 공진 프레임 

3.1 동주파 공진 거래 규칙 

해석= 같은 주파수의 물질은 공진공명하거나, 공감하거나, 함께 오거나, 생각, 의식, 언론, 

정신 상태 등에 대한 컨센서스나 협동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동주파는 SDO 프로젝트의 

가치 실현을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서, 생태 프로젝트가 처음 세워졌을 때 확립된 일종의 

정신적인 컨센서스이다; 공진은 동주파수가 더 필요하며, 블록체인의 기술, 규칙 및 SDO 

프로젝트의 이념과 가치를 통하여 창의적인 형태의 서비스 방식의 변혁을 이끈다. 비고: 이 

장에서는 "공진"을 중점적으로 기술한다. 

SDO 공진거래는 ETH 단방향 거래 SDO 의 통로이다. 사용하는 일치한 타원 곡선 

알고리즘을 통하여 공진단계를 685 개의 작은 단계로 나누어 작은 단계가 상위권일수록 

하여금 일찍 SDO 생태 프로젝트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기호화폐량을 누리게 된다. 

SDO 공진 창조의 초기 총량은 7 억이다. 

공진 소득의 30% 는 SDO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에 사용되며 70%는 SDO 상금풀에 

귀속된다. 

환매 주기가 끝나고 연정에 도달했지만 경정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머지 SDO 는 생태 균형 

풀에 들어간다 ( 3.3 설명서 참조) 

참여 시 최저 시작은 0.01 ETH 로 단계별로 60 ETH가 자동으로 매칭되어 60 ETH 가 된 

후 바로 다음 단계로 진입하며 다음 단계는 상위 단계에서 환율 비율이 1 감소한다. 

공진 원칙은 일찍 참가할수록 높은 배율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기참가는 안정기의 

6.059 배, 공진단계는 1000 개 하위단계로 나눠져 하위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높은 배율을 

누리며 SDO 를 많이 얻는다. 첫 단계에서 방출된 SDO는 1516700이다. 첫 단계당 SDO 

가격은 0.00685달러이고 각 단계마다 60 ETH만 맞춤 구성. 60 ETH에 도달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3.2 동주파 공진 알고리즘 

알고리즘 

Cn = 1.08722 x {70000 x 20 - n²- ( ) - ( ) - ( ) - [ 250000 - (n - 499) ] x 2.2} 

PS: n을 단계 서수로 

예를 들어 1. 융자초기일 때(1단계), n=1, SDO 의 방출량 = 1522108개, 이때 SDO의 

단가는 0.00685달러; 2. 융자 632 단계일 때 n=632SDO 의 방출량 = 458515 개; 이때 

공진 단계 및 token 값 곡선 

붉은 선은 공진 단계를 나타낸다. 

보라색 선은 SDO 값 곡선을 나타낸다. 

 

 

 

 

 

 

 

 

 

 

 

 

 



3.3 SDO 동주파 공진 평형 설계 

SDO 생태계 내에서 우리의 중점 작업 중 하나는 POS 컨센서스에 기초한 경제적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다. 공진 모드 후 우리는 공진 모드와 POS 컨센서스의 특징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공진 균형 설계를 하여 생태계를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유익한 환경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SDO 공진 균형 설계의 핵심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 즉 공진 

지속가능성에 따른 가격 안정과 POS 채굴에 기반한 오버레이의 대폐 소모 문제가 

포함된다. 공진 지속가능성에 따른 가격 안정이란 공식 공진 완료 후 이 때 공진 자금 풀 

안에 교환 가능한 SDO 가 없도록 하는 것이지만, 공진이 끝난 후 시장가격의 상대적 

안정과 믿음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POS의 채굴로 인해 발생한 페일오버를 

자금 풀에 재투입함으로써 자금 풀을 어떤 특정 상황에서도 여전히 시장에 공진시킬 수 

있도록 하며 또 공진으로 획득한 자금을 다시 시장에 투입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POS 채굴에 기반한 넘치는 기호화폐 소모 문제, 즉 SDO 생태계가 POS 컨센서스에 

기반한 채굴 체제는 비록 POW 의 기능성 설계는 없지만 "더 일하면 더 얻을 수 

있다"는 이념에 입각한 것이다. 우리는 채굴자들이 대가를 치러 획득한 모든 수익에 

용기를 북돋을 것이다. 채굴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POS 하의 고정 수익과 

완전히 리벳될 수 없을 때, 이 때 채굴 중 넘치는 소모가 발생한다. 즉 원래 채굴자들이 

받아야 할 기호화폐는 자체 사정으로 100% 받을 수 없으며, 이때 받지 못한 

기호화폐는 소모가 되어 다시 공진 자금 풀로 흘러들어가 모든 커뮤니티가 공진과 

보급에 참여하게 된다. 

공진자금 풀에 재진입한 SDO 는 정상 비율로 공진하고 공진을 받아낸 ETH 는 한 차례 

동심자, 동력자, 동행자 선발을 계속한다. 

 

 

 



제 4 장 SDO 공진대회 

4.1 동주파 공진 3 대 대회 구조 

 SDO 에는 매우 많은 교묘한 시즌 설계가 있으며, 이 시즌들의 설계는 서로 호응하여 SDO 

생태를 더욱 균형있게 그리고 활기차게 하며 SDO 커뮤니티 참여자들에게 우호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오락성을 더한다. 

"동주파 공진"은 ETH 에서 SDO 로의 단방향 교환으로, 공진을 통하여 각각의 참여자가 

높은 가격대의 SDO 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자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SDO 생태내 일종의 금융균형 체제이다. 

SDO 는 "동주파 공진"환산 설계로 인하여 많은 ETH 를 획득하고 있으며, SDO 가 완벽한 

내재적 금융과 네트워크 생태계의 순환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탈중앙화된 설계 

원칙과 일부 이윤을 환원하는 커뮤니티의 지도 사상을 따르기 위하여 SDO 는 공진환에서 

조달된 ETH 를 직접 시즌 참가자와 무작위 추첨 우승자에게 분배한다. 

3 대 대회 도면 

 

3 대 대회는 IRO 동주파 공진의 핵심 중 하나로 SDO 생태계가 직접 내놓기로 했으며 

동주파공진 상금 풀 70% 의 ETH는 대회 상금으로 SDO 의 3 대 보급자에게 장려한다. 

-- 상여금의 30% 는 "동심자" 즉 공진에 참가하는 상위 10 명에게 상금이 지급된다. 

--상여금의 50% 는 "동력자" 즉 규칙에 부합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보급하는 데 

참가하도록 지급된다. 

--상여금의 20% 는 "동행자" 즉 공진에 참가하여 추첨한 사용자들에게 지급된다. 

 

동주파 공진 

동심 TOP10 

경기대회 

창조 시즌 정규 시즌 

동력보급자 

대회 

창조 시즌 정규 시즌 

동행자 무작위 

추첨 대회 

창조 시즌 정규 시즌 



 

비고: SDO 동주파 거액 상금풀에 참여하는 사용자는 공진에 참여한 화이트리스트 

참여자여야 한다. 

 

  

3 대 상금풀 상금은, 동주파공진부터 스마트 계약으로 3 대 상금풀의 페이 주소에 자동 

할당된다. 

동주파 

공진 

동심자 TOP10 

경기대회 

30% 

ETH 상금 

동력자보급 

대회 

50% 

ETH 상금 

동행자 무작위 

추첨 대회 

20% 

ETH 상금 

동심자 

동력자 

동행자 



4.2 SDO 의 동심자 

동심자란 즉 초기 SDO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실제 공진 참여로 FDS 

생태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사용자이다. 공진 단계에서 공진에 가장 많이 참여한 상위 

10 명의 사용자, 공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순위에 오른 10 명의 사용자, 즉 생태 

동심자를 실시간으로 열거할 것이다. 

SDO 의 공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동심자와의 상금을 블록 높이 스냅샷으로 배포할 

것이며, 동심자 경기의 구체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창조 대회 인센티브는 공진이 시작된 후 한 달 후에 스냅샷으로 포상된다 

(2) 정규 시즌은 매월 같은 스냅샷으로 자동으로 포상된다. 

(3) 정규 시즌 공진풀 상금은 DPOS 채굴 오버런(3.4 장) 및 창조 시즌 미공진 SDO에서 

유래한다. 

동심자 시즌 상금 분배 세부 규칙 

TOP 1 10%  TOP 6 1.6% 

TOP 2 6% TOP 7 1.4% 

TOP 3 3.5% TOP 8 1.2% 

TOP 4 2.5% TOP 9 1.0% 

TOP 5 2.0% TOP 10 0.8% 

합계: 30% 

4.2.1 SDO 동심자 규칙은 다음고 같다: 

 (1) 창조 시즌 공진이 시작된 후 28 일째 저녁 24 시에 종료되며, 정규 시즌은 매월 1 일 

시작된다. 

 (2) 매월 10 일 내 주소지 화폐보유 SDO 는 공진환산량의 85% 를 밑돌지 않는다 

 (3) 매월 15 일 내 주소지 화폐보유 SDO 는 공진환산량의 90% 를 밑돌지 않는다. 

 (4) 매월 20 일 내 주소지 화폐보유 SDO 는 공진환산량의 95% 를 밑돌지 않는다. 

 (5) 매월 30 일 내 주소지 화폐보유 SDO 는 공진환산량의 100% 를 밑돌지 않는다. 

 (6) 동심자 TOP 10 페이 주소는 유일하며 여러 개의 페이 주소 등록 계량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 인센티브 자격 상실로 간주하고 인센티브 포기 부분은 SDO 를 

환매하고 소각하는 데 사용된다. 공유 환전이 끝난 지 2 일 이내에 소지하고 있는 60% 를 

커뮤니티 잠금 창고에 넣어야 한다. 잠금이 완료되면 리더 ETH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잠금 장치 일부인 SDO 는 5 개월에 걸쳐 잠금량의 20% 가 방출되며, 이에 

상응하는 잠금 장치의 일부인 SDO 도 슈퍼노드에 참여하여 슈퍼노드의 수익을 누릴 수 

있다. 

 

 



4.3 SDO 의 동력자 

동력자, 함께 힘을 다해 보급하는 것, 즉 커뮤니티의 보급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는 

동력자이다. 동력자에게는 40% 의 추천장려금이 주어진다. 각각의 동력자가 FDS 

생태계를 보급함으로써, 보급자는 지정된 계약으로 200 개의 SDO 를 돌려야 하는데, 이 

중 150 개가 바로 다음 시즌 보너스 풀에 들어가고 50 개가 상급 보급자에게 돌아가며 

보급자의 페이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동력자가 자모 10 개를 모두 모았을 때, 즉 성공을 위해 임무를 완수하는 것과 동시에, 

자금풀 분배를 기다려야 한다. 블록 높이가 XXX 에 도달했을 때 대회를 마감하고, 모든 

숫자를 모은 사람은 상을 공평하게 나눈다. 상금은 스마트 계약을 통하여 자동으로 

사용자의 페이에 들어간다. 

주의 사항: 추천을 받은 자는 Super pay 내에서 추천 관계를 연동 완료해야 하는데, 만약 

다른 경로로 파기 및 연동하면 추천 관계를 효율적으로 집계하지 못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커뮤니티의 보급자는 반드시 Super Pay 를 다운로드하여야 한다. 

동력자 대회는 창조 경기와 정규 경기로 나누어지며 그 자금 배분과 출처는 다음과 같다. 

동력자 대회는 자금풀 총 50% 의 상금 중 창조 대회 20%, 나머지 30% 를 15 회로 나누어 

한 달에 한 번 정규 경기에 2% 씩 나누어 주고, 정규 대회 상금풀을 별도로 SDO 상금풀로 

설립하여 지난 시즌에 인터넷에 가입한 모든 동력자들의 수수료 75% 로 구성된다.

 

 

 

4.4 SDO 의 동행자 

동행자,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자, 즉 공진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는 동행자이다. 동행자, 

즉 공평한 공개의 원칙으로 공진에 참여했던 모든 이용자에게 무작위로, 공평하게 추첨을 

할 것이다. 동행자 수는 공진이 끝난 뒤 참여한 공진 주소, 즉 유효한 참여수에 따라 총량의 

20% 를 가진다. 유효자 수를 위해 매 시즌 1 주일, 매 시즌 당첨된 동행자 수는 유효자 

수의 5 분의 1 이다. 공진에 참여한 사용자는 매 시즌 개시 후 보급을 시작하고, 매 시즌 

보급된 첫 번째 유효 사용자의 해시 값이체는 자모를 제거하고 획득한 한 그룹의 숫자가 

추첨 코드가 된다. 추첨 코드는 수치 크기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며, 순위는 추첨자 수에 

해당하는 수의 범위 내에 있으면 당첨이다. 

창조 

상금풀 2% 

지난 

시즌N보급

수*150 매 

SDO 

정규시즌 

상금풀 



제 5 장 SDO 상품 소개 

5.1 페이: Super Pay 

Super Pay 는 SDO 비즈니스 생태계의 중요한 저장 창치이자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미래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심이며, 부수익의 결제와 관리의 중심이다. 

SuperPay 의 기능은 공진거래, 시스템 보급, 추첨 네트워크, 노드 경선, 자치위원회, 

장내 플래시, 익명 OTC 거래,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등을 포함하지만 한정되지 

않는다. 

5.1.1 멀티체인 페이 

한 세트의 도움말, 멀티 체인 지갑 만들기, 멀티 체인은 각각 차이가 있어 지불 체험도 

마찬가지로 원활하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므로, 제 3 자 서비스 

사업자에 의존하지 않고 프라이버시 데이터의 유출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SDO 

상업생태에 다른 DAPP 의 자산의 모듈관리와 디지털 자산의 크로스오버를 지원한다. 

5.1.2 공진거래 

SDO 동주파 공진거래, 혁신적이고 원활한 알고리즘,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프로젝트 

측에 완전히 귀속되지 않으며, 프로젝트 측은 더 이상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지 않는다. 

IRO 동주파공진 자산의 70% 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커뮤니티로 돌아간다. 이 규칙은 

완전히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공정 경기의 원칙을 통해 커뮤니티에 기여자 및 

참여자를 장려하며, 이 규칙은 스마트 계약에 따라 자동으로 실시된다. 

5.1.3 동력자 보급 네트워크 

SDO 의 동력자 보급 네트워크는 탈중앙화의 계산과 실행을 실현하고,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이행된다. 사용자당 페이의 개인 키를 가져온 후 FID 신분을 만들 

수 있으며, 페이의 주소는 바로 사용자의 FID 파라미터이다. Super Pay 를 통해 

추천인 주소를 기입하고 관계개조 계약서에 이체하여 자금풀 분할을 완료한 후 

쌍방은 추천과 피추천 관계가 되어 모든 관계는 블록체인에 직접 저장하여 

공개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보급하는 참여자가 많을수록 다음 시즌 

상금풀의 금액은 더 높아지고, 지난 시즌의 참여자는 가중치 및 포인트를 제거한 후 

다음 시즌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5.1.4 동행자 추첨 시스템 

동행자 추첨 시스템은, 보급자 시스템에 대한 인센티브 이외의 하나의 보충으로서, 

전체 커뮤니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SDO 생태내의 또 다른 무작위 

인센티브의 이용자를 위한 흥미로운 기능이다. 각각 공진 단계와 발전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무작위로 행운의 사용자를 추첨하여 추첨된 사용자는 고액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동행자 추첨 시스템의 설계는 SDO 커뮤니티 인센티브의 공평성을 

보완하여,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고를 함께 하는 사용자에 대한 기대와 격려로 

커뮤니티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5.1.5 익명 OTC 시스템 

공진 단계에서 우리는 진도 상황에 따라 익명 OTC 거래 기능을 개방하여 사용자들 

간에 매매를 상호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익명 OTC 는 스마트 계약을 

신뢰의 초석으로 하고, 사용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인센티브 관계로 하여 발생된 

수익을 분배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익명 OTC 는 사용자가 KYC 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 거래를 매매할 수 있도록 페이 내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스마트 계약과 중재 

체제를 통하여 거래의 보안을 확보한다. 

5.1.6 노드 시스템 

SDO 의 노드 생태에는 세 가지 종류로 라이트 노드, 일반 노드, 슈퍼 노드 각각 서로 

독립적이며 특징이 있다. 라이트 노드는 참여성에 더 중점을 두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다노동을 통해 수익을 얻도록 하며, 일반 노드는 커뮤니티 기여를 

더욱 중시하며, 커뮤니티의 양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를 지원한다. 슈퍼 

노드는 책임을 더 중시하고, 커뮤니티 내 엘리트들이 슈퍼 노드를 통해 커뮤니티 

관리에 참여하여 커뮤니티의 건강을 함께 지키고 오래 성장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5.1.7 커뮤니티 자치 및 결재 

SDO 커뮤니티는 곧 자치위원회가 설립되어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SDO 페이를 

통하여 커뮤니티 업무에 대해 관리 및 결재를 진행 할 수 있고, 상관이 있는 업무는 

수상 평가·개발·협력·보급하는 등의 실수에 한정되지 않는다. 매번 관리에 SDO 를 

일정량 소모하거나, SDO 를 소각함으로써 일정한 신분을 획득하여 권력과 유동성 

가치의 안정적인 결합을 실현해야 한다. 비고: 커뮤니티 자치 설명 장 소개 

5.2 체인상: CoinBuy 

 

CoinBuy 은 SDO 비즈니스 생태에서 최초로 

탄생한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이며, 커뮤니티 

사용자들을 위한 진실되고 다화폐종의 가상 

상품과 디지털 화폐의 HIGO 플랫폼이다. 

CoinBuy의 기능은 가상 상품 교환 구매, 디지털 

화폐 C2C 경매, HIGO 주문, B2C 채굴자 네 

가지의 서로 다른 플레이 채널을 포함하여 SDO 

경매, 차익매물과 상품매매 사용을 지원한다. 

미래에 CoinBuy 은 SDO 비즈니스 생태계에 

중요한 대외협력 플랫폼의 하나가 될 것이며, 그 

발전된 소득 배당금의 90% 는 SDO 머니 

보유자에게 반환될 것이다. 



5.3 퀴즈: BiPlay 

BiPlay 는 글로벌 사용자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탈중앙화로 구축되어 

공평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풋 게임 플랫폼으로, BTC, ETH, TUSD 지불을 이미 지원하고 

있다. 

BiPlay 는 완전히 공평한 게임 규칙, 플레이어 프라이버시 보장과 모든 추적 가능한 거래 

기록을 제공하여 스마트 계약이 자동으로 집행되고 플레이어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Super Dollars 생태계는 BiPlay 플랫폼에 의해 예측류, 추첨류 등 다양한 

자극적인 게임을 발표하여 다양한 플레이어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블록체인은 

장부의 속성을 응용하고 게임의 자산은 상호운용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뛰어넘는 가상 자산 거래 시장은 미래에 매우 큰 트래픽과 부의 허브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변함없는 서비스를 커뮤니티에 제공할 것이다. 

 

5.4 스포츠: First Step 

First Step (중국명: 첫 걸음) 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스포츠 앱이자,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최초의 오프라인 착지유량 제품으로 전 국민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전국민의 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First Step 은 노드 스포츠(계보&칼로리) 를 계산하여 

SDO 를 장려하고 산출하는 과정은 스포츠의 과정이다. First Step 사용자는 스포츠와 

함께 수확된 SDO 로 회원 승급, 수익 배당금, 사용자 매칭, 거래 등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다. First Step 은 운동량 에너지 시스템, 활성화 시스템, 경기 시스템(개인과 팀) 등 3 대 

시스템으로 나뉜다. 



First Step 어플리케이션은 자체적으로 자금모금과 개인 모집을 하지 않아 사용자는 SDO 

를 통해 수시로 어플리케이션내에서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재산관리 및 인센티브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오직 SDO 생태계의 하위 상품 중 하나이다. 1.0 

버전은 일본어와 중국어 번체를 지원하며, 우리는 이중 언어 버전을 예상하고 번체자는 

2019 년에는 2~4 개의 상품이 나올 것이라 예측하며, 머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 

글로벌화된 상품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제 6 장 컨센서스 체제 및 노드 

진정으로 SDO 가 각 사용자를 생태적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비전을 실현한다. SD 프로젝트는 정규 노드의 참여 요구 사항을 낮추고 

커뮤니티 사용자의 참여도를 높이며, 노드 설계는 진정한 SDO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실제 행동으로 SDO 를 보유한 사용자들이 오랫동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SDO 



유동성을 비교적 합리적인 구간 범위내에서 안정되게 한다. POS 가상화폐 채굴의 

역할은 라이트 노드, 일반 노드와 슈퍼노드로 분배된다. 

SuperDollars 주 홈페이지 상선 이후 메인프레임의 컨센서스는 DPOS 모드로 

전환되며, 이 중 슈퍼 노드는 POS 모델의 라이트 노드, 일반노드가 투표에 참여하여 

공동 선거로 슈퍼 노드가 결정되었다. 

6.1 라이트 노드 

인증 절차가 가벼워 누구나 경량화하여 참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아주 적은 양의 

SDO 만을 충전하면 자동으로 라이트가 되어 POS 채굴에 참여할 수 있다. 경량화 

참여의 또 다른 점은 참여 주기가 짧다는 것이다. 라이트 노드 참여 POS 채굴 

주기(SDO 저당 주기) 는 하나의 합리적이고 짧은 시간 동안 억제된다. POS 광석 

채굴에 상대적으로 라이트 노드 참여 수익 계수는 슈퍼노드보다 낮을 것이며, 산출할 

수 있는 수익 형식은 SDO 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 

6.2 일반노드 

커뮤니티 내에서 일정한 인터넷 지식기반이나 기술력을 가진 개인이나 팀이 SDO 

생태에 더 깊이 관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일반 노드를 개방하여 사용자들에게 

채굴을 제공한다. 라이트 노드보다는 일반 노드의 POS 체제에서 더 높은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노드의 경우 페이 잔액이 SDO 10 만 개보다 많으면 

잠글 필요가 없으며 24 시간 후에 채굴을 시작한다. 채굴 매각 수익공식은 현재의 

시스템 내 일반 노드 온라인 수량 M 과 연계된 함수이다. 즉, 전반적으로, 현재 생태 내 

일반 노드가 많을수록,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주수익은 낮아지고 초기상태에서 40% 

수익률/주로 계산되며, 동시에 M 은 모든 네트워크에서 100000 개의 상한으로 

제한되며, M 이 100000 에 도달하면 수익률이 1% 로 떨어진다. 두 경우 모두 일반 

노드 채굴이 중지되고 임의의 시점에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시간이 10 분을 초과하면 

해당 자연일 수익은 0 이고 해당 주 수익 계산에서는 수익이 0 인 자연일을 취소하여 

계산한다. 자연일의 시간 계산은 그리니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며, 페이 내 잔고가 

FDS 10 만 개보다 낮을 때 암호화폐 채굴권한이 상실되며, 이때 수익이 정지된다. 

일반 노드의 수익은 다음과 같이 SDO 토큰과 ETH이며, 그 중 수익부분의 ETH는 

모두 SDO 생태계에서 영리부분의 10% 에서 나온다. 

6.3 슈퍼 노드 

SDO 프로젝트 팀은 현재 생태 상황에 따라 발전하고 있으며, 라이트 노드와 일반 

노드가 잘 운영되고 있고, 커뮤니티 발전이 순조로울 경우, 머지 않아 슈퍼 노드를 

개방할 것이며 POS 체제를 DPOS 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자치위원회를 도입하는 동시에 슈퍼 노드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하게 할 

것이다. 



제 7 장 SDO 커뮤니티 지도 규칙 

7.1 커뮤니티 자치 가이드 초안 

절대다수의 디지털 화폐 애호가들은 BTC 를 성공적인 탈중앙화 자치 커뮤니티 

모델로 여기고 있으며, 이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만, 또 한 사람이 책임지는 진정한 

중심화 컨센서스 사회의 축소판이다. 이 같은 컨센서스 사회의 초석은 앞으로의 

사회발전을 참고할 만하다. 

따라서, BTC 의 사례에 따르면, SuperDollars 는 팀, 중심, 집권이 없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기를 원하며, 모든 이들의 자유로운 공감대의 혜택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SDO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체제는 비중앙화 투표 컨세서스 자치 

체계로, SDO 개발 팀이 가이드 역할에서 탈퇴한 후에도, 생태는 여전히 모든 

참여자의 공감에 따라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SuperDollars 는 SDO 생태개발 건설과 투명화 추진에 주력하고 있으며, 전기에는 

제정한 통치기구를 통해 오픈소스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사안과 특권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주로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 관리 유효성 

및 자금 공모의 안전성을 고려하고 SDO 팀에서 단계적으로 그 이상의 관리 권한을 

커뮤니티 위원회로 방출하는 것으로, 대략 주기는 생태가 성숙기에 접어든 후이다. 

SuperDollars 는 현재 커뮤니티에 대해 지도적인 의견과 커뮤니티 아키텍처의 

초안만을 제공하며 후속 커뮤니티의 자치는 커뮤니티 위원이 수행하게 된다. 

자치위원회 및 각 팀은 다음과 같이 분업한다. 

 

 

SDO커뮤니티 자치의 형태 

(1) SuperDollars 자치위원회는 비중심화 투표 컨센서스 자치 체계를 통해 21 개의 

동업자를 선출하여 SDO 커뮤니티 인도자를 담당하여 SDO 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전체 SDO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비중심화된 투표 

컨센서스 자치 체계를 통해 어떤 SDO 사용자도 동향자로 선출되어 전체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부작위하고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며 

SDO 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도울 수 없는 동업자는 이 자격을 잃게 된다. 

탄핵은 커뮤니티 그룹 구성원에 의해 발의되며, 화폐 지갑 주소 사용자 총량 5% 및 

동향자 70% 를 초과하는 투표의 경우 해당 동업자 자격이 취소된다. 지속적인 

커뮤니티 그룹 비중심화 투표 컨센서스는 SDO 를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자유 컨센서스 커뮤니티로 만들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통해 무한한 발전과 

무한 지속을 이끌어낼 것이다. 

커뮤니티 자치 

위원회 

협력 비즈니스 기술 운영 



SuperDollars 자치위원회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제출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율한다: 

(2) 협력적 사항: 거래소, 시세 플랫폼, 미디어, 커뮤니티 그룹 등의 제휴 등 브랜드를 

포함하되 한정되지 않는다. 

(3) 비즈니스성 사항: 지불, 금융, 쇼핑, 게임, 로또 등 영리적인 사무을 포함하되 

한정되지 않는다. 

(4) 기술적 사항: 블록 레벨 기술, 코드 오픈 소스, 분산 스토리지,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동영상 등 기술적인 사무 개발 및 의사결정을 포함하되 한정되지 않는다. 

(5) 운영형 사항: 홍보, 검색엔진 최적화, DAPP 보급, 민정 모니터링 등의 사무를 

포함하되 한정되지 않는다. 

7.2 커뮤니티 관리 가이드 초안 

SuperDollars 는 프로젝트를 집권화한 권익을 커뮤니티에 이양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권익인, 기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SuperDollars 의 운영 발전에 참여하여 

하나의 중심적이고 고도의 자치를 이루어 낼 수 있다. 

권익행사의 대상: SuperDollars 디지털 화폐를 소지한 권익인, 커뮤니티의 자발적 

기여자 

행사의 권익 유형: 적용 장면 발의, 응용 제품 투표, 커뮤니티 발전 제안, 프로젝트 발전 

제안, 커뮤니티 위원회 선거를 포함하되 한정되지 않음.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 온라인 제출 조언, 투표권(동의/거부), 행사 참여권 등 

권한을 행사하는 규칙: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최종 결과 평판을 

진행한다. 

권익 행사 제출 규칙=커뮤니티의 특정 지면,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현재 커뮤니티 

가입자의 10% 이상이 응답하면 투표에 성공할 수 있다. 

SuperDollars 커뮤니티, 매년 커뮤니티 투표 선거에 의한 커뮤니티 위원회 구성원 

발생, 커뮤니티의 주요 기능범위: 커뮤니티 각 채널의 운영진도 감독, 무효정보 정리, 

권익 집행 감독 등 



 

커뮤니티 위원회 관리 기구 

커뮤니티 위원회 구성원의 기능 및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커뮤니티 이사장: 커뮤니티별 건의, 행사 개최, 이슈 이전 등 보유권한은, 커뮤니티 

의장· 부이사장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1 년이다. 

(2) 커뮤니티 고객 서비스: 자체 커뮤니티 권한 없이 커뮤니티 기술만 제공, 자문 

서비스, 창단 후 조직을 구성하여 SDO 생태계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물러날 

것이다. 

(3) 커뮤니티 부이사장: 이사장의 업무에 협조하고 커뮤니티의 자치업무를 수행한다. 

커뮤니티 의장, 이사장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1 년이다. 

(4) 커뮤니티 의장: 커뮤니티 권익인을 대표하여 제의, 제안을 발표하고, 각 활동을 

수행한다. 이슈, 투표 등 커뮤니티의 일상 행위에 대해 투명하게 감독한다. 커뮤니티 

권익인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표수는 다득표자에서 6 위 이내) 임기는 1 년이다. 

SuperDollars 의 첫 번째 커뮤니티 위원회의 발족 시기는 다음과 같다. SuperDollars 

슈퍼노드 건설이 완료되면 자치위원 선거를 커뮤니티에 공표한다. 우리는 곧 점점 더 

많은 지역 구성원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커뮤니티 자치 위원회가 향후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권익자들에 대해서도 관련 있게 구분하였다.

 

커뮤니티 구성원 체계 

커뮤니티 자치 위원회 

21 명 

커뮤니티 이사장 

1 명 

커뮤니티 부이사장 

2 명 

커뮤니티 의장 

6 명 

커뮤니티 서비스 

1 명 

커뮤니티 

구성원 

일반 회원 권익회원 기여자 



정의 해석 

일반회원: 커뮤니티 회원으로 가입하여 각종 상담 및 토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으며, 점차 참여 및 커뮤니티 활동, 조언 및 비즈니스 단서 제공 등을 통해 

SuperDollars 디지털 자산을 획득하여 권익 회원으로 승격할 수 있음. 

권익회원: 페이 주소를 연동해서 가입한 회원, 페이에 일정 수량의 SuperDollars 

디지털 자산을 보유해야 함. 

기여자: 라이트 노드, 일반 노드 및 슈퍼 노드 자격을 가진 모든 사용자 

SDO 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에도 속하지 않으며, 탈중앙화된 자유 컨센시스 자치는 

위대한 전복적 실천이며, SDO 의 투표 체제는 생태가 모든 사람의 뜻에 따라 

발전한다는 것을 확보하고 적어도 어느 정도는 비중심화된 커뮤니티에 대한 탐구이다. 

탈중앙화의 역량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이 더 완벽한 생태에서 수익과 존중을 얻게 될 

것이다. 

 



제 8 장 SDO 생태 
 SDO 생태발전은 3단계로 나누어 초기단계, 형성단계, 그리고 민주자치단계로 진행된다. 

8.1 초기 단계 

1 단계에서는 SDO 프로젝트가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부 미리 채굴한 SDO 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SDO 의 초기 생태 구축 자금으로 사용되어 진출 생태 협력의 

빠른 탄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비고：2.1 장의 설명 참조 

초기 생태건설기금은 총 2 억 SDO로 컨센서스 커뮤니티 사이트 구축 협의상여금, 거래소 

협력상여금, 미디어 협력 및 블록체인 업계 스타 설립 주 슈퍼 노드 장려금, 프리 컨센서스 

커뮤니티 계몽자 장려 및 시세 데이터 플랫폼 전시 보너스로 활용된다. 

 
8.1.1 컨센서스 커뮤니티 사이트 구축 협의 장려금 

(1) 컨센서스 커뮤니티 사이트 구축 합의금 총계는 300000000 SDO로, 5 년 주기 총 260 

주에 걸쳐 모든 맞춤형 커뮤니티 자체 구축 사이트에 배포한다. 

(2) 컨센서스 커뮤니티 자체 구축 사이트 협의 장려금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이트 구축을 

신청하면, 설립자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XXXXXXXXXX 로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 

(3) 독립 도메인은 사이트의 정상 운영을 유지하고, 구역과 수량 제한이 없다. 설치를 

성공하면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그룹에 통지함. 

(4)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웹사이트 및 주소, SDO 는 커뮤니티 사용자의 투표와 방문 상황 

허용을 집중 전시하고, 커뮤니티 사용자의 감시와 제보를 받는다. 해당 장려금 배포되면 

SDO 팀이 계좌이체 기록 및 주소를 공개한다. 

컨센서스 커뮤니티 자체 구축 사이트 프로토콜 장려금 할당은 다음과 같다. 



 

8.1.2 거래소 협력과 협의 및 장려금 

(1) 거래소 상비 장려금은 총 500000000 으로, 공정률 합격선 SDO 거래의 상위 70 개 

화이트리스트 내의 거래소에 방출된다. 장려금은 그들의 합격선 SDO 거래의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SDO 합격선에 일찍 도달할수록 장려금은 더 높아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소명단은 부록에 있는 화이트리스트 거래소를 참고하십시오. 

(2) 거래소 상비 장려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거래소는 그 공식 웹사이트에 SDO상선거래소 

공고와 함께 이메일을 superdollars.service@gmail.com로 발송해야 하며, SDO 팀은 이체 

기록 및 주소를 공개한다. 

(3) 화이트리스트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협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온라인 SDO 거래 대상 우선으로 ETH 거래를 개통한다. 

② 온라인으로 SDO 를 거래하는 당일에는 관련이 있는 것을 모두 테스트하여 정상을 

보충해야 한다. 

③ 일주일 이내에 SDO 온라인 거래 시, SDO 팀은 SDO 를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검증한다. 

경고: 악의적인 조작, 기술 미달, 사용자 경험 미흡, (20 개이상의 신고를 받을 시) 미디어와 

전 네트워크에 배포할 것이다. 

(3) 거래소의 지속적인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8.1.3 블록체인 업계 스타 슈퍼 주 노드 장려금 편성 

(1) 블록체인 업계 스타가 슈퍼 주 노드를 구축하는 장려금은 총 10000000 SDO로, 슈퍼 

주 노드를 구축한 상위 100 개 팀 슈퍼스타에게 지급된다. 장려금은 슈퍼 주 노드 구축 

시간의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이 100 명의 선행 스타들은 1000000 SDO 보너스를 받게 

되며, 각각의 평균 점수의 100000 SDO 를 받게 된다. 

(2) 블록체인 업계 스타의 슈퍼 주 노드 구축을 위한 장려 절차는 다음과 같다. 블록 업계 

스타는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있는 소셜 어카운트로 슈퍼노드를 구축하자는 공지를 

본인이나 조수를 거쳐 SuperDollars.top 에 제출해야 한다. 

(3) 블록체인 업계 스타가 공고를 발포한 후 일주일 이내에 SDO 팀은 슈퍼 노드가 

성공적으로 구축되었는지 검증한다. 검증이 성공하면 SDO 팀은 업계 스타가 게시한 SDO 

주소에 SDO 장려금을 보내고 이체 기록 및 주소를 공개한다. 

끝맺음 말: 커뮤니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생태의 발전을 함께 지켜 

나가도록 하시기 바람. 라이트 노드가 1000 개 구축되었을 때, SDO 생태 초기 단계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생태 형성 단계로 진입했음을 나타낸다. 

 

 

8.2 SDO 생태 형성 단계 

SDO 생태계에서의 탈중앙 탐구는 탈중앙 커뮤니티의 작동방식을 재정의하고 사회 각 

방면에서의 운영에 새로운 컨센서스와 힌트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SDO 생태의 형성은, 우리가 탐색해 온 방향이며, 생태 형성시기에 두 가지 

난제인 커뮤니티 사용자 수와 커뮤니티 생태 지명도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커뮤니티 사용자 수와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할 것이다.  

8.2.1 보급 경기 방식 

동주파 공진의 핵심은 바로 커뮤니티 경기로, 디지털 자산의 2 차 분배를 통해, 자원 있고 

실력 있는 커뮤니티의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랠리를 보급하도록 장려하고, 개인으로부터 

고액의 대가를 받는 동료도 커뮤니티의 사용자 확대를 위해 지원한다. 

보급 대회는 A-B-C 3 급 회원 체계로 나뉘어 전개된다. 

보급 대회의 방식은 창조 시즌과 정규 시즌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 중, 창조 시즌은 ETH 

장려 방식으로, 정규 시즌은 SDO 장려방식으로 전개된다. 

8.2.2 온라인 운영 방식 



커뮤니티는 발전 수요에 따라 다양한 경연대회 및 다중 DAPP 를 개시하여 사용자 성장과 

제품 탄생의 양방향 발전 계획을 완료할 것이다. 추첨격려, 경매 기법, HI 구매 패턴 등을 

포함하되 한정되지 않는다. DAPP 는 게임, 경매 광고, 디지털 비즈니스 고객 협력, 익명 

사교을 포함하되 한정되지 않는다. SDO 프로젝트 팀은 이미 여러 블록 프로젝트 측, 

실험실과 협력할 의사를 얻었다. 우리는 최신 협업 정보를 적시에 커뮤니티에 게시할 

것이다. 

 이미 발표된 거래소 화이트리스트와 모델 계획, 일정한 팬들을 보유한 블록 애호가들의 

브랜드 프로모션 및 모델로 참여함으로써 SDO의 생태적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8.2.3 오프라인 보급 방식 

SDO 생태 커뮤니티는 서로 다른 오프라인 프로그램 측과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을 하도록 장려하며, 커뮤니티 사용자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협력도 SDO 

커뮤니티 그룹을 통해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다. SDO 프로젝트 팀은 오프라인 보급 

방식의 비중심화 운영을 더욱 지도할 것이다. 

글로벌한 배치에 있어서, 우리는 매달 두 종의 언어와 관련된 제품을 업데이트하여 매달 

한 국가 또는 지역별로 온라인 협업을 할 것이다. 지금은 배치된 언어는 영어를 비롯하여 

중국어 번체, 중국어 간체, 일어, 한국어이며 이미 추진 중인 동남 아시아 국가 및 도시는 

중국 대만을 비롯하여, 한국 서울, 일본 도쿄, 싱가포르, 태국 방콕, 베트남 호치민,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이다. 7 개 도시에 프로젝트 거래소, 프로젝트 육성, 창업 보육 센터, 

커뮤니티 그룹 협력, 기금 협력, 노드 의사 담판, 법적 화폐 환전 채널 등을 추진하고 있다. 

SDO 팀은 커뮤니티 자치 위원회가 오프라인 보급 방식의 비중심화 작동을 완료하도록 

더욱 지도할 것이다. 

8.3 SDO 민주 자치 단계 

SDO 민주 자치 단계의 비즈니스용 형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1) 비중심화된 투표 자치체계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커뮤니티 컨센서스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며 페이 주소 수 3000 만을 넘을 것으로 보임. 

(2) Super Pay 서비스를 통해 주류 국가에 맞게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주류 통화는 30 종 

이상이며, 다른 100 종 이상의 주류 디지털 화폐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음. 

(3) 전 세계 10 만 사업자에 접속할 수 있고 매년 5% 씩 성장하여 1 만 사업자는 SDO 

생태계의 동업자가 됨. 

(4) 전 세계 20 개국 1000 개 이상의 리그 클럽이 탄생하여 오프라인 교류 및 모임 제공됨. 

(5) SDO 생태계에서 슈퍼 노드 수는 1 만을 초과하여 SDO 유통에 기반의 DAPP 가 500 

개가 넘음. 

SDO 프로젝트 기술 팀은 6 대 네트워크 시스템을 배치하여 5 대 목표의 실현을 지탱하고, 

6 대 네트워크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과 비중심화 설계의 논리에 기초하여 그것들이 

각각 다음과 같이 하나씩 런칭될 것이다. 

(1) 비중심화 투표 시스템으로 커뮤니티 자치 문제 해결 

(2) 합작성 익명 금융 네트워크로 화폐 교환 문제 해결 

(3) 분산형 가격 경쟁 정보 시스템으로 수요, 공급 연계 문제 해결 

(4) 프로젝트 육성 협력 체계 지지로 어플리케이션 탄생 문제 해결 

(5) 비중심화된 수익 분배 알고리즘으로 실체 장려금 문제 해결 



5 대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비중심화된 컨센서스 사회, 전생태 미래 디지털 통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탈중심화된 비즈니스 생태계를 건립하며 

새로운 탈중앙화된 자유 컨센서스 사회를 함께 만들 것이다. 

8.4 SDO 미래 전망 

SDO 동주파 공진의 설계는 "사용자 중심"의 사상에 기인하며, "프로젝트를 누가 

세웠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픈 소스 플랫폼을 통해 모든 사람과의 공동작업을 기대한다. 블록체인은 '컨센서스'를 

강조하지만,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충분한 수의 사람이 

필요하다. 동주파 공진은 컨센서스의 동일과 동심, 동력, 동향, 동행을 나타낸다. SDO 가 

동주파 공진에 더 잘 맞는 참여자, 더 많은 창작자가 공동으로 SDO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SDO 생태계가 더 많은 사람들의 꿈과 연결될수록 개개인이 더 

나은 미래에 가까워진다고 믿는다. 

인간의 진보를 촉진하는 기술의 이면에는 "사람"의 진지하고 소중한 꿈이 있고, 기회는 

열차와 같으며, 밀치고 싶어도 밀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우리가 SDO 생태계에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창조한 제품의 미래 발전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더 유능하고 좌우할 수 있는 생태계의 중요한 일환이다. SDO 생태의 미래는 

우리가 생태적 가치관을 만들어 낼 능력이 있는 만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모두는 SDO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미래로 가는 길을 함께 개척하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와 디지털 통화는 투기꾼들의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통합하고, 그것을 더 넓은 세상으로 넓히고자 

하는 것이 지혜에서 정련한 역량이며, 그 역량은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자, 우리 중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온 것이며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희망은 결코 약자를 버리지 않으며 사실 희망은 바로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부록 

거래소 화이리스트 

비고: 순위는 선후를 구분하지 않고 숫자-문자순으로 배열 

번호 거래소 명칭 웹사이트 

1 58COIN http://www.58coin.com 

2 6Xcoin https://www.6x.com 

3 86COIN http://www.86coin.io  

4 A11COIN https://www.allcoinex.io 

5 Baobi https://www.btctrade.tv  

6 BCEXGlobal https://www.bcex.top  

7 Befong https://www.befong.com 

8 Bibox https://www.bibox.com  

9 BigOne https://big.one 

10 Binance https://www.binance.com 

11 BIONE.CC http://www.bione.cc 

12 Bitalong https://www.bitalong.com  

13 BitAsset https://www.bitasset.com 

14 Bitfinex https://www.bitfinex.com 

15 BitForex https://www.bitforex.com 

16 BitGet https://www.bitget.com 

17 Bithumb https://www.bithumb.com 

18 BitMarket https://www.bitmarket.net  

19 BitMart https://www.bitmart.com 

20 BitMEX https://www.bitmex.com 

21 Bitstamp https://www.bitstamp.net  

22 BITTREX https://bittrex.com 

23 Bit-Z https://www.bit-z.com  

24 BKEX https://www.bkex.com  

25 BTC-Alpha https://btc-alpha.com  

26 BTCBOX https://www.btcbox.co.jp 

27 CEO.Bi https://ceo.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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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EX.IO https://cex.io/ 

29 CHAOEX https://www.chaoex.info 

30 COBINHOOD https://www.cobinhood.com 

31 Coinbase https://www.coinbase.com 

32 CoinBene https://www.coinbene.com 

33 COINBIG https://www.coinbig.com 

34 CoinMex https://www.coinmex.com  

35 COINNEST http://www.coinnest.co.kr  

36 COINOAH https://coinoah.com 

37 Coinone https://coinone.co.kr 

38 Coinsuper https://www.coinsuper.com 

39 CoinTiger https://www.cointiger.pro  

40 Coinw.ai https://www.coinw.ai 

41 Coinyee http://www.coinyee.pro  

42 CoolCoin https://www.coolcoin.com  

43 CREX24 https://crex24.com 

44 Dcoin https://cn.dcoin.com 

45 DFEX https://www.dfex.com  

46 DigiFinex https://www.digifinex.com 

47 DragonEx https ://dragonex.im 

48 EXMO https://exmo.com 

49 Exrates https://lk.exrates.me  

50 FatBTC https://www.fatbtc.com 

51 FEXPRO.NET https://fexpro.net 

52 FUBT http://www.fubt.top 

53 GAEA https://www.gmex.io 

54 Gate.io https://gateio.org 

55 HEX https://www.hex.com 

56 HITBTC https://hitbtc.com 

57 Hotbit https://www.hotbit.io 

58 HPX https://www.hpx.com  

59 Hubi https://www.hubi.com  

60 Huobi https://www.hb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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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IDAX https://www.idax.pro 

62 IDCM https://www.idcm.io 

63 IMX www.imx.com 

64 Indodax https://indodax.com 

65 KKCoin https://www.kkcoin.com 

66 KKEX https://kkex.com  

67 Korbit https://www.korbit.co.kr 

68 Krnken https://www.kraken.com 

69 KuCoin https://www.kucoin.com 

70 LakeBTC https://lakebtc.com  

71 Lbank https://www.lbkex.com  

72 LiteBit https://www.litebit.eu  

73 LiveCoin https://www.livecoin.net  

74 Mercatox https://mercatox.com  

75 Mac https://www.mxc.com/ 

76 OKEX https://www.okex.com  

77 OTCBTC https://otcbtc.com  

78 P2PB2B https://p2pb2b.io 

79 PK.top https://www.pk.top  

80 POLONIEX https://poloniex.com 

81 PURCOW https://www.purcow.io 

82 QBTC https://www.myqbtc.com 

83 Rfinex https://www.rfinex.com  

84 RIGHTBTC https://www.rightbtc.com 

85 SilkTrader https://www.silktrader.net  

86 s.top https://s.top 

87 STEX https://www.stex.com  

88 
TheRockTradin

g 
https://therocktrading.com 

89 Tidex https://tidex.com 

90 Tokencan https://www.tokencan.net 

91 TOKOK https://www.tokok.com 

92 Upbit https:// sg.upb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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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WBTC https://www.vvbtc.com  

94 WinMax https://www.winmax.me 

95 WR.NET https://www.wr.net 

96 Y.CEO https://y.ceo 

97 YEX http://yex.com 

98 ZB https://web.zb.com 

99 ZBG https://web.zbg.com 

100 Zebpay http://www.zebp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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