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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 루트 네트워크 (One Root Network, RNT) 란?
원 루트 네트워크는 2017년 11월에 출시된 프로젝트로, R1 프로토콜을 통해 공생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탈 중앙화 거래소 루트렉스(Rootrex)에서 RNT를 기반으로 여러가지 자산들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2. 주요 스펙
암호화폐명

One Root Network (RNT)

최초발행일

2017.11.28

홈페이지

https://oneroot.io

합의알고리즘

R1 Protocol

설립자

Tony Sun

자문

공식적인 자문단은 없는 것으로 확인

시장유통량

242,985,280 RNT

시가총액

$16,755,650 (약 180 억)

거래가격

$0.069 (약 78 원)
*2018.09.14 코인마켓캡 기준

3. 가격 그래프

*출처:coincodex.co

4. RNT의 특징
 호환성
R1 Protocol이라는 스마트 컨트렉트 기반의 프로토콜로 이더리움, 비트코인, 네오, 퀀텀 코인과 해당
네트워크의 자산과 호환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RNT를 매개체로 여러가지 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갑을
구성하였다. 현재 EOS 네트워크 또한 호환 작업 진행 중에 있다.

 공생 생태계 (Win-Win ecosystem)
원 루트 네트워크는 인센티브 제도, 토큰 발행, 개발 인프라구성, 데이터 저장고, R1 프로토콜을 통해 토큰
구매자, 개발자, 거래소, 중간 업자, 그리고 재단까지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기술력
공생 생태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5가지의 계획이 실현되어야 한다. 현재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R1
프로토콜과 One Root Network Token이 개발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개발 인프라구성과 데이터 저장고가
개발 및 생성되고 있다.

5. 토큰 분배 현황
ICO
Hold
40%
60%

총 토큰 발행량: 400,000,000 RNT
*출처 : medium.com

6. 종합검토의견
원 루트 네트워크는 현재 출시된 ICO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Milestone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R1 프로토콜의 빠른 호환성 개발에 이어서, 거래소 서비스에 근간이 될 탈 중앙화 거래소 루트렉스(Rootrex)
베타 버전 및 원 루트 지갑을 개발하였다. 현재 마케팅보다는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들의 행보는
Medium.com 외 다른 커뮤니티들을 통해서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NEM코인처럼 현재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술력으로 자체 플랫폼에서 여러 종류의 자산과 코인을 사용하는 유사한 프로젝트는 현저히 많은 상황이다.
NEM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유저들과 거래량을 보이고 있기에 이러한 경쟁자들 가운데서 상해 RnD 센터에서
최고의 개발진과 함께 빠른 속도로 프로젝트를 완성 중인 원 루트 네트워크가 얼마나 진보적인 플랫폼과 기술을
선 보일지 기대된다.

빗썸 상장심사기준
* 상장이란?
빗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암호화폐가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암호화폐 상장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검토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유동성 유지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일정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장절차 ]
암호화폐
상장심의 요청
(리서치 주관 부서)

>>>

암호화폐 심의·검토
(상장심의위원회)

>>>

거래소 상장

* 상장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심사기준은,
1. 비즈니스 영속성
- 프로젝트(컨셉) 지속 가능성, 경쟁력, 안정적인 비즈니스, 수익구조, 장기적인 로드맵 등

2. 기술적 기반과 확장성
- 알고리즘 차별성, 기술의 적합성 및 확장성, 보안성, 완성도, 개발진의 신뢰도, 실현가능성 등

3. 시장성
- 시장수요, 마켓쉐어, 인지도(커뮤니티)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장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장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의사항
· 암호화폐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유념하시어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십시오.
-암호화폐는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규제나 시장환경변화에 따라 암호화폐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시고, 신중한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 본 자료는 현재 시점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으로, 해당 암호화폐 재단
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공식 홈페이지, 백서 및 주요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자료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기초한 투자결정과 투자결과에 관
하여 당사가 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