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스코(VIXCO)는 기존의 결제 시장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블록체인 POS 단말기 인프라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결제 정보가 누락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고, 빠른 송금을 지원하

여 거래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On-Offline 결제 시장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VIXCO는 VIXPAY를 통해 확보한 가맹점과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간편 결제 기능 외에도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

여 VIXCO Token의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 확장을 도모합니다.  




소개

 정영준 (CEO) :  (주)나우앤페이 대표이

 최원식 (CFO) :  전) 굿모닝증권, 유진투자증

 최운돈 (CTO) :  안드로이드 기반 POS 및 결제 솔루션 개발, 

Hyperledger 기반 토큰 플랫폼 개발 등




프로젝트 핵심 인력

일반정보

재단 소재지


네트워크 계열


토큰 발행일





대표자


쟁글&CMC 평가


최대 발행량


유통량(01/05기준)

버진아일랜드


ERC-20


2022-02-10

정영준


- 


2,000,000,000 VIX


296,000,000 VIX

ERC-20 : 0xc0b68EB52c89e3fffa62D78012ac8b661bfAA323 




빅스코(VIX)
거래지원 일자

2023.01.05


가상자산 검토보고서

백서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토큰 매트릭스

33% for Payment Reserve


17% for Eco-Rewards


15% for Operation


13% for Partnership Reserve


7% for Marketing


5% for Team


5% for Advisors


4.9% for Early Investor


0.1% for Token Sale


 (주)아이벡스랩 등

파트너

https://etherscan.io/token/0xc0b68EB52c89e3fffa62D78012ac8b661bfAA323
https://www.vixco.net/wp-content/uploads/2021/04/VIXCO%20Whitepaper_kor_ver10.pdf
http://vixco.net/
https://t.me/vixcokorea


특징

 Working Node Mainnet 


 VIXCO Working Node Mainnet은 소비자들이 생성하고 업로드한 결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Hyperledger Fabric 기반의 

Private 블록체인입니다. 이를 통해 VIXCO Token을 처리하며 플랫폼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DApp으로 개발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VIXCO Token이 Working Node Mainnet의 지갑에 스테이킹 되면, 그 스테이킹 된 VIXCO Token만큼의 보상

이 Working Node Mainnet의 Smart Contract로 처리됩니다.

 VIXCO Wallet API


 VIXCO Wallet API는 각종 지갑 앱이 VIXCO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API로서 소비자의 가상자산 관리 및 결제 기능과 

결제 데이터의 컨트롤 기능을 지원합니다

 VIXCO 블록체인 POS API 


 VIXCO 블록체인 POS API는 가맹점 내 POS가 VIXCO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API로서, 가상자산 결제 기능과 소비자 

지갑으로 결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Defi Smart Contract &  Super Node Smart Contract


 VIXCO Token이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의 결제 및 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Defi Smart Contract와 

VIXCO 플랫폼의 글로벌 결제 및 금융 서비스를 위한 VIXCO의 Super Node 역할을 하는 Smart Contract로 구성됩니다.



 VIXCO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출처 : VIXCO 프로젝트 백서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의 카드 매출채권 매입서비스


 기존의  카드 대금 결제 구조는 소비자가 결제를 하면 카드사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맹점이 매출 대금을 수령하기 때

문에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VIXCO는 이러한 가맹점(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이 카드를 사용한 다

음날 가맹점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 VIXCO 프로젝트 백서

2022.2Q

 교회헌금 키오스크 개발, 카자흐스탄 VIXPAY 서비스 시스템 개발


2022.3Q

 교회헌금 키오스크 시범 서비스, 카자흐스탄 VIXPAY 서비스 테스트


2022.4Q

 카자흐스탄 VIXPAY 베타서비스 오픈 


2023.1Q

 카자흐스탄 VIXPAY 서비스 오픈 예정







로드맵



[VIXCO 토큰 사용처]



 1. Working Node

 일정량의 VIXCO Token 스테이킹 시 Working Node를 운

 Working Node를 유치한 파트너는 VIXCO 가맹점과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수

수료를  스테이킹한 VIXCO 토큰 비율에 따라 분배받음



2. Lending Servic

 일정 기간 이상 VIXCO Token을 스테이킹하고, 기준 결제 거래금액을 초과 달성한 Working Node의 경우 VIXCO를 통해 

VIXCO Token을 담보로 법정화폐 또는 가상자산 Lending 서비스 이용 가능

 단, 최소 스테이킹 수량의 토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가격 하락으로 담보 제공한 토큰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자동으로 

매각되어 Lending 자금이 회수됨

토큰 이코노미

토큰 매트릭스

*출처 : VIXCO 프로젝트 백서

현재 발행된 VIX 토큰은 2022.02.10을 기점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졌으며, 


최대 발행량은 마이그레이션 이전과 동일한 2,000,000,000 VIX 입니다.



투자유의사항


가상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유념하시어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십시오.


     가상자산은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규제나 시장환경변화에 따라 
가상자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시고, 신중한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본 자료는 현재 시점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으로, 
해당 가상자산 재단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공식 홈페이지, 백서 및 주요 관
련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자료
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기초한 투자 결정과 투자결과에 관하여 당사가 이를 보
장하지는 않습니다. 


위 사항은 2023.01.05 기준으로 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자료이
며, 당사는 유통 가능 물량이나 시기가 제한되어 있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재단
이나 제 3자가 추가 물량을 유통할 수 있고 직∙간접적인 거래행위(자전거래, 통정
거래, 유동성 공급, 마켓 메이킹 등)를 통한 가격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빗썸 거래지원 프로세스 및 심사 기준 안내

https://listing.bithumb.com/

https://listing.bithum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