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코인 노드(Pi node)란? 설치 방법 소개!

원문:
https://www.btccbeta.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a-pi-node-introduction-of-how-to-inst
all

파이코인 노드(Pi node)는 파이 네트워크(Pi Network) 생태계에서 네 번째 역할입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블록체인 테스트넷을 출시한 후 많은 Pi 개적자들이 메인넷 출시에 대비하여 Pi 노드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현재 단계는 두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테스트 그리드를 위해 사용자가 자신
의 노드를 설정할 수 있으며, 테스트가 완료되면 3단계인 메인넷이 가동되고 채굴이 중단되며 사용자가 채
굴한 파이코인을 회원들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USA달러나 비트코인 등으로 교환이 가
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파이코인 노드는 약간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 소개합니다.

 

파이코인 노드(Pi node)란?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식 서버에 트랜잭션 기록을 보유 및 관리하는 대신 트랜잭션에 참여한 모든 개인의 서
버를 집계하여 각 서버 네트워크를 유지 및 관리합니다. 이때 개개인의 서버 첨여가를 노드라고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백서에 따르면 파이코인 노드 소프트웨어는 기여자가 제공한 신뢰 그래프 정보
를 고려하는 핵심 SCP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참여하는 노드는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최소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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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드가 해커의 공격으로 콘텐츠를 훼손 및 변조하더라도 데이터가 여러 노드에 남아있어 데이터 전체
가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노드 시스템이 배포 단계에 도달했으며이는 파이코인이 진정한 블록체인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Pi 노드는 현재 모든 사람이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
니다.그러나 노드가 미래에 공식적으로 출시되면 노드 테스터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모든 사람이 파이코인 노드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베타 버전이므로 아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노드가 정식 출시된다면 노드 테스터에게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파이코인 노드 설치 방법

앞서 언급듯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중앙의 서버 운영 조직이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 누군가에 의
해 거래에 대한 무결성 검증/승인을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네트워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현재는 테스트넷이므로 별도 보상은 없으며 메인넷 런칭 후 노드 선정 및 보상 체계가 작동됩니다.

이어서 노드 설치 방벙 소개합니다.

단계1: 인테넷브라우저에서 파이 네트워크 접속해서 파이코인 노드와 관련된 링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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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 애플 컴퓨터 사용자는 (Mac)를 선택하며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는 분은 윈도
우즈를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로그인” 버튼을 두 번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 Pi 메뉴에서 “Node”를 선
택하고 컴퓨터 화면에 문자를 입력합니다. “confirm”을 두 번 클릭하면 컴퓨터와 동기화된 후 노드 활성화
가 완료됩니다.

 

단계2: 도커(Docker) 설치

휴대폰에 도커를 설치한 경우 실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홈페이지 창에서 오른쪽의 “노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음 인터페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연결을
두 번 누릅니다.



2.다음으로 도커 설치 페이지가 표시되고 “도커 설치”를 선택하고 지침에 따라 다운로드합니다.



3.성공적으로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Docker를 설치하는 경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컴퓨터 노드에서 도커 설치를 클릭하고 클릭하여 도커 데스크탑을 설치합니다(다운로드 링크:
hub.docker.com/editions/community/docker-ce-desktop-windows/).

2.다운로드 및 설치를 시작하면 흰색 팝업 창이 나타나 도커 계정 비밀번호를 설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먼저 입력할 준비) WSL2에 도커를 설정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각각에 창이 있고, 오른쪽에는 검은색 창이 있습니다.명령을 4번에 걸쳐 실행해야 하며, 왼쪽
장 안에 파란색 명령어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두 개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검은색 창가 실행되며, 종료(>기
호가 나타남)되면 아래 NEXT를 누르고 계속하여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작업이 완료되면 “close”를 클
릭하여 흰색 팝업 창을 닫습니다.

3. PS 검은 창에 다음을 입력하여 설치 및 기본 시작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wsl -l -v

(모두 소문자여야 합니다. l은 L의 소문자입니다.)

표시:

*Docker-Desktop-Data 2
Docker-Desktop 2

(*의 위치가 Docker-Desktop-Data 앞이 아닌 경우 PS 검은 창에 다음 실행을 입력)

(wsl –set-default docker-desktop-data)

(도커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RESTART를 클릭하여 도커를 다시 시작합니다.)



4.컴퓨터 노드는 도커 설치를 감지한 후 시작되며 컴퓨터 노드의 첫 번째 DOCKER 설치는 녹색으로 표시됩
니다.

단계3:노드 포트 테스트 시작 및 실행

컴퓨터 노드에서 열려 있는 두 번째 라우터 포트를 클릭하고 주황색 체크를 클릭하면 왼쪽에 있는 세 개의
눈금이 회전하기 시작하고 성공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 Mods FAQ를
참조합니다.

위의 단계를 완료하면 Pi 노드를 실행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슈퍼노드가 되려면 라우터의 포트도
열어야 합니다(필수 아님)!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파이코인 노드 보상

파이 노드를 실행해 놓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파이 네트워크 앱에서 번개 모양
을 누르신 후 아래 쪽으로 내려보시면 Node Bonus를 볼 수 있습니다.노드를 운영하게 되면 사양이나 참여
도에 따라 1부터 높으면 6까지의 보상을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Utility usage bonus의 경우 Pi Browser앱에서 KYC 검증을 하거나 여러가지 활동을 하
게 되는 경우 올라가는 보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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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파이코인 노드 사양

파이는 아래와 같은 권장 사양을 가지지만 권장 사양일 뿐 PC의 높은 고사양을 요구하지는 않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양과 보너스는 비례 할 수 있습니다.

CPU: 인텔 기준 1세대 i3이상 급의 CPU 윈도우 가상화가 가능한 CPU
RAN: 8G 이상
HDD: SSD 250G 이상
운영체제: 윈도우10(최신 업데이트된 RPO 버전 추천)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파이코인 상장 관련 뉴스

코인마켓캡 기준 파이코인을 상장했다고 등록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7개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XT닷컴, 후오비의 기습상장을 시작으로 상장 거래소가 우후죽순 증가했습니다.

후오비는 “파이 네트워크 현물 거래를 오픈하며, 다가오는 메인넷 출시와 관련해 파이네트워크의 업데이트
를 면밀하게 추적할 것”이라면서 “메인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면 후오비는 입출금을 위한 파
이를 오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파이 네트워크 측은 공식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파이코인의 상장 사실을 부정했다. 파이코인은
어떤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았고, 파이 네트워크는 어떤 상장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무단으로
상장된 거래에 참여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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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 파이코인의 비정상적인 수익으로 사용자 계정 차단 – BTCC

후오비, 12/29 18시 파이코인 상장… 24시간 만에 6200배 폭등 – BTCC

파이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에서 상장 하나? – BTCC

파이코인 가격 예측 2023- BTCC

파이코인(Pi coin)이란? 휴대폰만으로 채굴? | 코인 소개 – BTCC

파이코인 가치는 무엇이며 그의 미래는？ – BTCC

파이코인은 사기인가요? 그의 위험은 무엇인가요? – BTCC

파이 네트워크란? 그의 메인넷 출시했나? – BTCC

파이코인 지갑(Pi Wallet)이란? 지갑 생성 방법까지 소개 – BTCC

더 많은 내용은 BTCC 뉴스 및 BTCC 아카데미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혜택

BTCC는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가입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지금 가입하면 30일
이내에 입금액 대비 최대 3,500USDT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0USDT 를 입금하시면 바로 VIP 1로 될 수
있습니다. VIP가 되면 거래 수수료 할인 또 다른 헤택을 누릴 수 있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BTCC 거래소

12년 보안 무사고
암호화페 라이센스를 확득한 믿음직한 거래소
전세계 규제 준수
세계 최저 수수료 (0.03%)
최대 150배 레버리지 제공
선물 거래량 기준 세계 5위
무료 모의 거래 가능
풍부한 유동성 및 오더북
토큰화 주식 및 암호화폐 출시
원화입금 지원
24×7 시간 한국어 고객서비스 제공
최신 시장 동향 및 투자 교육 제공
PC/모바일 거래 가능
다양한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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