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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노드 설정 환경:
-

리눅스 VPS에 연결된 마스터노드를 관리하는 윈도우 cold wallet
설정하기 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마스터노드
파란색 본문은 본인의 컴퓨터에 복사 및 붙여넣기

리눅스 VPS 구매

마스터노드를 호스팅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기반의 기계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VPS (Virtual Private Server,
가상 사설 서버)는 약 $5/월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우리는 마스터노드가 연중무휴로 온라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곳에서 대여하기를 추천합니다.
사용가능한 많은 VPS 제공업체가 있지만, OVH 또는 Vultr를 추천합니다. 두 업체는 가성비가 좋습니
다. 우분투 VPS를 제공해준다면 다른 제공업체도 좋습니다.
VPS를 구성할 때, 우분투16.04 운영체제를 선택하세요.

우분투 16.04 환경 설정
VPS 필수 패키지(packages) 설치 :

우선 putty 또는 ssh 연결을 통해 VPS에 연결되었다면, 디스카운트 코인 마스터노드를 위해 기본적
인 패키지(packages)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스템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user@vps:~$ sudo apt-get update -y
user@vps:~$ apt-get upgrade -y

필수 패키지(packages)를 설치합니다. :

user@vps:~$ sudo apt-get install -y build-essential libtool autotools-dev pkg-config libdb5.3++
user@vps:~$ sudo add-apt-repository ppa:bitcoin/bitcoin
user@vps:~$ sudo apt-get update
user@vps:~$ sudo apt-get install libdb4.8-dev libdb4.8++-dev
user@vps:~$ sudo apt-get install -y libssl-dev libboost-all-dev autoconf automake libgmp-dev
user@vps:~$ sudo apt-get install -y libqt4-dev libminiupnpc-dev openssl software-properties-common

디스카운트 코인을 실행하려면 libsecp256k1이 필요합니다. libsecp256k1을 다운로드 및 컴파일 합
니다. :
user@vps:~$ sudo apt-get install git
user@vps:~$ git clone https://github.com/bitcoin-core/secp256k1
user@vps:~$ cd ~/secp256k1
user@vps:~$ ./autogen.sh
user@vps:~$ ./configure
user@vps:~$ make
user@vps:~$ ./tests
user@vps:~$ sudo make 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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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카운트 코인 데몬(daemon) 다운로드 및 컴파일

VPS는 준비되었습니다. Github에서 디스카운트 코인 데몬(daemon)을 다운받습니다. :
user@vps:~$ cd ~
user@vps:~$ git clone https://github.com/DiscountCoin/dsc
user@vps:~$ cd ~/dsc/src
user@vps:~$ make -f makefile.unix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커피 한잔의 여유를 가져봅시다.
우선 컴파일이 끝나면(오류 없이 멈춰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리눅스 입니다. 성공했
다고 환호할 일이 아닙니다.), 다음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
user@vps:~$ strip DiscountCoind

단일 마스터노드 설정

단일 마스터노드의 경우, 방금 컴파일된 디스카운트 코인 데몬(daemon)을 바이너리 위치에 복사하고
실행 합니다.
user@vps:~$ cp DiscountCoind /usr/bin/
user@vps:~$ DiscountCoind
다중 마스터노드 설정

다중 마스터노드의 경우, 각각의 마스터노드에 대한 위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두 개의 마스터노드를 구성할 것이며, 사용자 정의에 따라 더 많이 설정 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VPS에 적당한 마스터노드가 몇 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VPS에 더 많은 마스터
노드를 설정하는 것은 더 많은 메모리(RAM)와 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마스터노드에 대한 두 개의 디렉토리를 생성합니다. :
user@vps:~$ mkdir -p ~/DiscountCoin1/data
user@vps:~$ mkdir -p ~/DiscountCoin2/data
각각의 디렉토리에 디스카운트 코인 데몬(daemon)을 복사합니다. :
user@vps:~$ cp ~/DiscountCoin/src/DiscountCoind ~/DiscountCoin1/DiscountCoind1
user@vps:~$ cp ~/DiscountCoin/src/DiscountCoind ~/DiscountCoin2/DiscountCoind2
해당 위치에 있는 두 데몬(daemon)을 시작합니다. :
user@vps:~$ ~/DiscountCoin1/DiscountCoind1 -datadir=~/DiscountCoin1/data
user@vps:~$ ~/DiscountCoin2/DiscountCoind2 -datadir=~/DiscountCoin2/data
VPS 설정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 hot wallet 환경 설정과 마스터노드를 활성화하기 위
해 개인 키(private keys)를 생성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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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노드 개인 키(Private Key) 생성 :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작업 환경으로 가서 디스카운트 코인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합니다.
디스카운트 코인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고 디스카운트 네트워크와 동기화 합니다.
동기화가 끝나면, 마스터노드 개인 키(Private Key)를 생성할 것입니다. :
디버그 콘솔(debug console) 열기 (Help → Debug Window → Console)

콘솔(console)에 masternode genkey 입력합니다. [ENTER] 키를 누릅니다.
활성화하려는 마스터노드의 개수만큼 입력하세요.

다음 종류의 결과를 얻게될 것입니다. :

5F6asfZ16ytKmlde542JKSKERJD67RLASD98fhd7RlskKDj789k

VPS 환경 설정 끝내기

VPS로 되돌아가서 ssh 또는 putty 통해 마스터노드의 환경 설정 파일을 편집합니다 :
단일 마스터노드 설정

문서 편집기로(nano, vi, 선호하는 것으로) 마스터노드 환경 설정 파일을 편집합니다.
user@vps:~$ nano ~/.DiscountCoin/DiscountCoin.co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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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을 복사 후 붙여넣습니다. :

rpcuser=type_any_random_string
rpcpassword=type_another_random_string
rpcport=9447
server=1
listen=1
daemon=1
masternodeaddr=[서버 ip 주소]:9448
masternode=1
masternodeprivkey=[윈도우에서 이전에 생성한 개인 키(private-key)]

마스터노드를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윈도우의 마지막 부분에서 활성화 할 것입니
다.
user@vps:~$ DiscountCoind -reindex -daemon

다중 마스터노드 설정

다중 마스터노드 설정의 경우, “포트(ports)”를 약간 변경하여 동일한 환경 설정 파일을 여러 번 편
집할 것 입니다.
마스터노드 1 :
user@vps:~$ nano ~/DiscountCoin1/data/DiscountCoin.conf
그리고 다음을 복사 후 붙여넣습니다. :

rpcuser=type_any_random_string
rpcpassword=type_another_random_string
rpcport=9447
port=9448
masternodeaddr=[서버 ip 주소]:9448
masternode=1
masternodeprivkey=[윈도우에서 이전에 생성한 마스터노드 1의 개인 키(private-key)]

마스터노드 2 :
user@vps:~$ nano ~/DiscountCoin2/data/DiscountCoin.conf
그리고 다음을 복사 후 붙여넣습니다. :

rpcuser=type_any_random_string
rpcpassword=type_another_random_string
rpcport=9446
port=9449
masternodeaddr=[서버 ip 주소]:9449
masternode=1
masternodeprivkey=[윈도우에서 이전에 생성한 마스터노드 2의 개인 키(private-key)]

마스터노드를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면 윈도우의 마지막 부분에서 활성화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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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vps:~$ ~/DiscountCoin1/ DiscountCoind1 -datadir=/root/DiscountCoin1/data -reindex -daemon
user@vps:~$ ~/DiscountCoin2/ DiscountCoind2 -datadir=/root/DiscountCoin2/data -reindex -daemon

윈도우 Wallet 환경 설정

디스카운트 코인 마스터노드는 보상(reward)을 분배 받기 위해서 담보(collateral)로 5000 코인이 필
요합니다.
코인을 보관하기 위한 수신 주소가 필요합니다.
디스카운트 코인 클라이언트를 열어 Receive -> New Address로 이동합니다.
“Masternode1” 과 같이 원하는 레이블을 지정합니다.
이제 Wallet에 디스카운트 코인 주소가 있습니다.

만약 다중 마스터노드를 가지고 있다면, 필요한 만큼 주소를 더 생성하세요.(마스터노드 당 하나씩)
각각의 마스터노드에게 :
코인을 보냅니다.

정확하게 5000 디스카운트 코인을 해당 주소로 보냅니다. 최소 20확인(confirmations)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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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젝션 해시(Transaction hash) & 트랜젝션 인덱스(Transaction index) 가져오기

Help -> Debug Window -> Console 이동한 후 다음을 입력합니다.
masternode outputs .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

{
"1f654d3246fab24a654fe621004f00255ec1f9d032a4dfsdfacdb21654f" : "0"
}

1f654d3246fab24a654fe621004f00255ec1f9d032a4dfsdfacdb21654f 는 트랜젝션 해시(Transaction
hash) 입니다.
0 은 트랜젝션 인덱스(transaction index) 입니다.
이 정보는 추 후에 사용할 것이므로 복사 후 저장해둡니다.
다중 마스터노드의 경우, 여러 줄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줄마다 각각의 마스터노드
에 대한 트랜젝션 해시(Transaction hash)와 트랜젝션 인덱스(Transaction index)를 제공합니다.

마스터노드 활성화
윈도우 wallet에서 마스터노드 탭으로 이동하여 "cre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식에 다음 정보를 입력하세요. :

Alias : Masternode1
Address : [VPS-IP-주소]:9448 (예 : 172.196.154.32:9448)
PrivKey : 마스터노드 개인 키(private-key)
TxHash : 트랜젝션 해시(Transaction-hash)
Output Index : 트랜젝션 인덱스(Transaction-Index)
Reward address : 비워두거나 보상(reward) 받기 위한 디스카운트 코인 주소를 입력합니다.
Reward % : 비워두거나 보상(reward) 주소에서 보내기 위해 1~10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하였으면 “OK” 를 누르세요.
다중 마스터노드를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마스터노드는 포트(port)를 9449로 설정하는 것 외에 동
일 하게 입력합니다.
“Update” 를 누르세요.

“Start All” 을 누르세요.

마스터노드는 준비 및 활성화 되었습니다. 곧 블록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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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ed into Korean by Rain#1624 on Discord
If it helps and feels so good, My DiscountCoin address is :
DUFRN1jgm3w65nxBkQQ4snRfcbVKJUgcN2

한국어 번역: 디스코드 Rain#1624
이 문서가 도움 되셨다면... 다음 디스카운트코인 주소로 기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DUFRN1jgm3w65nxBkQQ4snRfcbVKJUgc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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