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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피오 (TRIO) 란?
트리피오(Tripio)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여행 서비스 시장 플랫폼 입니다. 블록체인이 제공하
는 분산형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객과 서비스 제공업체를 직접 연결합니다. 블록체인은 데
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데, 트리피오는 이러한 신뢰성과 토
큰의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여행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트리피오가 활용하는 블록
체인 기술은 여행 산업 분야에서 거래 및 운영 비용을 감소시키고 각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트리피오 플랫폼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스마
트 계약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서비스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매가 시작되
는 순간부터 여행이 끝나는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은 스마트 계약 기능에 의해 모니터링 됩
니다. 도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트리피오는 커뮤니티 자치 메커니즘에 의해 문제를 해결
합니다.

특징
• 트리피오는 dApps와 트리피오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자체 프로토콜로 이루어져 있습니
다. 트리피오 dApps와 프로토콜은 ERC20 토큰인 TRIO 토큰에 의해 구동됩니다. 트리피
오 서비스 사용자들은 누군가 개발한 트리피오 dApps를 사용할 수도 있고, 오픈 플랫폼
에 자체 dApps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 트리피오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서비스 및 신원 등록 시스템
−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등록하고 사용자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사용자 데이터는 엄격히 암호화 되므로, 스마트 계약과 정당한 사유에 근거
하여 허가된 서비스 제공자만이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② 결제 및 거래 시스템
− 고객은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법정화폐 또는 암호화폐(예: USD, EUR, ETH,
LTC, XRP 및 TRI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리피오의 거래 시스템은 고객과 서비스 제
공자 모두의 요구에 따라 거래 처리를 수행합니다.
③평판 시스템
− 거래가 완료되면, 참여 당사자들은 선택적으로 상대에 대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등급 및
검토 정보는 블록체인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등급과 리뷰는 트리피오 생태계의 모든 참
가자들의 평판에 대한 기초를 이룹니다.
④ 분쟁 해결 시스템
− 가구 파손이나 와이파이 고장 등 서비스 도중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위
원회를 구성하는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중재자의 의결권은 그의 명성과 보유
TRIO 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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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펙
1) 기본정보

2) 시장정보

암호화폐명

Tripio
(트리피오, TRIO)

최초발행일

2018-03-03

소재지
합의알고리즘
분류
홈페이지

PoC
수직 산업 응용
https://trip.io/

총발행량

5,000,000,000

시장유통량

1,750,000,000

시가총액
거래량(24h)

$6,956,935 ≈ 78억원
$867,010 ≈ 9억원

거래가격(USD)

$0.002108

거래가격(BTC)

0.00000052 BTC
▷ 2019-03-25 Coinmarketcap 기준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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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1) 퍼포먼스 데이터
암호화폐 연혁

10개월

지난 30일 변동성

25.92%

지난 7일 변동성

12.52%

역대 최고가 (USD)

$0.0595

USD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96.47%

역대 최고가 (BTC)

0.00000798 satoshi

BTC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93.48%

누적 수익률

-89.50%

상승 월 비중

-17%

일 최대 하락률

-20.96%

일 최대 성장률

+54.97%

월 최대 성장률

+204.16%
▷ 2019-03-25 CoinCheckup 기준

2) 가격 변동 추이

▷ 2019-03-25 Coinmarketcap 기준

3) 거래 정보
주요 거래 통화

주요 거래소

▷ 2019-03-25 Coingecko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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