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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발배경 및 목적
1. Gstar 개발 배경
인류가 사용해온 화폐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마도 화폐제도는 인류가 고안해
낸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일 것이다. 화폐제도는 여러가지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한계점도
적지 않다. 우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Bretton Woods System이 붕괴되는 것을 보았고 초
인플레션으로 고통 받고 있는 몇몇 국가에서 정부가 특별한 대책 없이 화폐발행을 계속 증
가시키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기도 하다. 미국 달러도 결코 예외는 아니라고 보고 이러
한 화폐제도가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금융전문가들도 있다.
이러한 화폐제도에 대한 우려는 새로운 화폐제도를 고민하게 만들었고 리먼브라더스 파산
으로 초래된 금융위기 직후 Bitcoin이 출현하게 되었다.
2009년 Bitcoin이 가져온 ‘블록체인 기술’과 ‘탈 중앙화’ 개념은 이후 다양한 가상화폐 등장
을 초래하고, 화폐금융시장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간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견인
(trigger)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제2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Ether 출현 이래 ADA, EOS, ICON 등 수많은 암호화폐
(Ether 기반의 Token)들은 저마다 사용처를 가지고, 거래 속도와 보안성을 향상시켰다거나,
Ether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Platform 기술이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현실세계에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와 한계점이 있다. 새로이 출현
된 암호화폐들의 사업내용은 비현실적이거나 ‘현재 개발 중’으로 대부분이 그 기술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체 기술 없이 토큰을 발행하고 미래에 어떠한 사업을 전
개할 것이라는 막연한 계획을 백서에 담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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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백서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코인은 ‘금으로 교환 가능하다‘ 또는 ‘전기자동차에 적용
된다‘ 혹은 ’개인 생체 정보를 교환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등등 향후 5년 후에도 실현가
능성이 희박한 장미 빛 청사진들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다.
Gstar(이하 “GOX”라고 칭한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실망과 코인환경에 대한 안타까움에
서 출발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GOX는 수많은 다른 코인 백서가 보여주는 단기간 내에 실
현 불가능한 장미빛의 추상적 계획이 아니라, 몇 달 혹은 1년 이내에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실재 사용되는 Coin 으로서 암호화폐 시장을 선점하고자 개발되었다.
2. Gstar(GOX) Vision
1) 비젼
우리는 현실세계의 문화산업(Creative Industry)을 중심으로 모바일 안에서 GOX 생태계
(Ecosystem)를 구조화하고 확장성을 부여함으로써 GOX의 실재사용처와 미래를 명확히 제
시하고자 한다.
현재 전세계에 2,000 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거래소에 등록되어 거래되고 있다. Bitcoin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실 사용처가 없이 트레이딩만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거래된
다.
우리는 실재로 사용되는 암호화폐가 궁극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
지고 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coin들이 ‘어디에 실재 사용될 것 같다＇는 단순한 뉴
스에 수십배 폭등하는 과거 사례들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제 실재로 사용
되는 암호화폐가 존재의 의미가 있고 투자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GOX는 구체적인 비지니스모델을 가지고 출시 후 바로 현실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점이 거래소에서 트레이딩 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다른 신규 암호화폐
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우리는 GOX를 현실에 적용해 가며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
키고 수정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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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X 생태계(GOX Ecosystem)
우리는 현실세계의 문화산업(Creative Industry)의 여러부문(커뮤니티)을 스마트 모바일폰
안으로 가져와 GOX로 연결되는 GOX의 생태계를 구조화 한다. GOX는 우리가 구성한 생태
계 안을 혈액과 같이 흐르며, 커뮤니티 안, 커뮤니티 간 그리고 현실세계와 생태계를 연결
시키고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Community 1
우리는 GOX을 사용하는 Web 방식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다. Web 방식 모바일 게임은
App방식과 달리 구글이나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어 게이머들이 전세계
어디에서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기술과 Knowhow를 가지고 게임을 구
현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출시되는 모바일 게임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게임부터 복잡한 카지노게임까지 구현이 가능하다.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적용하여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게 게임을 런
칭하고 전개함으로써 모바일 게임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진화된 블
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기술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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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2
우리는 모바일 로또를 진행할 것이다. 로또는 전세계인이 참여 할 수 있다. 모바일 로또는 빠
른 시간에 많은 유저들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다. 로또시스템을 통해 블
록체인을 빠르게 활성화하고자 한다. 우리의 로또 시스템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로또 시스템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거의 대부분의 암호화
폐들이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
델에 적용하고자 한다. 로또 시스템의 활성화는 곧 블록체인 생태계의 활성화이다. 우리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초현실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디지털 화폐가 필수적
이다. 지금 블록체인의 기술이 그 디지털 화폐의 핵심이다.

6

Community 3
우리는 GOX을 사용하는 새로운 인터넷방송 커뮤니티를 구축한다. 인터넷방송은 1인 미디
어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방송 시청자들은 좋아하는 BJ에게 유료의
선물이나 보상을 주는데, GOX가 이 선물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시청자들이 기획사를 통
하지 않고 GOX을 BJ에게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BJ는 정산에 대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 방송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게 되고 시청자들은 자신이 지급한 코인이 100% 안전하
게 BJ에게 전달된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또한, 오디션프로그램에 최종회까지 올라온 잠재 스타들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엔터테인먼
트 상설무대를 인터넷방송 안에서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대중과 더 빨리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이러한 스타발굴 방식과 GOX 결제방식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고 인터넷방송 산업을 활
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 팀 구성원에는 인터넷방송의 기획자와 경험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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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X Ecosystem
우리는 게임, 오디션프로그램, 인터넷방송 세 개의 커뮤니티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이들
을 하나의 GOX Ecosystem 으로 조직화할 것이다. 각 커뮤니티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며 동
시에 GOX로 연결된다.
GOX는 각각의 커뮤니티에서 생성되고 사용되며 다른 커뮤니티로 흐름으로써 서로 연계하
여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낼 것이다. 예를 들면, 거래소에서 구입한 GOX가 GOX Ecosystem
에 주입될 수도 있고, 모바일폰에서 채굴한 GOX를 게임,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비나 인터넷
방송 BJ에게 선물로 제공될 수도 있는 것이다.
GOX 생태계에 향후 기부, 복권, 관광, 펀드레이징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새로이 추가 될 것
이다. 각 커뮤니티는 자체적으로 발전해가며 동시에 상호연계를 통해 생태계 외연을 확장
해 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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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모바일의 생태계 구축
우리는 Gstar의 사용을 통하여 스마트 모바일 시대를 열 것이다. 또한 스마트 모바
일을 통하여 전세계에서 소액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
다. 그 생태계의 첫 출발은 게임, 로또와 방송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확장하여
Creative industry를 구축할 것이다.

EDUCATION
DONATION

SHOPPING

COSMETIC

TRADE

GLOBAL PAY

P2P
ES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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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echnical Framework Of GOX (GOX 기술)
1. Basic Architecture
GOX는 Bitcoin과 같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이다. Bitcoin이 10분마다 장부
(Ledger)가 갱신되는데 반하여 우리 GOX은 1분 마다 장부가 갱신된다. 물론 초기에는 몇
초 이내에 빠른 속도로 coin이 전송되고 장부가 갱신될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화 됨에 따
라 갱신속도는 느려지게 되어 평균 속도는 1분으로 예상된다. 만일 거래소에서 인증을 천
천히 해 준다면 당연히 coin의 전송시간은 그만큼 오래 걸리게 될 것이다. 이는 거래소 관
리의 문제이다.
GOX의 채굴은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므로 초기에 채굴을 많이 참여하게 하여, 시장에 50
억 GOX를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GOX은 GOX 생태계에서 즉시 사용되어질 것이
기 때문에 사전 채굴이 필요하다. 일부는 ICO와 거래소를 통해서 유통하고, 일부는 모바
일 채굴을 통해 시장에 공급하고자 한다.

< coin 채굴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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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GOX의 알고리즘은 GS 알고리즘이다. GS 알고리즘은 Bitcoin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
로 개발되어 보안성이 향상되었다. GS 알고리즘은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보안하는 작업
증명(POW:Proof of Work) 계산에 이용된다. 향후 월 채굴량은 약 36만개가 가능하고 반
감기는 6개월 단위로 10%씩 감소될 예정이다. Bitcoin이나 Ether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들
이 몇 년 동안 선 채굴 후 조금씩 사용되어지는 반면에, 우리 GOX은 채굴과 동시에 게임∙
로또∙인터넷방송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선 채굴해 두어야
한다.
Bitcoin을 비롯한 Ether 등은 작업증명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출현 즉시 부터 사용되어지
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이 채굴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업증명방식이 적합하다.
그러나, 채굴이 진행됨에 따라 채굴 난이도가 높아져 채굴 보상도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
량이 채굴된 후에는 지분증명(POS:Proof of Stake)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 지분증명
방식은 채굴자에게 보상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의 지분을 갖는 가상화폐 소유자
에게 이자처럼 보상이 지급되는 것이다.
우리 GOX은 초기에 상당량이 채굴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분증명방식을 따른다. 그러
나, 채굴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POW와 POS를 조합한 Hibrid 증명방식을 사용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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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공급량의 중요성 >
총 공급량이 10billion 미만의 코인은 현실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만일 1억명이 사용한
다면 1인당 최소 100개는 필요하다.
Coinmarketcap 2018.6.2
(Price/Amount)

Amount is important
$7652.10

Like Stock

17m

Real Use

$592.09

$0.64

99m

$1036.47

39,200m

17m

$14.06

Ranking

$122.64

890m

56m

10,000m

$0.22

$0.3
$1.86

$323.31
8m

$164..49
16m

$56.71

2,700m

25,900m

18,500m
$0.06
65,700m

65m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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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X 시스템 구조
GOX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Coin과 Token을 발행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
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래 Gstar의 시스템 구조도를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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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et

Wallet

Wallet

GSTAR Coin

GSTAR Coin

GSTAR Coin

BLOCK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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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OX 기술의 전개
GOX는 Coin과 Token의 개념을 현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기존
Ether의 단점인 많은 비싼 수수료와 전송비용을 최적으로 줄여 일반인들 누구나 사용 가능
한 Coin으로 개발된 것이다. 또한 많은 전송 시간이 소요되는 Token 시스템도 ‘coin +
token’ 개념을 도입하여 전송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서 초당 수천, 수만 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Contents
Pay system
Wallet
Token
Contract
GSTAR Coin

Ether

+
Token
GSTAR Coin

BLOCK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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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바일 채굴 개념
기존의 mining은 GPU나 CPU와 같은 PC형 mining machine이다. 이러한 PC형 mining
machine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많은 전기를 소비한다. 거의 모든 암호화폐 mining
machine이 그렇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mining machine 이 값이 싼 농업용 전기나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채굴
회사들은 투자가들에게 mining machine을 위탁 운영해준다고 하고 실제로는 약속한
mining machine 수량보다 적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mining machine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소액투자가들은 mining machine 구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mining machine 시장도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mining
machine이 등장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공유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이제 누구
나 가지고 있는 모바일폰을 이용한 mining machine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드웨어적
인 mining machine을 모바일폰에 연결하여 채굴하는 방식은 채굴수량이 적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우리는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적 mining machine를 개발하여 모바일폰에 적용하고자 한다.
전세계 누구나 우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바일폰으로 채굴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암호
화폐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바일 mining은 별도의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없고 전기 소비량도 적어 효율적이다. 모바일 mining 은 언제 어디서나 채
굴이 가능하고 채굴상태를 확인시켜줄 수 있다.
모바일 mining machine는 진정으로 모두가 희망하는 암호화폐 시대를 여는 키가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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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GOX의 활용과 기능
Gstar 은 문화산업(Creative Industry)에 적용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우리는 현실세계의 문화산업(Creative Industry)의 여러부문(커뮤니티)을 모바일폰 안으로 가져
와 GOX로 연결되는 GOX의 생태계를 구조화 한다. 각 커뮤니티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며 동시에
GOX로 연결된다. GOX 생태계에 새로운 커뮤니티가 추가되며 외연이 확장되므로써 GOX는 모
바일 게임∙오디션 프로그램∙인터넷방송에 사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국경을 넘는 기부 활동∙복권∙
온라인 카지노게임∙관광∙펀드레이징 분야로 사용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1. Web기반 모바일 게임에 사용
GOX은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시장은 PC보다 모바일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 현재의 모바일 게임은 모두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app store)가 지원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게임을 바로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앱스토어(app store)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모바일 게임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다양한 게임들이 구글 또는 애플과 독립적으로 웹 상에서 운영되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절약될뿐만 아니라 구글과 친하지않은 중국시장에서도
게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모바일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채굴게임을 출시한다. GOX를 게임머니
나 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책상에 앉아 모바일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mining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특정 국가 여부에 관계없이 구현될 수 있는 게임을 GOX을 적용하여 출시하여 전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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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로또에 적용
우리는 모바일 로또를 진행할 것이다. 로또는 전세계인이 참여 할 수 있다. 모바일 로또는 빠른
시간에 많은 유저들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다. 로또시스템을 통해 블록체
인을 빠르게 활성화하고자 한다. 우리의 로또 시스템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와 관계없이 평등
하게 참여할 수 있다. 로또 시스템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거의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
하고자 한다. 로또 시스템의 활성화는 곧 블록체인 생태계의 활성화이다. 우리는 전세계가 하나
로 연결되어 초현실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디지털 화폐가 필수적이다. 지금 블
록체인의 기술이 그 디지털 화폐의 핵심이다.
3. 인터넷 방송에 적용
인터넷 방송은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 많은 인터넷방송 BJ들이 스타가 되었고 이들에게는 수
백 수천만명의 고정 팬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스타와 팬의 관계로서 팬들은 선호하는 BJ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선물을 주고, BJ는 받은 선물을 소속 기획사를 통해 현금화 하는데 이때 문제
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기획사가 중간에서 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GOX을 사용하는 새로운 인터넷방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인터넷방송에 GOX을 적용하여 시청자에게는 자신의 선물이 BJ에게 안전하게 전달된다는 확신
을 주고 BJ에게는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터넷방송산업을 더욱 활
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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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적용
대부분의 국가에서 카지노산업(온라인 카지노 사업 포함)은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산업이다. 각 국가 정부는 허가 후에도 과세목적을 위해 카지노사업의 매출과
수익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싶어한다. 그러나, 카지노기업은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사용하는 coin으로 특정 암호화폐를
지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금도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고, 카지노 자금도 합법화
된다. 이는 정부가 카지노사업 허가 장벽을 낮추게 함으로써 카지노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GOX가 각국 정부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다.
5. 엔터테인먼트, 복권, 기부 분야에 적용
기존의 문화공연 티켓은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된다. 당연히, 특정 국가의 공연은 그 나라
화폐로만 살 수 있다. 암호화폐는 전세계인의 티켓 구매를 편하게 할 것이다.
복권도 마찬가지이다. 여전히 복권은 오프라인의 매장에서 줄을 서서 구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복권도 인터넷으로 바꾼다면 언제, 어디서나 복권을 살 수 있어 복권의 구매량도 늘어나고
그만큼 복권발행 수익금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기부를 진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GOX은
전세계 어느 곳이나 원하는 곳에 익명으로 기부를 가능하게 한다. 기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부문화를 더욱 활성화 시켜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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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산업에 적용
다른 나라를 여행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다.
노선은 물론 지하철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고 오직 그 나라 화폐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모바일폰을 사용하여 전세계의 교통비를 GOX로 단일화 할 수 있다. GOX를
사용하면 국가에 관계없이 과금을 할 수 있고 어느 나라에서도 요금에 대한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의 의지만 필요할 뿐이다. 대중교통뿐 아니라 편의점에서 생활용품 구매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7. 중소기업 투자펀드 조성에 적용
암호화폐는 신규사업 아이템이나 기업투자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좋은 사업아이템에
GOX를 연계하여 펀드레이징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펀드레이징은 국가장벽을 뛰어 넘어
투자와 현금회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GOX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투자중개 산업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GOX은 첨단 바이오기술을 가진 아시아의 한 기업과 제휴하여 생산에 필요하 자금을 모으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이미 한 지역 Governor와 투자와 공장설립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GOX는 많은 기업들에 투자의 한 방법으로 활용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투자시스템이 급변하는 4차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투자 트랜드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
8. 개인간, 국제간, 무역거래 등에 적용
GOX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거래를 최소의 수수료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따라서 빈번히 발생하는 개인간 거래, 국제간 전자상거래(해외 직접구매) 그리고 소규모 무역
거래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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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scro에 적용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호사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Escro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Escro에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에는 이용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GOX는 법률적인 절차 없이도 한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Escro를 최소의 비용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고객이 Escro를 선택하면 GOX는 Escro 장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고객간
약속된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지불이 되지 않는다. Escro는 소액도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없이 이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대면 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10. Smart contract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 곳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최근 금융거래나 IOT 분야에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smart contract이다. 우리는 우리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smart contract 시장에 진입
하고자 한다.
smart contract은 거래 당사자간에 온라인으로 조건을 설정해 놓고 그 조건이 부합하면 거래가
자동으로 이루지는 것이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히 자동 거래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블록체인의 기술은 위조를 방지하는 곳에도 사용될 수 있고 익명성을 보장하는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기업간 거래, 개인간 거래, 공문서, 기밀을 요구하는 군사적 목적이나 공공기관의 인증 등
다양한 곳에서 적용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보다 많은 곳에서 적
용될 것이다. GOX도 그 중의 하나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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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추진 계획
1. 비즈니스 진행 계획
GOX의 비즈니스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에서 먼저 적용될 계획이다. 게임은 스마트폰 게
임을 먼저 출시하고 엔터테인먼트는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연스럽게 GOX의
사용자들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인터넷방송에도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인터넷 컨텐츠 및 다양한 문화 및 관광의 비지니스모델에 적용해 나갈 것이다.

Smartphone games

Audition program

Mobile broadcasting

HEMP Bio

Interne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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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star 유통 계획
Gstar는 다음과 같은 스케줄에 따라 진행될 계획이다.

Pre-mining 5,000million
ICO
First
Pre-Sale

ICO
Second
Pre-Sale

ICO
Public
Sale

1,250m

625m

625m

List on
Exchange

Foundation,
750m

15%

Cost for
Listing,
500m

10%

5,000m

50%

ICO,
2,500m

15%
Partners,

10%

750m

Marketing,
500m
* 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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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즈니스 커뮤니티
Gstar은 개별기업이 단일 아이템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많은 기업이 연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재단은 Gstar의 50%는 미리 채굴을 하여
시장에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화 된 후 모바일 채굴기를 통해
시장에 공급할 것이다. 또한 Gstar의 공급은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한다.

Game

Escrow

50%

10
%
Trade

Mobile
Contents

10%
TOTAL OFFERING
5billion

10%

Pay
10%

12%
Others
* 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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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
미래의 사회는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IOT가 주도하며 급격한 변화와 발전이 공존하는 사회
가 될 것이다. 여기에 정보 보안과 거래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된다. 이러한 시대에
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이 다양하게 발전되고 응용될 것이다.
Gstar는 문화산업(Creative Industry)에 적용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Gstar 사용은 모바일
게임에서 시작되어 방송용 오디션 프로그램, 국경을 넘는 기부 활동, 복권, 온라인 카지노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관광분야까지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는 현실세계의 문화산업의 몇 부문을 GOX 커뮤니티로 규정하고 모바일폰 안으로 가
져와 GOX로 연결되는 GOX의 생태계를 구조화 한다. GOX는 우리가 구성한 생태계 안을
혈액과 같이 흐르며, 커뮤니티 안, 커뮤니티 간 그리고 현실세계와 GOX 생태계를 연결시키
고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GOX는 가장 먼저 Web 기반 모바일 게임에 적용될 것이다. 모바일 게이머들이 구글이나
애플의 스토어 서비스를 건너뛰어 시간과 장소(국가)와 관계없이 모바일 게임을 통해
mining도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특별한 게임을 즐기게 될 것이다.
GOX는 300만명이 넘는 지원자와 지원자의 친구와 가족이 참여하는 대규모 오디션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이다. 모바일폰과 SNS You tube 가 결합된 ‘스마트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GOX를 널리 알리고 장기적 사용자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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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X는 1인 미디어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인터넷방송에 적용될 것이다. 인터넷방
송 시청자들은 좋아하는 BJ에게 유료의 선물을 주는데, GOX가 이 선물을 대체하게 될 것
이다. 이러한 결제방식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고 새로운 인터넷방송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게임, 오디션프로그램, 인터넷방송 세 개의 커뮤니티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이들
을 하나의 GOX Ecosytem 으로 조직화할 것이다. 각 커뮤니티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며 동
시에 GOX로 연결된다. 향후 GOX 생태계에 기부, 복권, 관광, 펀드레이징 등 다양한 커뮤니
티가 새로이 추가 될 것이다. 각 커뮤니티는 자체적으로 발전해가며 동시에 상호연계를 통
해 생태계 외연을 확장해 나간다.
GOX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GS 알고리즘의 암호화폐다. 총 채굴될 수 있는 총량은
시장수요에 따라 유동적이다. GOX는 Bitcoin이나 Dash보다 보안이 강화되었고, 블록체인
장부 갱신 속도는 1분으로 매우 빠른 편이다. 초기에 GOX의 거래 속도는 몇 초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GOX의 광범위한 사용을 위해 추가로 토큰을 발행할 수도 있다. 토큰의 발행은
GOX의 활성화를 보조하는 수단이다. 또한 GOX 소유자들을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도 계획
하고 있다.
이제 기술가치의 암호화폐 시대는 지났다. 어느 암호화폐가 어디에 얼마나 널리 사용되어
지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암호화폐만이 존재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GOX는 문화관광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암화화폐
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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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Gstar(GOX) 백서에 대해
Gstar은 싱가폴, 한국,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Cryptocurrency)이다. Gstar는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즉시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
고 추진되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시장에서 실재 거래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존재의미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Gstar는 시장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폭발적인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Gstar 백서는 실제 비즈니스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버전 업이 될 수 있고 그때마다 홈페이지
www.gstarcoin.info를 통해 고지하고 업로드 될 것이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
하기를 바란다.

투자에 대해
암호화폐는 이제 초기단계이다. 국제 거래소에 하루 24시간 거래되는 등록된 수많은 암호화폐
들은 주식보다 가격변동률이 크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거래시장 상황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투자가들은 고수익과 고위험이 함께 공존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비즈니스 계획은 대부분 실행되지만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
므로 항상 암호화폐 시장 상황과 Gstar의 홈페이지를 주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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