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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천억의 광고시장을 움직이는 Long-tail 시장

 1.1 성장 잠재력이 큰 광고시장

오늘날 광고업은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부문으로 이미 분업이 뚜렷한 전문 체제가 형성 되

어있다. 현대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 세계 광고시장은 그 규모가 매우 거대해 졌으며, 거

래 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광고 미디어 회사인 GroupM(그룹엠)이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2016 년에 $5,291.34 억(USD)에 달하였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회사인 Zenith Opti media (French

Publicis Group에 소속 되어 있으며, 전세계의 선도적인 Media Communication 회사로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광고 산업 예측 및 보고서는 업계 내에서 상당한 권위를 인정 받음)

의 2017년 3월 연구 보고서 에 의하면, 2011년부터 전 세계 광고시장은 안정되게 발전되

고, 업종 성장 속도 또한 4%-5% 사이에서 꾸준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017년과 2018년의 전세계 광고 관련 지출 비용은 각각 4.4%가 증가 되었으며, 2018년

말에 이르러 전 세계 광고 지출비용은 약$5,920억(USD)에 달할 것으로 예측 했었다. 중국

을 놓고 볼 때, 중국 광고산업은 40년의 발전을 거쳐 성숙기에 진입하였고, 시장 규모가

이미 최고조에 달하여 성장률은 감소되어 가고 있다.

2017년 광고 계 전반의 시장 규모가 미세하게 증가 했고, 업계 내 다른 유형의 미디어가

분명 하게 차별화 되었다. 그 중에서 영상미디어와 인터넷 광고매체가 상승을 이끌었고

전통적인 광고 매체가 하락을 주도했다. 이중 전통 매체인 간행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대폭

하락 되었으며, 신문, 잡지와 교통 수단을 활용한 영상 매체 하락이 전체 3위에 이르고 있

다. 이에 비해 영화관 광고 간행물 소비는 매년 44.8% 가 증가 되었으며, 더욱이 2016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약77%의 성장률을 보이며 발전했고, 2017년에도 안정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를 이루고 있다. 증가 속도가 신속하고 비교적 이상적인 다른 매체는 엘리베이

터 포스터 및 엘리베이터 영상광고 매체이며, 엘리베이터 영상광고 매체는 2017년 대비

증가 속도가 인터넷 광고의 18.9%를 초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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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이 생산력으로 변모된 오늘날, 사람들의 시간이 세분화 되어 광고 투입이 부단히 교

체 되고있으며, 영상화, 즉각성, 스마트화 등이 주류로 투입되는 추세를 이루고 있다.

광고의 영상화는 주의력 집중의 핵심으로, 일반적으로 인파가 집중된 영화관, 상가, 식당,

슈퍼마켓 또는 상대적으로 밀폐된 엘리베이터 내에서 집중력에 초점을 맞춘다.

GGOOUM 은 이 기회를 포착하여 다양한 유형의 광고 장비들을 배치하여 오프라인 사업

을 전개하고 소비자의 세분화된 시간을 활용하여 광고가치 극대화를 실현함으로써 광고시

장을 선도한다.

 1.2 건물광고의 예로 본 광고산업이 직면한 문제

 공간의 한계로 인한 효율성 저하

• 건물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복잡 할 경우, 사람들은 무의식적 또는 의식적으

로 광고를 무시하게 된다.

• 소비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분산되어 있고 광고에 대한 접촉빈도가 매우 낮다. 특

히 광고탑은 짧은 시간안에 전체 건물의 사용자들에게 공개될 수 없으며, 전일 공

개하는 상황 하에서 사용자들은 최대 4 번 정도만이 광고 브랜드를 의식 할 수 있

게 된다.

• 소비자들의 휴대폰에 대한 의존도 상승으로 인해 광고효과가 또다시 하락된다. 최

근에는 휴대폰 화면에 집중하는 현상의 증가로 인해 건물 광고들로 하여금 사용자

의 주의력을 이끌 수 없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많은 전자스크린 및 기타 각종 전

시광고는 유사한 문제로 인하여 우수한 솔루션이 출현되지 않고 있다.

상호 연관성이 없는 광고들의 방송으로 인한 광고 효과의 감소

상업건물 영상 광고업체 및 기타 광고설비는 광고 방송 시 우선 의뢰한 광고주가 제공한

광고용 자료들로 방송을 하게 되어, 광고 내용에 일률적인 분류가 없게 되므로, 나중에 작

성된 광고들은 살충제 광고 뒤에 음료수 광고가 제작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되어 소비자들

에게 불쾌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비한 광고 효과 만이 발생하게 된다.

 이익분배의 불공평으로 인한 광고 생태계 발전의 저해

예전에는 매체와 광고업종 거래시장의 핵심 역할은 광고대행사가 담당 하였다, 이는 중간

업체로서 광고주와 매체자원의 배치를 임의로 조절하여, 이를 통해 커다란 이익을 취득할

수 있게 되였었다. 광고대행사의 특성상 광고주와 매체 양자 사이에서 발생되는 비용 체계

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 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광고대행사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상

황이 발생 되었다. 이처럼 정보 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거대의 이익을 취득하는 상황이 업

종내의 잠재 규칙이 되어, 사실상 광고업종의 양호한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였다. 다른 한



편, 전반적인 시스템 중 중요한 부분으로서, 사용자는 광고매체와 광고내용의 접수자 또는

광고주의 잠재 소비자이며, 광고비용의 최종 지출자이지만, 이같은 중심이탈화 체제 하에

서 이들은 광고를 피동적으로 접수하여 이중에서 그 어떤 형식의 보상도 얻을 수 없었다.

이런 이익의 분배 방식은 매우 불공평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된다.

 1.3 왜 GGOOUM CHAIN을 만들었는가？

전반적인 광고산업을 관찰하여 보면, 여전히 많은 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대

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건물 광고 중에서, 정확성이 부족하고 합작업체들 상호간의 불

신임과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자원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전반적인 광고시장

을 놓고 볼 때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건물광고 시장의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상황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광고가

치가 뚜렷하고, 가치 흐름이 정확한 양질의 광고시장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GGOOUM CHAIN”이 탄생된 배경이다.

 광고생태계를 바꾸는 블록체인

•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의 데이터베이스로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된 모든 트랜

잭션의 레코드가 영구적이며 손상되지 않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이다.

• 블록체인 시스템은 리소스 수준에서 신뢰할 수 없는 당사자 간의 상호 협력을 촉

진하고 플랫폼 간 사용자 값 교환을 촉진하여 상호 채널 간 지침을 더 잘 실현한

다.

• 블록체인은 전통적인 광고 플랫폼 및 광고생태계에 비해 중간 광고 플랫폼 계층이

제거되고 타사 광고 플랫폼을 대신하여 거래를 일치 시킴으로써 거래 효율성을 높

이고 손실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며 나아가 중소형 플랫폼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

해 상호 제휴를 형성함으로써 공동 개발을 촉진하고 시장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된다.

• 블록체인은 광고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정

부패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속성을 기반으로 파일 등록 및 지문 인증과 같은 고

급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지원하는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 플랫폼

을 만들 수 있으며 또한 분산 네트워크에서 최종 사용자는 한 회사와 만 연결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컨텐츠 제작자와 상호 작용하여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빌딩 광고가 널리 배포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스마트한 거래시스템에 의한 계약은 거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다른 단계 사이에서 복

잡한 프로세스들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중소형 미디어의 경우 제작 지연과 같은 상황

을 대폭 피할 수 있게 된다.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매체 로서의 TOKEN 은 이 새로운 생태계에서 경제

적 인센티브, 마케팅의 혁신 및 사용자 전환을 실현 할 것이다. 인센티브 시스템 설계의

모토는 경제적 요인을 블록체인 기술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이다.

TOKEN은 시스템 내 에서의 거래 매체 및 가치 측정의 척도로 사용되어 전체 시스템을 더

욱 밀접하게 연결하고 전체 시장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최적화하며 내생적 성장 및 혁신적

인 변형을 촉진하게 한다.

사용자 가치 교환 촉진

스마트 계약으로 효율성 향상

정확한 광고 방송 홍보

완벽한 생태 폐쇄 루프 토큰



제 2장丨 GGOOUM CHAIN 의 정확한 광고 디스플레이 시스템

 2.1 GGOOUM CHAIN

GGOOUM CHAIN 은 분권화 된 플랫폼으로 운영의 주체는 SINGAPORE GGUMTHEC

LIMITED 이며, GGOOUM CHAIN 의 개발, 판촉 및 운영을 책임지고 모든 관련 책임을

지고 있다. GGUMTHEC 재단 (이하 재단)은 싱가포르에 지주 회사를 두고 싱가포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이다. 재단은 GGOOUM CHAIN   Open Community 전체의 건설,

홍보 및 운영을 책임진다. GGOOUM CHAIN Open Community 의 주목적은 개발 도구 및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GGOOUM CHAIN 의 전체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업

그레이드하기 위해 기술 개발자 및 조직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2.2 무엇이 GGOOUM CHAIN인가?
GGOOUM CHAIN (꿈체인, 夢回鏈)은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분산형 광고 디스플레이

시스템이다. GGOOUM CHAIN 의 다각화된 광고시설을 기반으로 한 방송 및 TOKEN 마

이닝(토큰 채굴)시스템의 탄생은 보다 가치 있고 정확한 광고 서비스를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광고 플랫폼의 탄생을 의미하게 된다.

투자자와 발기인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부정부패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기술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탄생된 GGOOUM TOKEN 을 이용한 가치의 순환을 통해 미래의 수익을 공

유하게 되고 글로벌 체인점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당 사업의 범세계적인 성공을 달성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GGOOUM CHAIN 은 Global Business Ecosystem 인 SMBA(Smart Media Bigdata Application)

를 만들기 위해 약1조 개(a trillion-level)에 해당하는 거대한 리소스들을 업스트림(Upstream)

및 다운스트림 (Downstream) 할 수 있는 당사만의 최상위 블럭체인 기술을 독립적으로 개

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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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GGOOUM CHAIN기술플랫폼

 2.4 GGOOUM CHAIN의 특징 및 우수성

 분산된 자원의 교환

• 광고주는 입찰을 위해 장소 운영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자신의 상

황에 따라 적절한 광고주의 입찰을 수락한다. 특히 파트너가 광고 시설을 통해 리

소스를 교환하고자 할 때 두 당사자는 GGOOUM CHAIN 을 통해 직접적으로 상호

소통을 하여 중개 링크를 제거하고 중간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광고 정확도의 상승

• GGOOUM CHAIN 에서의 일부 광고 시설은 대화형 경험을 지원하고 실시간으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지원에 따라 데이터 내용이 업데이트 된

다. 또한 다차원 데이터의 교차 대조 분석을 지원하여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광

고주에게 보다 정확한 목표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과 기계학습 및 딥

러닝(Deep learning) 모델이 적용된다.

 신뢰할 수 있는 자동결제

• 광고주와 투자자가 광고에 협력할 때 사용하는 각각의 전송작업(delivery task)이 스

L-Road



마트계약(Smart contracts)시스템 이다.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시스템은 전체적인 링크데이터(Full link data)가 투명 하기

때문에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채굴(Mining)에 대한 보상

을 실시간으로 해결 할 수 있어 업스트림 및 다운 스트림의 정산 기간이 크게 단

축 되어 계약 분쟁을 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국적 비즈니스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정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GGOOUM CHAIN 의 사명은 모든 화면을 IoT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로 연결하여 상호 거

래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며, 또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사용하여 정확한

광고효과를 달성시키는 것이다. GGOOUM CHAIN 이 개발한 TRANXVIEW 기술은 다양

한 IoT 장치의 화면에 적용되여 휴대폰에서 대형 화면에 이르기까지 광고를 완벽하게 재

생할 수 있게 한다.



제 3 장丨 기능시스템 : 분산광고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3.1 광고 디스플레이 및 응용

 신뢰성 있는 재생효과

• GGOOUM CHAIN 은 분산 TransLedger 원장을 사용하여 프로덕션에서 재생까지

모든 데이터 추적을 기록하고 특정 시간에 재생 장면을 100 % 복원하여 타사의 모

니터링 플랫폼에 진입할 필요없이 재생 효과를 공개하여 투명하게 암호화 한다

 인터넷 스크린(Internet of Screens)

• GGOOUM CHAIN은 컨텐츠의 상호 작용 빈도, 효과, 지속 시간 및 재생 시간 등을

포함하여 연결된 광고 시설의 비디오 컨텐츠를 평가하기 위해 “Proof of Activity” 컨

센서스(Consensus)를 채택한다.

 개인화 된 광고 맞춤화 시스템

• 광고주는 GGOOUM CHAIN에서 비디오, 오디오, 사진, 텍스트, 플래시 및 정확한 클

라우드 디스플레이와 같은 다양한 미디어 정보를 사용하여 개인화된 광고를 맞춤

화하고 다양하고 멋진 특수 효과를 지원할 수 있다.

 지능적인 방송 시스템

• GGOOUM CHAIN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은 IoT광고

시설 생태계에서 사용되며 블록체인의 Token 통화시스템(Blockchain's token economy

system)을 최대한 활용한 마이닝 인센티브 모드를 통해 이동하여 분산 형성을 실행

한다. 또한 중앙집중식 IoT 네트워크 조직은 광고 시설과 GGOOUM CHAIN  

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인식

• GGOOUM CHAIN 이 개발됨에 따라 광고 시설의 안면인식(Face recognition) 시스템

은 인공 지능과 함께 비디오, 텍스트, 사진 및 비디오의 다른 부분에 얼마나 많은

주목을 받는지를 분석 하게 되고 그 결과물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해당 기업에

제공하여 광고 효과의 최적화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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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중앙화

추적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는
TransLedger 원장

인터넷 스크린

다차원 적인 평가
실현

개인화된 맞춤광
고 시스템

정확한 유저 및 다
양한 미디어 디스
플레이 지원

지능적인 플레이

GGOOUM CHAIN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광고시설

인공지능 인식

광고효과를 최적화 하
기 위한 기반 데이터
를 기업에
제공



 3.2 운영 관리와 분석

 사용자 주목도 분석

• GGOOUM CHAIN 의 광고시설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미세 표정을

식별하고, 성별, 연령 등과 같은 다양한 얼굴 속성을 정확하게 식별하며 사용자들

의 광고유형에 대한 수락 정보를 신속하게 해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클

라우드 속성, 선호 유형, 선호 태그 및 지리 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 및 해석하는

빅 데이터 알고리즘은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핵심 초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정

확하게 찾아갈 수 있게 유도하여 제품 경쟁력을 증가 시킨다.

 정확한 방향 설정

• GOOUM CHAIN 에서 사용자는 연령, 기본 속성, 환경, 키워드, 교육, 가격 등에 따

라 국내외 광고 시설의 광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 데이터관리 시스템

• GGOOUM CHAIN 의 관련 광고 이미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분산된 대용량 스토

리지, 인공 지능, 분산 스토리지를 코어로 사용한 이미지 처리, 계층 적 스토리지

관리, 이미지 모델링 및 기타 기술의 통합된 저장, 쿼리생성, 빠른 다운로드 요구

등을 수행하며 대용량 이미지 데이터를 백업 저장 매체에 저장하여 데이터 분석

업종

별 항목을 128종류로 세

분화 하여 선택 가능

광고협

력, 컨텐츠 교환 및 배

송기간 등을 독립적으

로 설정

지

방, 도시 및 국가의 모든

지역들을 기반으로 광고 대

상 영역에 도달

검

색하는 유저들의 태그 속

성, 맞춤형 추천 광고를 기

반으로 한 빅데이터 선별

및 매칭



및 데이터 공유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지능형 관리시스템

• IoT 기술을 통해 들어오는 데이터에 광고 시설의 기계적 학습 및 예측 분석을 적용

하여 운영자가 IoT 스마트 광고 장치 및 인터페이스의 세부 사항을 몰라도 수집된

데이터를 쉽게 관리 및 운영 할 수 있으며 스마트 장치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

고 예측 분석 및 최적화를 할 수 있다. 특히 사람의 개입없이 IoT 데이터 분석 작

업을 자동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능형 시스템을 통하여 광고 장치를 실시간으

로 작동 할 수 있다.

 투명하고 통제가능한 거래

• 블록 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 및 공유 원장은 광고주와 광고장치의 신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또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거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각 거

래 및 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블록 체인에 기록하여 투명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인공 지능 기술을 사

용한 미세 표정 식별

및 성별, 나이 등과 같

은 다양한 얼굴 속성

을 정확하게 식별

사용자는 연령, 기본

속성, 환경, 키워드,

교육, 가격 등에 따

라 국내외 광고 시

설의 광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저장, 쿼리, 빠른 다

운로드, 데이터 분석

및 대용량 이미지 데

이터를 백업 스토리

지 미디어에 저장하

는 데이터 공유 요구

를 충족

입력 데이터의 기계

적 학습 및 예측 분

석을 적용, IoT 광

고 장치에 수집된 데

이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 가능, 스마트

광고장치의 종합적인

예측 분석 및 최적화

가능

블록 체인은 개방적이고

투명한 거래 시스템을

통해 각 거래 및 모든

노출을 블록 체인에 기

록하여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킴



제 4 장 丨제품소개

 4.1 광고시설

GGOOUM 에는 다양한 유형의 광고 시설이 있으며 지능형 하드웨어와 사물 인터넷을 결

합한 클라우드 서버가 있고 분산 스토리지 및 분산 컴퓨팅을 채택하여 광고 데이터의 무

결성과 보안을 보장하고 비대칭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데이터 업로드 시 보안

및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한다.

GGOOUM의 각 광고시설은 하나의 “Token채굴기”로 간주할 수 있으며, 광고시설로 광고

를 방송할 때 Token의 채굴이 가능하게 되어 자원 제공업체와 광고업체가 합작하여 함께

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제 4장



 4.2 GGOOUM주요제품

구 분 내 용

제품명칭 L-Road MyMenu (IoT Video Menu Board)

용 도
언제 어디서든 수시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광고를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 애니메이션 메뉴

상품구성
1. 디지털 메뉴판

2. 메뉴편집솔루션

주요기능

• 메뉴 코드의 클라우드 서비스

• 원격메뉴편집

• 영상 이벤트

• 광고방영

기대 효과

• 메뉴 콘텐츠가 비디오로 표시되어 고객의 주의를

끌 수 있다.

• 한 화면에서 여러 메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 수시로 메뉴 콘텐츠를 원격으로 편집 할 수 있다.

• 메뉴 이벤트

• 메뉴의 삽입 광고가 수익을 창출 한다.

사물인터넷 메뉴 (엘로드 마이메뉴)



동영상 이젤(엘로드 마이이젤)

구 분 내 용

제품명칭 L-Road MyEasel

용도

1. 수시로 광고를 제작 및 부착하고 전시

2. 메뉴 내용을 자주 업데이트

3. 메뉴 내용을 흐름(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관리

4. 호텔, 부동산, 미용실 등 일부 매장의 중소규모 상업체

5. 결혼식장, 잔치, 행사장 등 비디오 홍보의 필요성

주요기능

• 슬림형 디자인, 이동이 편리함

• 인성화 디자인으로 주변 환경에 쉽게 융합

•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PC 로 컨텐츠를 수시로 변경

• 기기와 서비스를 동기화 제공하는 Cloud Server Platform

• 개별, 전체, 그룹별 정보관리 및 제어 기능

• 안드로이드 기반의 저전력 실현, A/S 감소, 시스템

안정성 강화



효과
• 인쇄물에 비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 기존 DID 제품과 비교할 경우 관리, 제어, 사용이 편리

스탠드형 이젤(엘로드 마이스탠드)

구분 내용

제품명칭 L-Road MyStand

용도

1. 수시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전시에 사용

2. 메뉴 내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경우

3. 메뉴 내용을 자동으로 관리

4. 식당, 부동산, 미용실 등 매장에 필요한 중소기업

5. 결혼식장, 연회장, 행사조직장소 등을 동영상 홍보

주요기능

• 가상 방송 되는 디지털 영상 메뉴 방송

• 메뉴 스크린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영상활동을 조작

• 메뉴 스크린을 통하여 가상 광고 가입

• 메뉴 동영상과 일반메뉴의 선명한 대조로 고객들의

주목을 유도

• 스마트폰 / PC 는 어디에서나 정보를 업데이트 함

• 기계 와 서버 동기화를 지원하여, 동기화 된

Cloud Server Platform 제공

• 개별, 전체, 조합별로 정보 관리 및 통제



• 안드로이드를 기반한 저 공율 소모, A/S 최소화,

시스템 안정성 증강을 제공

효과

• 인쇄광고물에 비해 시간, 비용 감소

• 기존의 DID 제품에 비해 관리, 제어, 사용성 편리

• 메뉴 중간광고 등 수익성을 증가

 4.3 수익

GGOOUM은 POW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각 장치를 자동으로 마이닝 머신으로 만든다.

각 파트너는 채굴자이며 광고주도 동일하다. 스마트 계약은 해당 GGOOUM TOKEN 을 할

당하기 위해 광고주 또는 리소스 공급 업체의 맞춤형 협력 조약에 따라 수여된다.

GGOOUM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GGOOUM TOKEN을 사용자의 지갑에 자동으

로 전송한다. 수익 분배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1) 분배 총량 : 7 억(700 million)개

2) 분배 주기：GGOOUM TOKEN 총량의 70 %가 장비 터미널 마이닝(Equipment terminal

mining)으로 생성 된 GGOOUM 지능형 광고 클라우드 해시 레이트(Intelligent advertising

cloud hash rate )에서 채굴되도록 배정되어 있다.

 두 단계로 분리되는 채굴

첫 번째 단계는 30 일이 1주기이며, 하루에 생산되는 코인 수는 10,000 GOMC이고, 총 36 주기

1,080 일 이다. 각 주기의 생산량은 10 %씩 증가하고, 코인의 일일 생산량이 281,024 GOMC가 될

때까지 36주기 동안 지속되며 생산주기가 완료된 이후엔 변경되지 않는다. (36주기 - 1,080 일 후

예상).

두 번째 단계는 1,080일 이후이며 일일 생산량은 36번째주기의 고정 일일 생산량을 기준으로하며,

채굴이 완료 될 때까지 매일 281,024 개의 GOMC를 변경하지 않는다. 전체 마이닝 시간은 3,252

일 동안 지속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1,080 일 + 두 번째 단계에서 2,172 일)

주기（30 일） 일일 코인 생산량 1 주기당 총 생산량

1 10000 300000

2 11000 330000

3 12100 363000

4 13310 399300



5 14641 439230

6 16105.1 483153

7 17715.61 531468.3

8 19487.171 584615.13

9 21435.8881 643076.643

10 23579.47691 707384.3073

11 25937.4246 778122.738

12 28531.16706 855935.0118

13 31384.28377 941528.513

14 34522.71214 1035681.364

15 37974.98336 1139249.501

16 41772.48169 1253174.451

17 45949.72986 1378491.896

18 50544.70285 1516341.085

19 55599.17313 1667975.194

20 61159.09045 1834772.713

21 67274.99949 2018249.985

22 74002.49944 2220074.983

23 81402.74939 2442082.482

24 89543.02433 2686290.73

25 98497.32676 2954919.803

26 108347.0594 3250411.783

27 119181.7654 3575452.961

28 131099.9419 3932998.257

29 144209.9361 4326298.083

30 158630.9297 4758927.892

31 174494.0227 5234820.681



32 191943.425 5758302.749

33 211137.7675 6334133.024

34 232251.5442 6967546.326

35 255476.6986 7664300.959

36 281024.3685 8430731.054

1 주기（300 일） 일일 코인 생산량 주기당 총 생산량

1 281024 84307200

2 281024 84307200

3 281024 84307200

4 281024 84307200

5 281024 84307200

6 281024 84307200

7 281024 84307200

8 281024 20111558

300 일을 1 주기로 하여 첫 번째 주기는 하루에 1 만 코인을 생산하고, 주기 당 생산량은

두 번째 주기엔 10 % 증가하여 일일 코인은 11,000 개가 된다.

3) 소멸 주기 : 각 생산 증가 기간은 300 일

4) 소멸 계수 : 주기 당 증가 비율을 10 %로 함

5) 계산식



계산 = 온라인 시간（시간단위로 계산）

각 장치의 산출력을 G 로 하고, 일당 토큰 총량을 C 로 정하면,

산출공식 ： G1

6) 분배규칙 : 기간내의 총량을 배분하면 이 라운드의 배당이 중단되며, 당 주기내에 분배

의 총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다음 배분 기간에 계속 배분되도록 누적된다.

7) 수익률 : 1 개 당 GGOOUM TOKEN 의 계산력에 따라 계산한 첫 단계는 연간 15 %이

고, 이후 GGOOUM 네트워크 컴퓨팅 파워, 채굴 난이도, 총 컴퓨팅 파워, 가상 마이닝 풀

GGOOUM TOKEN 수, 노드 수, 블록 높이 및 기타 매개 변수에 따라 수익이 조정된다. 최

소 최저 금액은 연간 10 % 이상이며 최대 금액은 제한되지 않는다.

 4.4 설명

사용자는 공식 APP에서 광고 기능을 바인딩(bind) 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계정을 여러 기능

에 바인딩 할 수 있다. GGOOUM NAS 지능형 시스템은 Long share 프로토콜을 사용하므로

공식 제품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품은 GGOOUM 클라우드 플랫폼에 액세스 할 수 없다.

 4.5 마이닝 클라우드 계획

수많은 블록체인에서 마이닝은 디지털 화폐를 생성하는 방식중의 하나이며, 블록체인의 구

성에는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GGOOUM CHAIN   마이닝 클라우드 계획

을 통해 전국 다중 기계 마이닝 기능을 수행하여 사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GGOOUM CHAIN 은 채굴을 위한 IPFS 네트워크 인 FileCoin 의 스토리지 통화 원칙을 기

반으로 구축된다. IPFS 는 파일 시스템의 글로벌 Peer-to-Peer 분산 버전으로, 현재 인터넷을

지배하는 전송 프로토콜 (HTTP)을 보완(또는 대체)하고 동일한 컴퓨팅 시스템을 가진 모

든 컴퓨팅 장치를 연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원칙은 도메인 기반 주소를 콘텐츠 기반 주소

로 바꾸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 찾고있는 콘텐츠는 특정 주소가 아니라 특정 위치에 저장

되므로 대신 콘텐츠의 해시를 확인해야 하며 발신자의 신원 따라서 웹 페이지를 보다 빠

르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IPFS 의 오픈 소스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GGOOUM CHAIN   클라우드의 남은 저장

X 하드웨어 성능 G/h
12시간

x C
G1+G2+G3+…+Gn



공간을 통해 파일 Token 마이닝을 수행 할 수 있으므로 한개의 머신에서 더 많은 채굴을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제 5 장丨 Token Ecology Model

 5.1 GGOOUM CHAIN인센티브 생태계

 프로모션 보상

• GGOOUM TOKEN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에 따르면 GGOOUM의 프로모션 사용자가

되거나 특별이벤트에 참여하면 브랜드 표시 및 사용자 연구가 GGOOUM 프로모션

보상을 받게된다. 프로모션 보상은 GGOOUM을 홍보하는 광고주로부터 제공된다.

 글로벌 쇼핑 캐시 백 시스템

• 사용자는 GGOOUM TOKEN을 사용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현금으로 지불 할 수 있

다. 즉 소비자는 GGOOUM TOKEN을 통해 구매할 때 TOKEN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GGOOUM TOKEN을 사용하면 할인도 제공 받게 된다.

 5.2 GGOOUM CHAIN가치 생태계

 수수료 지불

• GGOOUM TOKEN은 전체 GGOOUM CHAIN 광고생태계의 디지털 자산이며 지점 간

거래에서는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물리적 자산을 구매하는데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수수료 지불

• GGOOUM TOKEN은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 즉 GGOOUM CHAIN 생태계에

서 파생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구매할 수 있다.

 5.3 유통성

GGOOUM TOKEN 은 다양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지원하며, GGOOUM 플랫폼에서

TOKEN 결제 및 현금 결제에 이르기까지 손쉬운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형성했다. GGOOUM 플랫폼은 인증서 형태를 통해 통합 관리 시스템을 형성하

제 5장



고, 지능형 미디어의 대규모 상용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형성하며, 간단

한 거래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플랫폼 수익 및 지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며, 플랫폼의 자

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제어한다.

요약하자면 GGOOUM TOKEN 은 디지털 암호화 자산으로서 플랫폼의 순환 및 소비에 사

용 할 수 있는데 이것이 GGOOUM TOKEN 의 유통성이다.

 5.4 경제 모델

GGOOUM TOKEN 은 전체 GGOOUM CHAIN 운영의 기반이다. GGOOUM 에서 생산하는

설비들은 인파가 밀집한 상가들에 무료로 배치한다. 가맹점 또는 기타 투자자들은 스마트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장비의 마이닝을 통해 장비를 구매하고 GGOOUM TOKEN을 획득

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 구축에 더 많은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더 많은 장비들이

마이닝 될수록 GGOOUM 생태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제 3 자의 데이터

사용 및 상품 소비 구매에 사용된 GGOOUM TOKEN 은 가격 인상을 유지 또는 촉진 하게

되며 그 결과 플랫폼 사용자가 더욱 늘어나게 되고 플랫폼의 성장공간이 클수록

GGOOUM TOKEN의 가격도 높아지게 된다.

GGOOUM 플랫폼은 분산 형 디자인과 사용자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운영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중의 권리를 교환하고 전체 시스템을 자유롭게 성장시키고 재생산

하며 중앙통제가 아닌 자생의 형태를 실현하며 계속 생존해 나아 갈 것이다.



제 6 장丨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6.1 기본구조의 개요

GGOOUM 의 초기 단계에서는 지능형 계약 “ERC20”이 사용되게 되며 시간이 흐르고

프로젝트가 개발 됨에 따라 차후 단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진보된 상위체인을 개발하고 성

능이 업그레이드된 상위 체인을 사용하여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을 이행하는 IMDICS

(Integrated Media Data Industry Chain System)를 형성하여 개방한다.

GGOOUM 구조는 크게 분산 응용 프로그램 계층(DAPP 계층), 계약 계층, 블록체인 코어

계층, 네트워크 계층 및 데이터 계층의 5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진다. 그 중에서도 DAPP

계층은 주로 전자지갑, 브라우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자 및 판매자는 플랫폼의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사 DAPP를 개발할 수도 있다.

계약 계층은 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스마트 계약 모듈을 지원하며 업계에서는 종종 계

약서 작성을 위해 맞춤형 TVM(Turing-complete Virtual Machines)이나 발달된 프로그래밍 언

어를 사용한다. GGOOUM은 이러한 아키텍처를 참조하여 자체 SCVM(Smart Contract

Virtual Machines)을 설계하고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오픈소스를 제공한다.

미래 블록 체인의 주류인 Oracle 의 예측자는 GGOOUM플랫폼에서 다양한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소스를 제공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핵심 레벨에는 계정 관리, 교차 체인 계약, 합의 메커니즘, 노드 관리 및 마이닝 모듈이 포

함된다. 이것은 아키텍처의 핵심이며 전체 GGOOUM 플랫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작동

을 지원한다. 네트워크 계층은 P2P 네트워크 및 기타 데이터 검증 게이트웨이 기술을 사

용하여 블록 체인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상호 연결한다.

데이터 계층에는 주로 블록 데이터, 원장 데이터 및 계약 데이터가 포함되는데 초기 설계

는 스토리지 용 IPFS 를 기반으로 하게 된다. IPFS 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중 센터, 지점 간

및 고주파 대화 형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한 글로벌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이며 이론적으로

시나리오 성능에는 한계가 없다.

6.2 개발서비스 계층(Development Service Layer)

 스마트 계약 신용관리

• 개발자가 직접 인터페이스 및 기타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통해 블록 체인 시스템과

상호작용 가능한 비즈니스 논리를 포함하는 스마트 계약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으

며 생성, 호출, 업그레이드 및 소멸과 같은 스마트 계약의 수명주기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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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계약의 업그레이드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제공하지만 기존의 스

마트 계약에서 설정 한 업그레이드 규칙은 반드시 준수 해야 한다.

 스마트 계약 포트폴리오 서비스

• 기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스마트 계약을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 기능을 만든다.

• 서비스 사용자들이 여러 블록체인 시스템 서비스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통합

된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스마트 계약 테스트 서비스

• 블록체인 시스템에 구현 된 구성 요소 기능을 테스트하여 이러한 구성 요소가 완

전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 기능을 구현하는지 확인한다.

• 블록체인 시스템에 구현된 구성 요소 기능을 테스트하여 해당 구성 요소의 시스템

보안 및 견고성을 감지한다.

• 서비스 기능 인터페이스(Service Function Interfaces)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한다.

• 테스트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서비스 배포 노드(Service Deployment Nodes)를 포함 해

야 한다.

 스마트 계약 템플릿 서비스의 제공

•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계약 템플릿을 생성시키는 매개변수(Parameters)를 설정하고

간단한 변경 사항만으로 재배치 할 수 있다.

 블록체인 API

• 블록체인의 다양한 서비스를 호출 할 수있는 RESTful, RPC, WebSocket 과 같은

API 인터페이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SVM 가상머신(SVM Virtual Machine)



• GOOUM 은 자체 가상 머신인 SVM 을 구축 할 것이다. 가상 머신은 스택기반

(Stack-based) 및 레지스터기반(Register-based)모드를 지원하며 TCL(Turing's Complete

Language)을 사용하여 스마트 계약을 작성한다. 무한루프(Infinite loops)를 방지하기

위해 실행 제한 및 시간 제한을 사용하여 시스템 합의에 도달하며 동시에 SVM 에

는 트랜잭션 내부 검사 및 블록 내부 검사를 주로 포함하는 가상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상 시스템의 보안 및 시스템 안정성이 향상된다.

 6.3 사용자 서비스 계층

 전자지갑

블록체인의 전자지갑은 디지털화폐를 저장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GGOOUM 플랫

폼에 등록된 각각의 회원들에게는 지갑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 Key (비밀번호)

가 있다. 이 Key 는 그들이 소유한 가상화폐가 저장된 주소에 액세스 하여 Credit 을 받거

나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용자들은 전자지갑에 보관된 디지털화폐를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일반 지갑속에 들어

있는 현금처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보유한 전자지갑이 너무 안전하지 않다

고 느껴지면 사용자들은 전자지갑에 돈을 넣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사용자들은 백업된 사본과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인터넷 연결이 없어서

해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 받는 주머니속의 지갑처럼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자산 관리의 본질은 개인 Key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개인 Key의 관리는 항

상 사용자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존재 해왔다. 개인 키가 손실되면 복구 할 기회가 거의 없

으므로 대부분의 사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Exchange)에서 자기들이 보유한 자산을 보관

하도록 선택한다. 그러나 이는 자산의 도난과 플랫폼 탈출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원래 의도한 탈 중앙화 와도 상반되게 된다.

GGOOUM 플랫폼은 사용자를 위한 분산형 자산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고, 개인 Key 를

로컬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분실 방지를 위한 오프라인 서명과 백업을 통해 자산의 보안

을 혁신적으로 향상 시키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Cold Wallet" 메커니즘을 채택하는 것이다. 콜드월렛(cold wallet)은 개인 Key 를

오프라인 휴대폰에 넣고 오프라인 서명을 페어링(pairing) 하여 트랜잭션 권한 부여를 수행

하게 되며 이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인식 할 수가 없다.

두번째는 사용자가 개인 Key 를 기반으로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 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십

만 개의 해시 함수 작업을 통해 강력한 암호를 생성하고 일반 텍스트 형태의 개인 Key 를

암호문으로 암호화한 다음 파일 시스템에 저장한다. 사용자는 거래 서명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이 필요하고 개인 Key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 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암호 텍스트 형태로 존재하므로 개인 Key 및 자산의 보안이 대폭 향상 되



게 된다.

 계정

GGOOUM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각각의 고객들은 자신만의 계정을 얻을 수 있으며 계정

등록 후 ID 인증 작업이 필요하다. 현금 리필 작업을 수행하려면 ID 인증서를 앞뒤로 복

사하여 업로드하고 ID 카드 사진을 보유해야 하는 고급 인증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저장

GGOOUM 플랫폼에는 두 가지 유형의 체인 외부(Out-of-Chain) 스토리지 모듈이 있다.

IPFS 는 대용량 파일을 체인 외부로 저장 하는데 사용되는 반면, 구조적 스토리지

(Structured Storage)는 구조화 된 레코드를 보유하고 구조화 된 쿼리 언어를 지원하는데 사

용된다.

• IPFS 모듈 : GGOOUM 플랫폼은 IPFS 기술을 도입하여 대용량 파일 스토리지를 지

원한다. 파일은 손상(Incorruption)과 액세스 보안과 같은 기능들과 함께 해시에 저

장되어 데이터 보안에 대한 사고의 영향을 피하게 되고 사용자 정보 및 전자 계약

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며 정보유출과 분실 등으로부터 데이터 보안 및 사용자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 구조적 스토리지 모듈(Structured Storage Module) : 구조적 스토리지는 구조화 된 레

코드를 보유하고 블록체인의 레코드와 보조를 맞추는 데 사용된다.

 프라이버시 보호

• 암호화 계약 : 개인 정보 요구 사항이 있는 스마트 계약에 대한 암호화 계약 솔루

션을 제공한다. 암호화 계약(Cryptographic Contract)에서 스마트 계약의 정보는 암호

화되며 계약을 호출하는 트랜잭션도 암호화 된다. 개인 트랜잭션은 로컬 합의 접근

방식(Local Consensus Approach)을 사용하며 개인 트랜잭션의 실행은 두 단계로 나누

어진다. 첫번째 단계는 사전 처리이며 개인 트랜잭션을 공용 트랜잭션으로 변환한

다 [S1 => S2] (S1 및 S2 는 각각 거래가 실행되기 전후의 스마트 계약 암호 텍스트

상태 임), 두번째 단계는 [S1 => S2]를 일반 트랜잭션으로 블록에 묶는 것이다.

• 프라이버시 솔루션 : GGOOUM 플랫폼은 다자간 컴퓨팅 및 PGP 통신과 같은 다양

한 시나리오에 대해 서로 다른 개인 정보 보호 솔루션을 제공한다. 보안상의 다자

간 컴퓨팅을 통해 GGOOUM 플랫폼은 개인정보 원시데이터(Privacy Raw Data)보호

에 대한 완벽한 격리 액세스를 가능하게 한다. PGP 보안 통신 솔루션은 GGOOUM

플랫폼에 빠르고 안전한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6.4 블록체인 하위 계층 서비스

 보안 메커니즘

• 대칭 암호화(Symmetric encryption): 대칭 암호화는 가장 빠르고 쉬운 암호화 방법



중 하나이며 암호화 및 암호 해독은 동일한 비밀 키(Secret key)를 사용한다. 대

칭 암호화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작은 키(일반적으로 256bit 미만)를 사용한다. 트레

이드 오프(trade-off)로서 보안을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같이 관리 해

야 한다.

• 비대칭 암호화(Asymmetric encryption): 비대칭 암호화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해독

하기 위한 매우 안전한 방법을 제공하며 공용(Public)Key 와 개인(Private)Key 를 한

쌍(Pair)으로 사용한다. 개인 Key 는 오직 당사자 개인만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전송 할 수 없고 공용(Public)Key 키는 요청한 사람 누구에게나 전송 할

수 있다. 비대칭 암호화는 암호화를 위해 Key들중 하나만을 사용하게 되며 암호의

해독을 위해서는 또 다른 키가 필요하다.

• 개인 키(private key）：개인 Key 의 경우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비공개 된

256bit 난수(Random Number)이다. 개인 키는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임의로 생성되

며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와 계정에서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이다. 유효 비트 길이는 충분히 커서 손상 될 수 없으며 보안 위험이

없다.

• 공용 키(public key）： 각 개인Key에는 공용Key와 일치하는 공개 Key가 있다. 타

원곡선 암호화 기술인 ECC공개 키는 단방향(one-way) 결정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

Key 로 생성 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체계에는 secp256r1 (국제 표준),

secp256k1 (비트 코인 표준) 및 SM2 (중국 국가 표준)가 포함된다. GGOOUM chain

과 Initial data chain은 주요 체계로 secp256r1 을 선택한다.

• 해시 알고리즘(Hash algorithm) ：일반적으로 해시 알고리즘은 보안 해시 알고리즘

SHA를 나타낸다. 이 보안 해시 함수는 미국의 국가 보안 기관에서 설계하고

SHA-1 을 포함한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릴리스

한 일련의 암호화 해시로서 SHA-224, SHA-256, SHA-384 및 SHA-512 변형 함수이

다. 비트 코인은 현재 SHA-256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GGOOUM에서는 PoW를

제외한 다른 모든 알고리즘은 SHA-256 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컨센서스 메커니즘(Consensus Mechanism)

컨센서스 메커니즘(Consensus Mechanism)은 분산원장에 의해 설계된 일련의 메커니즘으로,

저장된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며 주로 비즈니스 및 성능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분산시스템 또는 피어투피어(Peer-to-Peer) 네트워크에서 피어투피어

(Peer-to-Peer) 통신으로 인해 각 노드는 자체 규칙에 따라 실행되며 각 노드 간에 종속성이

없다. 따라서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블록체인의 컨센서스 메커

니즘(Consensus Mechanism)은 주로 블록을 구성하는 사람의 문제와 블록체인의 단일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해결한다. 문제의 이론적 근거는 비잔틴 내 결함성(Byzantine fault tolerance)

이며 컨센서스 메커니즘(Consensus Mechanism)의 핵심은 블록의 구성 및 테스트이다. POW

시스템에서 블록을 만드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마이닝(광석채굴, Mining)"이라고 한다. 블록

체인이 컨센서스 메커니즘(Consensus Mechanism)으로 POW (Proof OF Work)를 선택하면 각

블록에서 소비하는 컴퓨팅 성능이 그 가치의 초석이 된다.

또한 GGOOUM에서 각 노드는 현실(real-world)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최대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GGOOUM은 기본적으로 POW 기

반의 컨센서스 메커니즘 (Consensus Mechanism)을 선택한다. POW의 핵심은 컴퓨팅 성능이

높을수록 블록의 마이닝 확률이 높아지고 블록 체인의 보안 유지에 대한 가중치가 커진다.

그러나 POW는 느린 트랜잭션 속도와 같은 명백한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개발되는GGOOUM플랫폼은 모듈 식으로 설계되며, 제어 체인 매개 변수(Control chain

parameters)를 통해 구성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 에서

서로 다른 개인(private)및 공용(public)체인을 동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GGOOUM 플랫폼

은 각각의 분산 노드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GGOOUM

의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Application scenarios) 및 트랜잭션(Transactions)에 적합한 컨센서

스 메커니즘(Consensus Mechanism)을 선택한다.

 교차 체인 통신 프로토콜 (CBCP ; Cross-Chain Communication Protocol)

블록 체인 간의 통신 프로토콜은 기존 네트워크의 TCP/IP 와 같은 통신 프로토콜과 유사하며 안정

적인 연결을 설정하여 메시지가 전달된다. 메시지는 헤더(Header)와 통신 정보(Data)의 두 부분으

로 나누어진다. 메시지 헤더는 메시지의 소스, 대상, 길이 및 범주를 기록한다. 전달되는 과정에서

메시지 헤더는 계층별로 제거되고 수정되며 정보(Information)는 메시지의 목적지로 전달된다. 또

한, 메시지의 전달은 스테이트풀(stateful) 이며, 송신자는 수신자의 피드백에 따라 현재의 통신 상

태를 알고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다.

 권익관리(Equity Management)

GGOOUM 플랫폼의 모든 사용자는 검증 노드(Verification node)가 될 수 있다. 블록 체인의

각 노드는 완전한 데이터 레코드(Complete data record)를 얻게되며, 블록 체인의 신뢰성과

집단 유지 보수 특성을 사용하여 지분 소유자의 권리를 결정할 수 있다.



 6.5 GGOOUM의 제 1핵심기술 [가상화영상 기술]

● 기술 특징 :

1. 영상제작시 파일을 생성치 않아 15% 이상의 전력 저감 효과 발생

2. 가상화 기반의 영상송출 방법으로 10 분의 1 이상의 네트웍 트래픽 감소

3. Data Picture 방식의 영상 구현으로 타 기술과의 융복합 및 확장성이 높음

4. 영상 구현을 위한 총체적인 자원, 비용, 에너지, 시간등을 절약해주는 그린 IT 기술

 6.6 GGOOUM의 제 2 핵심기술 [Android Hardware 최적화 기술]



 6.7 GGOOUM의 제 3핵심기술 [PoDB방법의 GGOOM CHAIN]

GGOOUM CHAIN 의 PoDB원리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최적화 및 미들웨어 기술

엘로드마이꿈보유기술



 6.8 GGOOUM CHAIN [블록체인과 인센티브에 기반한 새로운 광고서비스]

1. GOMC(GGOOUM CHAIN)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컨텐츠의 작업량을 증명함.

2. GOMC TOKEN 은 지정된 작업량의 증명을 근거로 채굴됨.

3. GOMC 는 사용자와 판매자 간의 인센티브 기준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음.

4. GOMC 는 광고자원의 소비 및 공급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함.

 작업증명(Proof of employment)

GOMC (GGOOUM CHAIN)는 Block Chain

기술을 통해 GGOOUM CHAIN 플랫폼에

연결된 사물인터넷 제품(L-Road My Easel)의 콘텐츠에

대한 작업량을 증명한다.

 GOMC TOKEN획득

사용자는 " L-Road MyEasel"이라는 스마트 디지털간판을

통해 콘텐츠를 광고할 수 있으며, L-Road MyEasel 에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광고 및 시각 효과)를 제공하여 GOMC

COIN 을 채굴 할 수 있다.

(지정된 작업량의 증거를 기반으로 GGOOUM COIN 이 채굴 됨)

 인센티브 계획

L-Road MyEasel 의 스마트형 하드웨어는 공유 비즈니스

시나리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GGOOUM CHAIN 의 블록체인 기술은

사용자와 판매자 간의 인센티브 기준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결정하는 도구와 절차를 제공한다.

 스마트 광고관리

광고주에게 광고 소재 등록, 위치, 노출 빈도,

노출 시간, 광고 비용의 정확성과 광고 소비 및

공급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Proof of employment

Get GOMC

Incentive plan

Smart advertising management



 6.9 PoDB(Partial order dynamic backtracking)방법과 다른방법의 기능

비교

 대표적인 합의알고리즘

Proof of Work (POW) : 작업 증명

Proof of Stake (POS) : 지분(Stake) 증명

Delegated Proof of Stake (DPoS) : 지분 위임 증명

 일반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POW : 고전력 소비. 참가자가 많을수록 속도가 느려짐. 암호화 기능을 독점하는

대규모 마이닝 그룹 발생

POS : 이중 거래. 단거리 공격.

큰 주식 그룹에 의한 가상화폐(cryptocurrency) 파워의 독점.

DPoS : 컨센서스에 도달하는 속도가 빠르지만 소수의 관리자만 필요로 함.

이러한 관리자는 중앙 집중식이 아니지만 보안 손실의 원인으로 인해

공격 가능성이 높아졌음.

 PoDB방법의 특징 및 문제점

1. 대표자를 무작위로 선택하므로 DPoS 방법보다 빠르며 보안 수준이 높다.

2. 가상 파트너와의 이중 합의에 도달 할 수 있다. 따라서 무결성과 견고성을 갖춘

합의된 블록체인(Consensus Blockchain)을 만들 수 있다.

3. PoDB 방식의 문제점은 가상파트너가 있어야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하드웨어 제품을 통해 해결한다.



 6.10 GGOOUM CHAIN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컨텐츠 서비스]

GGOOUM CHAIN 의 첫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서비스이다.

우리는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완료했으며 2 차 업그레이드 개발을 진행중이다.

제 7 장 | GGOOUM CHAIN의 기술

 7.1 GGOOUM의 기술 개요

GGOOUM CHAIN 기술은 가상화기술(Virtual Technology)에 기반하여 가상영상을 제작하

고 서비스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가상화란 어의적으로 “실제로 있지 않거나 모호 하지만,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 이나 개체로 취급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가상화기술이란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물리적 자원을 논리적으로 추상화해 물리적 한계에 종속되

지 않고 원하는 형태로 해당 자원을 분리, 통합 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서 정의된다. 즉

물리적이나, 실질적으로 하드웨어가 존재하거나 변하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 변한 것처럼

되어 있는 가상의 환경을 만들고, 네트워크 기반에서 사용자중심의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상용화 관점에서 구현하면, “네트워크 기반 IT 자원의 맞춤형 아

웃소싱 서비스”로 부를 수 있다.

가상화는 자원을 아끼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첫 번째로 논의되는 기술로서 그린 IT 기술의

주된 추진 분야가 되고 있다. 가상화기술이 가장 빠르게 적용되는 분야는 컴퓨팅 분야로

이미 가상서버(Virtual Server)가 대중화 되었으며, 이 기술의 확대 발전으로 인해 최근엔

크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상서버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서버를 소프트웨어 상에 존재시키고, 네트워크 기반

제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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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다수의 사용자들이 공유하여 자신의 서버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특허신청 기술은 가상화의 개념을 영상제작(Video product)에 적용하여 개발 되었으며 현

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특허가 출원되어 있다. 신청 기술은 큰 틀에 있어서 IT 와 영상

기술을 융합한 복합기술이며, 컴퓨팅부문의 가상화 서버와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이와 같은 가상화영상 기술을 요약하여 설명하자면, 네트워크 기반에서 파일을 생성하지

않고 가상으로 영상을 만들어 무한 다수가 마치 자신의 영상처럼 사용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새로운 방식의 영상 제작기술이다. 즉 영상의 제작 및 실현 방식이 기존과는 차별화

되는 신개념의 영상서비스 기술이다.

향후 가상화 영상기술은 특정 분야에서 기존의 영상기술을 대체하여 갈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가상화서버가 기존의 서버 시스템 구조를 대체하여 가고 있는 사실에서도 예견된다.

그동안 영상은 전문가 및 전문업체에 의해서만 제작되어왔었다. 촬영, 편집, 인코딩, 영상

송출 등을 위하여 고가의 영상장비와 전문인력 그리고 많은 비용이 뒷받침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가상화 영상기술은 기존의 영상기술과는 비교될 수 없는 저비용 고

효율을 영상제작 분야에 실현 시키게 된다. 누구나 웹상에서 원격으로 영상의 제작, 수정,

편집이 가능하게 되어 비전문가를 포함한 사용자중심의 영상제작 시대가 열리게 된다.

향후 영상제작은 영상제작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영상인프라(Video Infra Structure)

의 구비 라는 개념이 희석되며“네트워크 기반의 영상 제작자원의 맞춤형 아웃소싱 서비

스(Customized outsourcing)”가 확대되어 갈 것이다. 즉 영상제작은 제작시스템을 웹상에

서 서비스 형태로 빌려 쓰는 모델인 SaaS (Software as a Service)의 구현을 통하여 새로운

전환 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7.2 GGOOUM기술의 특징

 인코딩 과정없이 영상제작 가능

영상 제작시 영상의 구성요소(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그래픽, 프레임정보)들을 가상으로

객체화시켜 그 정보들을 DB 에 저장했다가 재생을 원할 때 구성요소들을 재 조합해 영상

으로 보여주는 가상화영상(假像化映像) 기술로서 완성된 영상파일을 생성하지 않고 인코딩

과정이 필요없는 영상기술이다. 기존의 파일 기반의 영상이 Motion Picture 방식이라면,

가상화 영상은 Data Picture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원본 영상에서 무한갯수의 가상영상 분배 가능

프로그램으로 설계된 원본영상에서 무한대의 가상화 영상이 분배되며, 분배 받은 가상화

영상들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수정 및 편집하여 자신만의 퍼스널 영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영상의 무한수정, 무한변신, 무한조립 가능

DB 에 저장된 영상들의 구성 요소 정보를 변경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영상의 내용을 무

한 반복하여 수정할 수 있게 되며, 기 제작된 가상화 영상들도 객체화시켜 서버에 보관하

고 객체화된 각각의 가상화 영상들을 서로 무한 반복하여 조립하거나 분해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GGOOUM기술과 기존 기술 또는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

기존 기술과 대비한 GGOOUM 기술 상의 차별성은 비트맵방식의 파일을 생성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기존 기술에서는 영상제작 시에 반드시 인코딩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에 따른

비트맵 파일이 생성되게 된다. 즉 영상을 새로 제작할 때 마다 새로운 영상 비트맵파일이

생성되고 그에 따라 파일용량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시스템용량의 확보와 시스템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가상화 영상기술에선 인코딩 과정이 필요없고 영상 제작

시 아주 작은 데이터소스 코드만 생성이 되고 비트맵파일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

개수의 영상을 제작하여도 파일 용량이 미세하게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불필요한 시스템용량의 확보가 억제되며 그에 따른 시스템비용의 획기적 감소가

가능하게 된다.

<인코딩 과정의 유무에 따르는 기존영상과 가상화영상의 차별성>

영상제작에 있어서 인코딩 과정의 유무와 그에 따르는 파일 생성 유무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컴퓨팅 부문의 가상화서버 기술에 빗대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서버는 하

나의 서버에 하나의 OS라는 개념으로서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OS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서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영상제작에 있어서도 하나의 영상은 하나의 파일을 갖고 있고 수정



하여 새로운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게 된다. 그런데 가상화서버 기술

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무수히 필요로 되는 서버를 가상화서버로 구현함으로써 하나의 서

버로 무수한 OS 의 사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가상화영상 기술은 기존 영상

기술에 있어서 영상의 제작 시마다 형성되는 파일을 하나의 영상 파일로 무수한 영상을

파일없이 실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가상화서버의 개념>

<가상화 영상 개념도 >

 7.3 GGOOUM 기술의 우수성

 영상 제작 인프라의 독자적인 확보가 불필요



기존 영상은 기본적인 영상제작 인프라 (영상제작 시스템 등의 하드웨어와 영상제작 소프

트웨어)의 구입 및 보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출원된 기술은 물리적인 영상제작 인프라,

영상 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같은 대규모 자원들을 빌려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저비

용 고효율로 사용자 기반의 새로운 영상제작 인프라를 구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기존

영상제작 인프라의 경우 제작 과정에 있어서 인코딩 과정에 따른 시스템 용량의 확보와

증가가 불가피하나 GGOOUM 기술은 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T 자원의

과잉 공급을 줄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영상제작환경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영상제작 서비스 또한 끊임없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

경 변화에 대처하여 기존 기술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확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이 대폭 요구된다. 그러나 GGOOUM 기술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의 대

응만으로 수정 및 보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원본영상의 무한 활용에 따르는 획기적 저비용, 고효율 효과

기술된 바와 같이 GGOOUM 기술은 하나의 물리적인 원본 영상을 바탕으로 무한 대로 가

상화 영상이 제작배포 되며, DB에 저장된 영상 구성요소들의 정보변경을 통하여 언제 어

디서나 영상의 내용을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으며 더하여 객체화 시킨 각각의 영상들을

무한히 조립, 분해할 수 있다. 기존 영상기술에 있어서는 이미 완성된 영상을 수정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즉 총괄 제작원가에 있어서 제조원가의 개념이 적용된다.

그러나 원본영상의 무한 활용이 가능한 GGOOUM 기술에 있어서는 제작 코스트를 사용자

수로 나누는 개념의 제조원가가 적용된다.

 기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편의성과 확장성 적용

GGOOUM 기술은 Offline(PC 연결), Online, Mobile 등, 모든 네트워크 기반의 적용에

있어서 기술적 편의성을 갖는다. 또한 각종 영상물에 용이하게 적용되는 확장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UCC 영상에 적응할 경우, Upload 된 영상에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의 추

가 삽입은 물론 다른 영상들과 연결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위젯(Widget)에 사용할 경우에는 보다 직접적인 멀티미디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영

상이 쉽게 제작, 수정될 수 있는 만큼 웹사이트, 카페, 블러그, 미니홈피 등에서의 영상 활

용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GGOOUM 기술은 모니터와 같은 각종 디스플레이 (Display) 장

치 그리고 IPTV, Smart TV 등에도 용이하게 접목 될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개인 비디오

인테리어(Video Interior) 및 개인 방송의 구현까지 확장된다.



 국내외 기술 대비 GGOOUM 기술의 수준

GGOOUM 기술인 가상화영상 기술은 새로운 차원의 영상제작 및 소프트웨어기술로서 국

내외적으로 유일하다. 이에 기존의 영상기술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 에서 기술 수준

을 정량화 할 수 있다. 첫째, 제작시간 측면에서 편집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의

1/10 수준이며, 인코딩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불 필요하므로 전체적인 제작시간을 최소

1/30 로 줄일 수 있다. 둘째, 소요비용 측면에서 새로운 영상 생성 시, 파일 용량이 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비용이 최대한 억제되는 점, 원본영상에서 무한 개수의 가상영상이 분

배, 수정, 변신, 조립되어 활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영상 대비 최소 1/50 이 가능하다

판단된다.

<기존 영상과 가상화 영상의 차별성>

 7.4 GGGOOUM CHAIN 기술의 핵심요소

기존 영상제작 기술은 이미지를 동적화 시키는 작업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상화 영상 기술

은 이미지를 동적화 할 뿐 아니라 영상의 구성정보를 재편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영상

속에 내장 시켰으며 또한 이를 무한 다수에게 가상 영상화하여 분배하는 기능을 삽입한

것이 그 특징이다.

<기존영상기술과 가상화 영상 기술의 핵심요소기술의 비교>



가상화 영상기술은 영상제작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영상 활용도의 극대화, 사용자 중심의

영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상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더불어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영상 문화의 출현으로 기대된다. 또한 GGOOUM 기술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상의

적용에 있어서도 기술적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측면의 적용이라는 편의

성을 갖고 있어 각 해당 분야에 있어서의 영상콘텐츠 제작기술의 발전 및 콘텐츠의 질적,

양적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가상화영상 특허기술의 기술적, 경제적 측면 파급효과>

 7.5 GGOOUM CHAIN 기술의 운용

 IT기술융합의 개인중심 컨버전스로의 진화와 신청 기술의 시장

최근의 IT 기술 컨버전스는“개별 소비자에게 맞춤형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중심 컨

버전스로 진화되고 있다. 즉 개별 소비자에게 IT 자원, 콘텐츠, 광고 등을 맞춤형으로 선별



․ ․ ․

하여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중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GGOOUM 기술은 영상 제작

기술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진전되고 있는 개인중심 컨버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기

술이다.

 IT자원의 패키지형 상품에서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로의 진화。

네트워크 인프라와 웹 기술의 발전으로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의 경제성이 개선되고 비용

절감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IT자원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

(On-demand)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게 된다. GGOOUM 기술은 기존 영상기술이 제공하는

영상시스템 및 솔루션이라는 패키지형 상품에서 네트워크기반 서비스라는 새로운 시장영

역을 제공한다. GGOOUM 기술은 패키지형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형태

로 제공되는 만큼 일관된 사용자 경험에 의거한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다.

 미디어 콘텐츠의 대중미디어에서 라이프스타일 미디어로의 진화

미디어시장은 영상시장을 구성하는 주된 부문이다. 이러한 미디어시장에 있어서 대중미디

어 및 틈새 미디어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개인미디어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자유, 참여, 역동성, 상호연결을 특성으로 하는 개인 맞춤형 상호작용의 라이프

스타일이 새로운 소비 모델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GGOOUM 기술은 영상제작에 있어서 대다수의 수동적 미디어 소비자도 영상을 쉽게 이

용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시장을 제공하게 된다.

 GGOOUM 특허기술의 응용과 개발계획

“네트워크기반 영상제작자원의 맞춤형 아웃소싱 서비스”의 사업화와 IT 기술융합의 개인

중심 컨버전스(Convergence)로의 진화에 발맞추어, 영상자원, 영상콘텐츠, 동영상광고 등

을 사용자기반에서 맞춤형으로 패키징하여 제공하는 SaaS 플랫폼의 제공을 사업화 한다.

또한 사용자 정보의 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공급자(영상콘텐츠 공급자)간의 중개

역할을 사업화 한다.

L-Road Myg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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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응용분야에 있어서의 사업계획

현재 GGOOUM 기술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온 · 오프라인 분야에서 사업이 적용 되고

있으며 향후 모바일 상에서 MMS 등 무선 영상서비스를 사업화 하고자 한다.

 오프라인 기반에서의 개인영상 서비스 및 Video Interior 사업 추진

가상화영상 기술은 누구나 개인의 맞춤형 영상을 원격 제작해 다양한 디스 플레이 장치를

통해 영상 서비스가 가능하다. 즉 모니터, TV, 디지털액자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해 실내외에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영상으로 광고, 홍보, 방송 등을 할수있는 개인

영상서비스와 “Video Interior”라는 새로운 개념의 인테리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온라인 기반에서의 Video Widget 개념의 사업화

가상화 영상은 프로그램화된 영상이므로 영상에 다양한 효과와 기능의 적용이 가능하다.

원격으로 제작한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Widget 처럼 영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UCC등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기반 하에서 Video Brochure 개념의 사업화

모바일 환경에서 가상화 영상으로 고객 맞춤형 영상 카탈로그, 영상 브로셔, 영상카드 등

을 제작해 원격으로 PC 나 모바일기기에 우선 전송하거나 MMS 서비스로 영상을 보낼 수

있다. 홍보 및 광고물 배포를 종이인쇄에서 디지털영상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고, 모바

일에서 SNS 서비스가 문자 -> 이미지 -> 영상으로 진화하게 된다.



새로운 영상기술의 가치사슬 형성에 기여

가상화 영상기술은,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때, 마케팅에 있어서‘복합생태계’라는 새로운

가치사슬을 형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출원기술의 제공자

는 플랫폼 프로바이더로서 이와같은 복합생태계 내에서의 “키스톤컴퍼니(Key stone

Company)”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 결과 기업 상생의 모델 케이스를 제공하

고자 한다.



제 8 장丨 혁신기술지원

 8.1 가상영상 형성 기술

GGOOUM CHIAN 의 가상영상 형성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을 제작할 경우 파일을 생성하

지 않아 약 15%이상의 전력이 감소되며, 가상화 기반으로 방송전송에 영향을 주어 데이터

전송 량을 1/10이상 감소 할 수 있으며, Data Picture방식으로 영상을 구현하여 다른 기술

과의 융합 및 확장성이 높아 전반적으로 볼 때 자원, 원가, 에너지, 시간절약을 이끌어낸

그린 IT 기술이다.

 8.2 최적화 기술

제 8장



 8.3 DAG+BLOCKCHAIN

GGOOUM 은 DAG (Directed Acyclic Graph) 시스템의 블록체인 및 Two-layer 사이드 체인

을 사용하여 블록체인 및 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분산 시스템 정보와 가치 상호 운용성

을 구현한다. DAG 를 핵심 기술로 설계하여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

DAG 응용 프로그램의 블록 체인 네트워크에서 각 블록은 옆에 있는 블록에 액세스하여

높은 가용성을 달성 할 수 있다.

 8.4 포스트 퀀텀 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
양자 저항 암호화(Quantum-Resistant Cryptography)라고도 하는 포스트 퀀텀 암호는 양자

컴퓨터 공격에 강한 암호시스템으로 간주된다. 특정 수학 분야의 어려운 문제를 바탕으로

데이터 통신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통신에 적용된다.

 8.5 인공지능 + 블록체인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계가 대규모 데이터 스트림에서 지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의 지능, 이론, 기술 및 응용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여 학습하게 하는 것

이다. 블록체인은 정확한 데이터 로깅, 인증 및 실행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공지능

은 특정 패턴과 데이터 세트를 결정하고, 평가하고, 이해하여 궁극적으로 원활한 상호 작

용을 이행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블록체인은 방대한 보안 데이터 스토리지 환경을 제공한다. 인공지능은 분석을 위해 대량

의 개방형 데이터에 액세스해야 하며 블록체인은 한 데이터 저장을 위한 방대한 보안 환



경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제공 해 줄 수 있다. 인공 지능에 의해 수집 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고 기계의 예측 및 평가가 정확해 질수록 생성된 알고리즘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기

계의 학습 효과가 상승되게 된다.

 8.6 GGOOUM의 혁신적인 마이닝 클라우드 모델

1. GGOOUM CHANIN 을 위한 안드로이드 플랫폼 서비스 특징

①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의 그래픽 기능

Android 는 시스템, 미들웨어(Middleware) 및 애플리케이션 세트(Application set)를 실행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Android 운영체제의 커널(Kernel)은 Linux 운영체제이며

그래픽 엔진은 OpenGLES 를 사용한다.

Android 플랫폼은 복잡한 이미지 처리 및 하드웨어 제어를 대체하고 Android 시스템

에 하드웨어 가속(Acceleration) 기능을 제공하는 3D 이미지 API 인 OpenGL 이미지 프

로세스를 기반으로 설계 되었다.

하드웨어 가속(Hardware acceleration)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CPU 에 의해 실행되는

기능이며 특별한 하드웨어로 전송되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전문 분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다른 하드웨어는 GPU 이다. 즉, 안드로이드 플랫폼

은 기존 CPU 보다 OpenGL 기반의 GPU 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 하게 한다. 이것이

안드로이드가 모바일 기기의 소형화 및 저전력화를 가능하게 하고 하드웨어에 적절한

OS의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유이다.

②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디지털 화폐 마이닝

CPU 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결정된 표시와 관리여부에 따라 관리자 역할을 하는

반면, GPU 는 동일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작업자와 같다. GPU 는 반복논리

계산장치(Iterative logic calculation device)인 ALU(Logical Augmentation Unit)를 가지며,

CPU 와 비교하여 월등히 많은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볼 때 CPU 인라인

처리는 다수의 최적의 합으로 구성되지만 GPU 는 수천 개의 작은 코어에 의한 병렬

처리를 위해 설계되었다.

디지털 화폐 채굴(Mining) 과정은 컴퓨터에서 간단하고 반복적인 수학적 계산을 통해

수행된다. 계산 프로세스의 유일한 요소는 유효 영역이 있는지 비활성 영역이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CPU 에 비해   GPU 의 구

동 효과가 월등히 유리하다. 모든 디지털 화폐 마이닝 작업은 ALU (Logical

Augmentation Unit) 작업이며 사용 가능한 ALU의 수는 해시 실행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디지털 화폐 마이닝 작업은 ALU(Logical Augmentation Unit)에 의해 수행되는 1,000 개

의 간단한 수학적 계산 단계를 통해 SHA256 해시를 수행한다. 결국, GPU 의 해당 부



분에 대한 처리 성능이 CPU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르게 디지털 화폐를

추출 할 수 있게 된다. OpenGL Android 플랫폼 기반의 GPU효율성은 Window 등의

일반 OS를 사용 하는 PC 플랫폼 기반의 GPU효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발

휘한다.

③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성능을 가속화하는 GPU의 처리 능력

최근 과학, 분석, 엔지니어링, 그래픽 분야 등의 소비자 및 기업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GPU 및 CPU 를 동시에 사용하여 컴퓨터의 연산능력 및

처리속도를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 응용 프로그램의 연산 집약적인 부분은 GPU 로

전송되며 CPU에서 나머지 코드 만 처리하는 GPU 가속 컴퓨터 작업은 전례 없는 응

용 프로그램의 성능 향상을 제공 한다. 이 GPU 는 Android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장

치에서 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원격제어 항공기, 로봇 및 자동차에 이르기 까지 다양

한 플랫폼 에서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들의 성능을 대폭 향상 시키고 있다.

2. 모바일용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의 가상화폐 마이닝

최근에는 모바일용 가상화폐 마이닝에 사용되는 Minergate 및 ETN 과 같은 솔루션이 등

장했으며 이들은 대부분의 Android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장치 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의 성능 한계로 인하여 마이닝 효율성이 떨어져서 전문 마이닝 장치

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의 모바일 장치 코어 (CHIP)는 통신

기능을 지원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Qualcomm 칩이 설치 되고있다. 하지만 Qualcomm

Chip 은 이미지 처리 능력보다 통신 기능 처리에 더 적합한 칩이다. 최근 통신회사(KT,

SKT, LGT)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약 20~30 개의 앱이 내장 되어있는 모바일 장치들을 시장

에 출시하기 시작했으며 모바일 장치는 개인 장치에 속하기 때문에 시장 출시 후 사용

자가 원하는 대로 APP를 설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장치에는 통신 회사의

APP을 포함하여 40 ~ 50 개 이상의 APP 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 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에서는 Android 플랫폼을 실행 할 때 하드 디스크 의 잔여 용량이 많지 않

다. 채굴을 위한 APP 도 여기에 설치해야 하므로 가상화폐 마이닝 기능은 중요하지 않

게 여겨질 수 있다.

3.GGOOUM CHAIN 의 가상화폐 마이닝 개념 및 방법

① GGOOUM CHAIN 마이닝 장비의 기능

GGOOUM CHAIN 의 디지털 화폐 마이닝은 기본적으로 Android 플랫폼에서 구동된



다. 주요 마이닝 장치는 디지털 영상장치(Digital signage) 및 키오스크(KIOSK)이다.

이러한 장치는 통신기능 없이 오프라인 상태에서 On-screen Display 프로세스를 통해

장치를 제공 한다. 이러한 장치는 스마트폰과는 다른 칩을 사용하므로 스마트폰의 채

팅기능을 사용하는 것보다 통신속도가 훨씬 간단하고 빠르다. 이 장치는 일반 스마트

폰에 사용되는 통신용 칩과는 다르게 이미징 기능 처리에 가장 적합한 록 칩(Rock

Chip)을 사용한다.

GGOOUM CHAIN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과 스마트폰의 다른 점은 장치에 통신회사

의 APP 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장치의 원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2 개

정도의 APP 을 설치 하면 된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기본 어플리케이션과 장치 본연

의 기능 을 수행하는 APP 이외의 다른 하드웨어 자원을 점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존

재하질 않는다. 따라서 기존 스마트폰 및 모바일들이 수행하는 가상화폐 마이닝 성능

과 달리 월등히 우수한 마이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GGOOUM CHAIN 이 제공하는 가상화폐 마이닝용 하드웨어는 다른 마이닝 용 하드웨

어 에 대비하여 경쟁력의 우의를 점하고 있다. 첫째, 채굴용 하드웨어 장치는 GPU

기반의 Android 플랫폼이다. 둘째, 대량의 장치들에 대하여 일반 모바일 장치와는 다

르게 이미지를 사용하여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칩이 장착되어 있다. 셋째, 하드디스

크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풍부하므로 가상화폐 추출의 경쟁력을 갖는다.

② 마이닝을 위한 전원 공급과 분산

GGOOUM CHAIN 을 통한 마이닝은 분산 방식이다. GGOOUM CHAIN 서비스에서 제

공한 안드로이드 플랫폼 장치를 통하여 진행되며, 이 장치들은 특정 공간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오프라인 고객은 GGOOUM CHAIN   서비스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장치를 사용하여 자회사 수입을 만들어야 하므로 원래의 기본 서비스에 따라 네트워

크 연결을 통해 배포 및 관리가 이루어 진다. 마이닝을 위해 장치가 설치되는 공간

(SPACE)공급자가 전기를 공급하게 되여 전기 공급의 분산화를 형성 할 수 있다. 참고

로 안드로이드 플랫폼 장치는 PC 장치와 비교하여 낮은 전력이 사용되므로 마이닝 비

용을 절약 할 수 있다.

③ GGOOUM CHAIN 을 통한 마이닝 방법 및 마이닝 기술 개발

L-Road Myggum



< GGOOUM 의 마이닝과정 개념도 >

A. GGOOUM CHAIN 마이닝 기술 개발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구조는 아래의 도면과 같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초로 하여

기존의 마이닝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할 수 있지만, 장치의 원래 기능에 영향을 초래하

지 않을 경우 마이닝 기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서는 자체로 GGOOUM CHAIN 을 개

발하여 기초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만약 별도로 마이닝 기술을 개발할

경우 장치 사용자들로 하여금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내부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Framework 단계를 노출하지 않게 하기 위한 내장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마이닝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주로 JAVA 를 이용하여 진행 하지만 장치 내에서 최적

의 성능과 진보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C, C++을 이용하여 개발을 진행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디지털 화폐의 전송과 마이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안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야 하며 차후 개발된 어플

리케이션이 해커들의 공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모델(Independent models)의

Component 를 개발 하여야 한다.



B. 기존의 마이닝 어플리케이션 사용

기존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가동되는 각종의 마이닝 APP 을 사용 할 수 있다. 독자

적인 GGOOUM CHAIN 마이닝 APP 을 개발 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되

므로 개발 초기 단계에는 기존의 마이닝 APP 을 이용할 필요가 대두 된다. 다만

GGOOUM CHAIN 마이닝 장치의 원래 기능을 방해 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APP 설

치 시 필요한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절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면 Android

애플리케이션은 언제든지 Activity, Service, Content Provider 및 Broadcast Receiver

의 네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은 자체에서

제공하는 Service 를 사용하여 주요 구성 요소를 형성 할 수 있다. 서비스 컴포넌트

(Service Component)는 UI 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직접 볼 수 없으며 백그라운드에서

무선으로 구현되는 컴포넌트 (Component)이다. 일반적인 예를 들자면 미디어 플레이어

와 같이 컴포넌트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도 음악을 계속 재생 할 수 있는 것과 같

은 것 들이다. 또한 네트워크 모니터링 이나 혹은 백그라운드 작업 중에도 서비스를

이용 한다. UI 가 없기 때문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명령의 ACTVITY 에 접수

한 후 이용 할 수 있다.

4. GGOOUM CHANIN 마이닝용으로 최적화 된 안드로이드 보드 및 칩 개발

 최적화된 안드로이드 보드 개발

안드로이드 보드는 칩(Chip)의 성능개선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안

드로이드 보드나 칩의 개발은 가상화폐의 마이닝을 위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의 GPU 연산처리 기능은 마이닝에 최적화 된 것이 아니다.

향후 GGOOUM CHAIN 마이닝 기능을 최적화 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드로이드 보드

를 사전 개발 할 것이다. 사전 개발 된 Android 보드는 기존 단일 코어 설치를 기반

으로 이중 사용 또는 4코어를 설치한다. 기존 단일코어 설치는 드라이브 장치의 원래

기능의 코어, 채굴 전용코어, 통신 및 방송 전용 코어, 보안 및 플랫폼 관리 전용 코어



등으로 나뉘어 안정성을 향상 시킨다. 미래의 GGOOUM CHAIN   서비스에 대응하

여 독창적인 기술을 보장하고 미래 지향적인 장치를 개발할 계획이다.

5. 마이닝 풀(Mining Pool)의 보강 및 재 배포

광고 회사는 매년 GGOOUM TOKEN을 소비하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 GGOOUM CHAIN SDK에 액세스 한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GGOOUM CHAIN 시장에

가서 커뮤니티 회원과 GGOOUM TOKEN을 교환하고 커뮤니티에 지불할 것이다.

GGOOUM 커뮤니티는 그들이 지불한 TOKEN 을 수령 한 후 수령 된 TOKEN의 80%를

커뮤니티 회원들의 마이닝을 위한 재원으로 재 보충하여 회원들에게 마이닝을 위한 동

기를 부여하고 나머지 20%는 기술 개발 및 기업 발전 기금으로 사용 하게 된다.



제 9 장丨 프로젝트 발전 계획

 9.1 GGOOUM Technology프로젝트 발전 계획

일 자 개발 계획 세부 사항

2018 年

9 月
GGOOUM Chain 프로젝트 출발

2018 年

11 月
싱가포르 Dreamback Block Chain 재단 설립

2020年

7~8 月

Angel Wheel Token

Private Offering

(Cornerstone

Investment)

GGOOUM CHAIN의 글로벌 광고 클라우드 컴

퓨팅 파워 스마트 단말기의 응용 프로그램 규

모를 확장하기 위한 자산 확대.

GGOOUM 초기가입자의 추가 할인 제공.

미래 GGOOUM TOKEN과 회사의 지정된 보통

주와의 교환 가능.

그룹의 분기별 광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배당.

2020年

하반기 ~

2021 年

상반기

기본 엔지니어링 단

계

GGOOUM CHAIN   기술이 적용된 광고 클

라우드 컴퓨팅 장비를 생산 및 운영하고 기본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며 GGOOUM CHAIN

의   분산 지능형 광고 플랫폼을 온라인 으

로 전환.

2020 年

하반기 ~

2021 年

상반기

Market 을 위한

기본 비즈니스

클라우드 컴퓨팅 장비의 시범 운영 홍보와

GGOOUM CHAIN   슈퍼노드 모집 및 각

지역의 GGOOUM CHAIN   서비스 센터 광

고의 출발점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센터

설립.

GGOOUM CHAIN   생태계를 운영하기 위

해 상용 응용 프로그램 구현.

각 Market 에서의 완벽한 응용 프로그램 생태

계 구축 및 지역 파트너와의 커뮤니티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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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한 글로벌 지점 배치.

2021年

6 월

GGOOUM CHAIN

  개발 완료 및

이주

블록체인 상위 체인 플랫폼 개발 및 개선.

Main Chain 의 GGOOUM CHAIN 이주 완료.

다중 비즈니스 모델 아키텍처 및 코드 구현.

2021年

8 월

GGOOUM CHAIN

 해외 지사 설립

아시아 태평양 5개 지역의 주요 대행사 출범.

다국어 커뮤니티 플랫폼과 Market value 관리

및 Community business promotion을 위한

GGOOUM 재단 설립.

GGOOUM Market 가치 관리의 개선 및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Global major exchanges) 연결을
위한 지속적인 월드 마켓 (World market)홍보.

2021年

하반기

글로벌 확장,

최적화 및 통합

분산 지능형 광고 플랫폼 GGOOUM CHAIN

  네트워크의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 인

텔리전트 터미널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80 %로 생태계를 확장.

대규모 사용자 (LU), 대규모 트래픽 (LF) 및 빅

데이터 (BD) 획득.

2022年
사업 개발,

플랫폼 심화 및 확장

GGOOUM CHAIN   분산 지능형 광고

플랫폼에 의한 지속적인 광고 수익 및 수

입 다각화의 실현 가능.

2022年

~

2023 年

GGOOUM

Technology

증시 상장（IPO）

GGOOUM Technology, 자회사 및 프로젝트의

시장 성과에 따른 나스닥 상장 추진.

최초 공모 신청을 위한 나스닥 OTCQB 의 완료

예정.

2022年

~

2023 年

1 조(Trillion)의 글로벌 SMBD(Smart Media Big Data)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에코시스템(Ecosystem)의 탄생!



 9.2 SINGAPORE GGUMTHEC LIMITED 공개 상장 계획

GGOOUM은 막대한 재정 및 자본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의 개발 및 완성도에

따라 SINGAPORE GGUMTHEC LIMITED 프로젝트가 상장되거나 그룹 회사가 나스닥에서

IPO 를 신청하여 자본 시장에서 큰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다.

독립적인 프로젝트 매출과 수익이 이상적인 경우 별도의 IPO를 통해 독립적인NASDAQ

OTCQB 상장 회사가(SINGAPORE GGUMTHEC LIMITED, 및 그 자회사들의 프로젝트 시장 성

과에 따라)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투자자가 회사의 초기 자본인 GGOOUM TOKEN에 참

여할 수 있게 한다.

회사의 경영실적이 있거나 프로젝트 상장조건에 부합될 경우 TOKEN 보유자에게 나스닥

OTCQB 주식교환 권리가 부여된다. TOKEN 보유자는 IPO 작성 전 6 개월 내에 GGOOUM

TOKEN 을 회사 선물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표한다.

12개월 간의 운영 후 그룹의 성과가 만족스럽거나 특정 프로젝트의 운영 성과가 만족스러

울 경우, 나스닥 메인보드 IPO 상장을 진행한다. 메인 보드 상장일자가 결정되기 3개월 전

에 GGOOUM TOKEN을 회사가 지정한 보통주로 교체 할 수 있으며, 주식 스왑(swap) 계획

은 예정된 IPO 날짜 6개월 전에 투자자에게 발표 된다.



제 10 장丨 이사회관리

 10.1 이사기구

싱가포르 GGOOUM CHAIN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함)은 GGOOUM CHAIN 의 개발, 건설,

거버넌스(Governance) 투명성 확보 및 홍보, 오픈소스 생태계(Ecological society)의 안전하고

조화로운 개발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 재단은 훌륭한 거버넌스 구조 를 구성하여 오픈 소

스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문제와 특권 사항을 관리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재

단 거버넌스 구조의 설계 목표는 주로 오픈소스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 관리

효과 및 모금 된 자금의 안전성을 고려한다. 재단은 생태계 구축센터, 기술연구 개발센터,

마케팅 센터 및 일일 관리센터로 구성된다.

 10.2 이사 감독관리

GGOOUM CHAIN 일상관리는 GGOOUM이사회, 관리운영위원회, 기술위원회, 감독위원회로

공동으로 구성되었다. GGOOUM 이사회는 GGOOUM CHAIN 의 최고 관리 기구이며, 그

책임 하에 GGOOUM CHAIN 발전 전략을 제정하고, TOKEN 유통규칙을 확정하며 총괄 적

인 관리 감독을 수행한다. 관리운영위원회는 GGOOUM CHAIN   이사회의 일부 구성

원과 핵심 투자자 및 플랫폼 사용자로 구성 된다. 주로 GGOOUM 의 브랜드 구축 및 일

일 운영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GGOOUM CHAIN 의 기본 플랫폼 연구개발 및 상용 어플리

케이션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으며, GGOOUM CHAIN   기술위원회는 GGOOUM CHAIN

  기술 아키텍처 및 기타 기술 측면의 제어를 담당한다. 감독위원회는 주로 GGOOUM

CHAIN 의 일일 관리를 감독하기 위해 일부 이사회 구성원과 핵심 투자자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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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초기투자(Cornerstone Investment )제 3자 감독체제

GGOOUM CHAIN 에 투자된 자본은 FLI(Freedom Life International)에 의해 투자자로서

100 % 보호된다. 이 유니크한 재무 구조의 장점을 통해 투자자가 신뢰를 갖게 된다.

FLI(Freedom Life International)는 싱가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 3 자 투

자 자금 위탁관리 시스템 모델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재무의 통합은 우수한 보안 기능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제품을 보다 개인화 하고 대상화 하지만 동시에 탐구하고 개선 하여

야 할 사항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 한다.

FLI 는 라이센스를 보유 한 국제 보험 보호회사 (International Insurance Company)인 PCC

이며 모리셔스공화국(The Republic of Mauritius )의 금융 서비스 검사 위원회(Financial

Services Inspection Commission)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관리한다. FLI 는 고객에게 투자

옵션, 양질의 상품, 우수한 서비스 품질 및 세금 효율성 그리고, 보다 중요한 완벽한 보안

시스템 등을 독특하고 효과적인 조합으로 제공 한다.

모리셔스 공화국은 유연성, 효율성, 기밀성 및 보안 유지의 고유 한 조합을 제공하는 고급

해외 비즈니스 지구의 금융 센터이다. Protected Companies Regulations 1999 는 기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FLI 의 모든 자산과 부채 및 보험계약자의 지분을 다른 조직에 의

해 보호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과 절대적인 보안을 위

해 제공되는 이중 체계 시스템 및 관리 감독은 모리셔스 공화국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 시

켜 고객으로 하여금 최고 수준의 보안과 최고 수준의 신뢰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이

보증은 이중체계의 규제와 감독에 의해 제공되며 모리셔스 공화국에서 수행 된다.

FLI 는고객에게 사전 승인 된 공인 투자자 제품이 포함 된 이해하기 쉬운 턴키 투자

(Turnkey investment) 프로비저닝 솔루션(Provisioning solutions)을 제공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보호하는 자체 관리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다.

100%Major Protection Equity Fund Guaranteed Earnings
Investment Fund

Guaranteed Earnings
Investment Fund

US Tactical Asset Management Fund

Algorithm Tactical Trading Fund



Freedom Life International의 재무 구조는 GGOOUM TOKEN이 모금 한 모든 자금을보다

잘 모니터링하여 진정성과 독창성을 보장하고 관리 감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철저한 보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의 요구를 해결하고 충족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과 금융

산업의 결합으로 고객은 개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가질 수 있으며 투자 된 자산에 대한

위험 관리 측면에서 혁신적으로 도덕적 위험 요소를 차단 할 수 있다.

10.4 전략적 협력파트너

SINGAPORE GGUMTHEC LIMITED

GGOOUM CHAIN 생태계는 탈중앙화를 실현하는 분산 플랫폼으로서 운영주체는 SINGAPORE

GGUMTHEC LIMITED 이며 GGOOUM CHAIN 의 개발, 홍보 및 운영을 책임지고 모든 관련 업무

를 시행한다. GGUMTHEC 재단(이하 재단이라 약칭함)은 비영리 단체이며 주최 기관은

SINGAPORE GGUMTHEC LIMITED 이며 등록 장소는 싱가포르이다. 재단은 GGOOUM CHAIN 의

전체 공개 커뮤니티의 건설, 보급 및 운영을 책임진다. GGOOUM CHAIN Open Community 의 주

요 목적은 기술 개발자 및 기관을 유치하고 GGOOUM CHAIN 의 전반적인 생태계를 망라하는

개발도구, 응용프로그램 등의 서비스와 지속적인 기술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를 시행한다 .

Blockchain Investment Limited（BCI）

전문적인 원 스톱 블록체인 금융 인큐베이션 플랫폼 인 홍콩 BM Huijun 그룹의 블록체인



가치 창출에 깊이 관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 기술 서비스 회사입니다. 프로젝트의 초기

비즈니스모델 계획 및 패키징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 이 사업은 BCI 블록체인 비즈니스스

쿨, IPO 리스팅 상담 비즈니스스쿨, 블록체인 재단 등을 포함한다. 블록 체인 기술을 사용

하여 기존 산업, 사물 인터넷, 인터넷, 전자 상거래, AI, 인공 지능 및 기타 빅 데이터 비즈

니스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을 달성하고, 완벽한 비즈니스 폐쇄 루프를 설계하고, 마지막

으로 블록체인 금융 + IPO, 특수 자금을 통해 중첩 효과는 기업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시장

가치 관리가 점점 더 커지도록 돕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다.

BMI 그룹

1995 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기업 재무 및 금융 컨설팅, 전문 평가, 회사 비서, 기업 커뮤

니케이션 및 프로젝트 계획, 전문 번역, 주식 등록, 기업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등 상장

회사를 위한 원 스톱 기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BMI는 사전 상장 및 사후 상장 규정

및 절차를 처리하는데 많은 고객을 지원 했다. 2020 년 현재 연결 회사는 중국, 홍콩, 싱

가포르, 태국, 대만, 미국, 일본, 호주 및 캐나다에 상장 된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L ROAD MYGGUM 이 보유한 핵심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2 개 방면이며, 하드

웨어는 Android Platform 최적화 기술, 소프트웨어 방면에서는 가상 애니메이션

(Virtual Animation) 기술이다. Android Platform 최적화 기술은 App 개발뿐만 아니라,

Android Board BIOS 의 Firmware 기술과 안드로이드 OS 최적화 기술로 안드로이드 보

드에 다양한 주변기기들을 연결하여 하드웨어 OS 기술을 가동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

이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제 11 장丨 GGOOUM TOKEN 분배방안

11.1 발행총량

기호화폐 명칭: GGOOUM CHAIN TOKEN (GOMC)

GGOOUM CHAIN Platform 의 온라인 운영과 GGOOUM Cloud 사업 운영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GGOOUM Chain 의 온라인 네트워크가 출시되기 이전에 Ethereum 기반

으로 GGOOUM CHAIN TOKEN (GOMC)이 발행 되었다. GGOOUM CHAIN 의 주요 온라인

이후 메인 네트워크가 전환되고 GOMC 는 GGOOUM CHAIN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GGOOUM CHAIN 으로 매핑된다. GOMC 의 총 금액은 10 억 개로 제한되며 GOMC 의

실시간 가격은 현재 프로젝트의 실제 시장 가치를 반영한다. GOMC 가 보유한 코인의 수

는 Super Node 의 투표 비율과 수령 한 투표 보상 수와 같은 사용자의 프로젝트 혜택 크

기를 결정합니다. GOMC 채굴 및 GOMC 통화 보유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GOMC 의

일일 채굴 분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

으며, GOMC 를 얻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다. 또한 GGOOUM CHAIN 의 연간 운

영 계획에 따라 사용자에게 풍부한 커뮤니티 활동을 제공하여 더 많은 개별 사용자 및 엔

터프라이즈 사용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체 GGOOUM CHAIN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한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가 GGOOUM플랫폼에서 시작된 활동에 참여하면 스마트계약이 자동으로 GGOOUM

CHAIN   TOKEN (GOMC)을 생성한다. 발행되는 GGOOUM TOKEN 의 총액은 10 억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추가로 발행되지 않을 것이다. 채굴 보상의 비율은 70 %로 사용자의 권

리와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게 되고 또한 시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 것이다.

GGOOUM CHAIN   커뮤니티의 올바른 운영을 보장하고 커뮤니티의 건전한 개발을 유

지하고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의 건설에 투자하기 위해 나머지 부분은 재단, 창립 팀 및 초

석 투자에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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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스마트계약 안전감사 보고

감사번호：201904221001

감사계약명칭：

GGOOUMCHAIN Token (GOMC)

감사계약주소：

0xc3fc3549e50c68662c21649f3F6D88e28271498F

감사계약링크주소：

https://etherscan.io/address/0xc3fc3549e50c68662c21649f3f6d88e28271498f#code

감사시작계약일자：2019.04.19

감사완료계약일자：2019.04.22

감사결과：통과（우수）

감사팀：BEOSIN



감사유형 및 결과：

일련번호 감사유형 감사항목 감사결과

1
코드지정감사

ERC20 Token 표준범위감사 통과

컴파일러 버전 보안감사 통과

가시성 규정 감사 통과

gas 소모감사 통과

SafeMath 기능감사 통과

fallback 함수사용감사 통과

tx.origin 사용감사 통과

비추천 감사 통과

중복코드감사 통과

가변적용범위감사 통과

2 함수적용감사

함수적용권한감사 통과

call/delegatecall 안전감사 통과

반환값 안전감사 통과

자기 파괴기능 보안감사 통과

3 비지니스 보안감사

owner 권한감사 통과

비지니스 논리감사 통과

비지니스 실현감사 통과

4 정수 오버플로우 감사 - 통과

5 재진입 공격감사 - 통과

6 비정상 도달 가능상태 감사 - 통과

7 거래주문에 따른 감사 - 통과

8 블록매게 종속성 감사 - 통과

9 의사 난수 생성 감사 - 통과

10 서비스 거부 공격감사 - 통과

11 거짓 충전 감사 - 통과

12 event 보안 감사 - 통과

비고 : 감사 의견 및 제안은 코드 주석을 참조하십시오.



감사의 말 : 이 감사는 감사 유형 및 결과 테이블에 주어진 감사 유형의 범위만 감사하며 기타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은 이 감사 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BEOSIN Technology 는 이 보

고서를 발행하기 전에 존재했거나 발생한 공격 또는 취약점을 기반으로만 이 보고서를 발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미래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새로운 공격이나 취약점에 대해 BEOSIN

Technologies 는 현명한 계약의 보안 상태에 미칠 수있는 영향을 판단할 수 없으며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안전성 평가 분석 및 기타 내용은 본 보고서 발간 일자의 계약자가

BEOSIN Technology 에 제공 한 문서 및 정보만을 토대로합니다. 문서 및 자료는 누락, 변조, 삭

제 또는 은닉되어서는 안됩니다. 문서 및 자료의 정보, 변조, 삭제, 은닉 또는 반영의 부재는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BEASIN Technology는 결과적인 손실 및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감사결과설명：

회사는 정식 검증, 정적 분석, 동적 분석, 일반 사례 테스트 및 수동 검토를 채택하여 스마트 계

약 GOMC 의 코드 표준화, 보안 및 비즈니스 논리에 대한 다차원 종합 보안 감사를 수행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GOMC 계약은 모든 테스트 항목을 통과하고 계약 감사 결과는 통과 (우수)하며

계약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토큰의 기본정보

Token name GGOOUMCHAIN Token

Token symbol GOMC

decimals 18

totalSupply 10 억（정해진 총계）

Token type ERC20

표 1 토큰 기본정보

2、토큰잠금정보

잠금 없음



계약 소스 코드 감사 주석：

pragma solidity 0.5.7;

/**

* @title SafeMath

* @dev Unsigned math operations with safety checks that revert onerror.

*/

library SafeMath {

/**

* @dev Multiplies two unsigned integers, reverts on overflow.

*/

function mul(uint256 a, uint256 b) internal pure returns (uint256) {

// Gas optimization: this is cheaper than requiring 'a' not being zero,but

the

// benefit is lost if 'b' is also tested.

// See: https://github.com/OpenZeppelin/openzeppelin-solidity/pull/522 if (a == 0) {

return 0;
}

uint256 c = a * b;

require(c / a == b);



return c;

}

/**

* @dev Integer division of two unsigned integers truncating thequotient, reverts on division

by zero.

*/

function div(uint256 a, uint256 b) internal pure returns (uint256) {

// Solidity only automatically asserts when dividing by 0 require(b >

0);

/**

return c;

}

uint256 c = a / b;

// assert(a == b * c + a % b); // There is no case in which this doesn't



* @dev Subtracts two unsigned integers, reverts on underflow (i.e.if subtrahend is greater than

minuend).

*/

function sub(uint256 a, uint256 b) internal pure returns (uint256) { require(b <= a);

uint256 c = a - b;

return c;

}

/**

* @dev Adds two unsigned integers, reverts on overflow.

*/

function add(uint256 a, uint256 b) internal pure returns (uint256) { uint256 c = a +

b;

require(c >= a);

return c;

}

}

/**

* @title GOMC Standard ERC20 token

* @dev Implementation of the basic standard token.



* https://eips.ethereum.org/EIPS/eip-20

*/

contract GOMC {

using SafeMath for uint256; // BEOSIN // introduce SafeMath library for secure math operations

string public constant name = "GGOOUMCHAIN Token"; // BEOSIN // the token name is

GGOOUMCHAIN Token

string public constant symbol = "GOMC"; // BEOSIN // the token is referred to as GOMC

uint8 public constant decimals = 18; // BEOSIN // the token accuracy is 18

uint256 private constant INITIAL_SUPPLY = 1e9;

uint256 public constant totalSupply = INITIAL_SUPPLY * 10 ** uint256(decimals);

// BEOSIN // the total amount of tokens is 1 billion

address public constant wallet = 0x873feD29d4cFcCB1E4919e98DEA88b2725B15C33;//

BEOSIN // contract wallet address

mapping(address => uint256) internal balances; // BEOSIN // declare variables to store token balances at
specified addresses

mapping (address => mapping (address => uint256)) internal allowed; // BEOSIN // declare
variables to store authorization quotas among specified addresses

event Transfer(address indexed from, address indexed to, uint256 value); // BEOSIN

//declare token transfer event

event Approval(address indexed owner, address indexed spender, uint256 value); // BEOSIN // declare

setting authorization quota setting event

/**



* @dev Constructor.

*/

constructor() public {

balances[wallet] = totalSupply; // BEOSIN // send all tokens to contract wallet address

emit Transfer(address(0), wallet, totalSupply); // BEOSIN // trigger token transfer event}

function balanceOf(address _owner) public view returns (uint256) { return

balances[_owner]; // BEOSIN // return address_owner token balance

}

/**

* @dev Function to check the amount of tokens that an owner allowed toa spender.

* @param _owner address The address which owns the funds.

* @param _spender address The address which will spend the funds.

* @return A uint256 specifying the amount of tokens still available forthe spender.

*/

function allowance(address _owner, address _spender) public view returns (uint256) {

return allowed[_owner][_spender]; // BEOSIN // return_owner authorization quota to_spender

}

/**

* @dev Transfer token for a specified address

* @param _to The address to transfer to.

/**

* @dev Gets the balance of the specified address.
* @param _owner The address to query the the balance of.



* @param _value The amount to be transferred.

*/

function transfer(address _to, uint256 _value) public returns (bool) { require(_to !=

address(0)); // BEOSIN // _to non-zero address check

require(_value <= balances[msg.sender]); // BEOSIN // transaction amount check, requiring

transaction amount no greater than current balance of the caller msg.sender



balances[msg.sender] = balances[msg.sender].sub(_value); // BEOSIN // r

educe token balance of caller msg.sender

balances[_to] = balances[_to].add(_value); // BEOSIN // increase transfer destination address_to

token balance

emit Transfer(msg.sender, _to, _value); // BEOSIN // trigger token transfer event

return true;

}

/**

* @dev Approve the passed address to spend the specified amount of tokens on behalf of msg.sender.

* Beware that changing an allowance with this method brings the risk that someone may use both

the old

* and the new allowance by unfortunate transaction ordering. One possible solution to mitigate this

* race condition is to first reduce the spender's allowance to 0 and setthe desired value afterwards:

* https://github.com/ethereum/EIPs/issues/20#issuecomment-263524729

* @param _spender The address which will spend the funds.

* @param _value The amount of tokens to be spent.

*/

// BEOSIN // recommend increaseAllowance and

decreaseAllowance function modification authorization quota

function approve(address _spender, uint256 _value) public returns (bool) { require(_spender != address(0)); //

BEOSIN // _spender non-zero address check allowed[msg.sender][_spender] = _value; // BEOSIN //

set function caller msg.sender



Authorization quota to_spender is_value

emit Approval(msg.sender, _spender, _value); // BEOSIN // trigger authorization quota setting event

return true;

}

/**

* @dev Transfer tokens from one address to another

* @param _from address The address which you want to send tokensfrom

* @param _to address The address which you want to transferto

* @param _value uint256 the amount of tokens to betransferred

*/

function transferFrom(address _from, address _to, uint256 _value) public returns (bool) {

require(_to != address(0)); // BEOSIN // _to non-zero address check

// BEOSIN // transaction amount check, requiring transaction amount no

greater than current balance of transfer source address_from and authorization

quot of_from to function caller msg.sender

require(_value <= balances[_from]); require(_value <=

allowed[_from][msg.sender]);



balances[_from] = balances[_from].sub(_value); // BEOSIN // reduce token balance of transfer source

address _from

balances[_to] = balances[_to].add(_value); // BEOSIN // increase token balance of transfer destination

address_to

allowed[_from][msg.sender] = allowed[_from][msg.sender].sub(_value); // C

hengdu Lian'an // reduce authorization quota of transfer source address_from to function caller msg.sender

emit Transfer(_from, _to, _value); // BEOSIN // trigger token transfer event

return true;

}

/**

* @dev Increase the amount of tokens that an owner allowed to aspender.

* approve should be called when allowed[_spender] == 0. To increment

* allowed value is better to use this function to avoid 2 calls (and wait until

* the first transaction is mined)

* From MonolithDAO Token.sol

* Emits an Approval event.

* @param _spender The address which will spend the funds.

* @param _addedValue The amount of tokens to increase the allowanceby.

*/

function increaseAllowance(address _spender, uint256 _addedValue) public returns (bool) {

require(_spender != address(0)); // BEOSIN // _spender non-zero address check

allowed[msg.sender][_spender] = allowed[msg.sender][_spender].add(_addedValue); //
BEOSIN // update authorization quota of function caller msg.sender to_spender

emit Approval(msg.sender, _spender, allowed[msg.sender][_spender]);//BEOSIN



// trigger authorization quota setting event

return true;

}

/**

* @dev Decrease the amount of tokens that an owner allowed to aspender.

* approve should be called when allowed[_spender] == 0. To decrement

* allowed value is better to use this function to avoid 2 calls (and wait until

* the first transaction is mined)

* From MonolithDAO Token.sol

* Emits an Approval event.

* @param _spender The address which will spend the funds.

* @param _subtractedValue The amount of tokens to decrease the allowanceby.

*/

function decreaseAllowance(address _spender, uint256 _subtractedValue) public returns

(bool) {

require(_spender != address(0)); // BEOSIN // _spender non-zero address check

allowed[msg.sender][_spender] =



allowed[msg.sender][_spender].sub(_subtractedValue); // BEOSIN // update authorization quota of function
caller msg.sender to_spender

emit Approval(msg.sender, _spender, allowed[msg.sender][_spender]); // BEOSIN // trigger
authorization quota setting event

return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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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분배방안

GGOOUM TOKEN 구체적인 배분은 아래와 같음:

 스마트광고 클라우드 설비 채굴 생산: 70%

 채굴은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30 일 주기로 하루에

생산되는 토큰의 수는 10,000개 입니다. 각 주기의 생산은 10 % 씩 증

가하고 증분은 36 주기 입니다. 2 단계 후, 채굴이 끝나는 즉 36 번째

주기 1,080 일 후의 일일 생산은 고정됩니다. 전체 채굴 시간은 3,252

일입니다.

 프로젝트기금회 준비금 : 15%, GGOOUM 생태 후속 항목의 기술개발,

GGOOUM 건설장려, 투자유치 운영, 상무합작, 홍보비 및 프로젝트 생

태계의 완벽화에 이용하며 해당부분 자금의 이용은 재단의 결의가 필

요하고 사전에 공시를 진행 하여야 한다.

 초기투자 : 10%를 초기투자자 도입에 이용하고, 초기 투자자는 단체건

설, 플랫폼 운영 등의 방면에서 기여한다.

 5%를 GGOOUM CHAIN 창립단체와 기술개발단체에 보상한다.

창시단체기술개발단체 채굴산행 초기투자 프로젝트기금회 준비금

발행 토큰 총량 10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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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모집자금 사용계획

모집된 자금은 회사의 생산능력과 기술연구 및 개발을 확장하는데 사용 되

며 GGOOUM이 생산한 장비는 밀집된 상가의 상인들에게 무료로 제공 된

다. 신속하게 자금을 반환하고 장치의 컴퓨팅 성능을 클라우드에 판매하기

위해 판매자는 먼저 장치를 구입할 권리가 있다.

그 중 10%의 컴퓨팅 성능이 행사장을 제공하는 비즈니스에 할당되고 90%

가 회사에 할당된다. 그 중 상인이 자신의 광고를 업로드 할 수 있는 광고

공간 1 개, 우선 활동 표시 1 개, 나머지는 회사에서 관리 및 재배포한다.

위험경고

인증서 손실로 인한 토큰 손실 위험

구매자의 토큰은 구매자에게 할당되기 전에 GGOOUM 계정에 연결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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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계정을 입력하는 유일한 방법은 구매자가 선택

한 관련 로그인 자격 증명이며, 이러한 자격 증명이 손실되면 토큰이 손실

된다. 로그인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매자가

자격 증명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 하나 이상의 위치로 분리하는 것이다. 작

업 공간에 저장하거나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계약관련 위험

GGOOUM 토큰 및 응용 프로그램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므

로 블록체인 핵심 프로토콜의 실패, 예기치 않은 기능 문제 또는 해킹으로

인해 토큰 또는 GGOOUM 응용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작동하

지 않거나 기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유동성 위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다른 이유로 인해 보

유한 GGOOUM 토큰을 판매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규정이

나 다른 이유로 인해 보유한 토큰을 재판매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특

정 기간 내에 자금을 얻기 위해 GGOOUM토큰을 현금화 해야할 경우에는

GGOOUM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예상할 수 없는 기타 위험

암호화 화폐는 완벽하게 테스트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다. 따라서 이 백

서에 언급 된 위험 외에도 GGOOUM 팀이 언급하지 않았거나 예상 할 수

없는 위험이 있으며 다른 위험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다.

기타설명

운영 플랫폼의 개발 계획과 블록체인 산업의 관련 위험을 완전히 이해 하

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전 판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전 판매에 참여하면 규칙의 이용 약관을 완전히 이해하고 인정한 것

으로 간주 합니다.

면책성명

이 문서는 정보 제공 용으로 만 제공되며 문서의 내용은 참조용으로 만 사

용되며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판매에 대한 판매, 제안 또는 초대를 구성하

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판매 또는 구매의 조항으로 구성되거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계약이나 약속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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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이 백서에 요약 된 목표가 변경될 수 있지만

팀은 이 백서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GGOOUM TOKEN을 구입하는 모든 개인 및 그룹은 위험에 따른 책임을 스

스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문서는 새 백서에 따

라 조정될 수 있으며, 팀은 웹 사이트에 공지 또는 새 백서를 게시하여 업

데이트 된 컨텐츠를 게시합니다.

이 문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특정 개인에게만

정보 사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투자 조언이나 계약 또는 약속의

형태가 아닙니다.

GGOOUM 은 다음을 포함하여 참가자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1) 참가자가 디지털자산 분배계획에 참여하면 프로젝트의 위험을 이해 하

고 수용하며 이에 대한 모든 결과를 개인적으로 기꺼이 부담 하여야 합니

다. 프로젝트 팀은 수익을 약속하지 않았으며 프로젝트로 인한 직접적 또

는 간접적 손실을 감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이 프로젝트에 포함 된 디지털 자산은 거래 링크에 사용 된 가상 디지

털 코드이며 프로젝트 자산, 소득 권 또는 통제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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