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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GAO 코인(GAO Coin) 프로젝트는 온오프라인 상거래에 최적화 된 고객 리워드 플랫폼을 구축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객 리워드는 사용이 용이하고 전산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서 전자 화폐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적 기관이 중앙화 된 주
체로서 발행하고 운용함으로써 변동 가능성, 유통 유연성의 한계, 제도적 보안 장치의 부재 등의
요소로 인해 화폐로서의 신뢰성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GAO 코인 프로젝트는 기존
의 복제나 위/변조가 가능한 유통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Global 무역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Royalty 있는 정품 상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산하고 유통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
하는 플랫폼을 추구한다. 아울러 본 프로젝트의 고객 리워드 프로그램에 블록체인, 클라우드 네
트워크, 데이터 분석 기술 등 디지털 기술과 접목시켜 리워드 적립/사용, 리워드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 등에 있어서 장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객 리워드를 효과적으로 시장에 상
용화시킬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파트너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사업 개발 및 실행
부문에서의 경쟁력도 갖추었다. GAO 코인 프로젝트는 기존의 유통관리 프로젝트 및 정품이력
관리 프로젝트와는 완전히 차별적이고 독립적인 특허기반의 정품관리 및 생산이력 관리 플랫폼
을 추구하지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 리워드 제도를 도입하고자 블록체
인과 클라우드 네트워크 기반의 고객 리워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체에너지
시장 내의 분산되어 있는 고객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통합된 전산 플랫폼 상에서 빠
르고 효율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후 고객 리워드를 시장 특성에 적합한 화폐로 발전시
켜 높은 효율성과 보안성을 갖춘 전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구축한 실제 상용화
사례를 기반으로 고객 리워드 플랫폼의 도입처를 타 산업 또는 기업과 확대하여 유통 유연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2. GAO 코인 프로젝트
2.1. 프로젝트 도입 취지
정품 및 생산품 유통이력 관리 플랫폼은 이미 존재하지만, GAO 프로젝트가 이미 보유한 특허기
술은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다. 이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GAO 프로젝트만의 상품에 대한 희
소성과 고유성, 독립성이 본 프로젝트의 핵심 기반이 된다. 특허 기반의 정품인증 시스템과 정품
인증을 위한 생산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정품 생산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정품을 생산하여
운송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 고객 리워드 제도는 마케팅과 고객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효과 적인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고객 리
워드를 구매해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 시 사용해 구매 만족 도를 높이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기
업의 또 다른 수입 모델이 되고 있다. 높은 해외 바이어가 비중을 차지하며 B2B 비즈니스가 90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오프라인 B2B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관
리하고 이를 통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구 매를 독려하기 위한 고객 리워드 시스템
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GAO 코인은 수만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이
들이 상품 구입, 즉 사업 거래를 하러 오는 상인의 성 향을 고려하여 거대한 플랫폼에 체계적인
고객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이 아직 부재하다는 점 에서 고객 리워드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다.
2.2. 블록체인 기술 솔루션의 기능
2016년 딜로이트가 발행한 보고서 6 에서는 고객 리워드 프로그램에 블록체인 솔루션을 도입
하였을 때의 장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고객 리워드 프로그램에 블록체인 솔루
션을 도입할 때, 이 기술 솔루션의 핵심 요소는 로열티 네트워크/플랫폼, 로열티 어플리케이션,
로열티 토큰이라고 언급했다. GAO 코인 프로젝트는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핵심 요소의 장점
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존 리워드 프로그램의 한계에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2.2.1.생산 – 유통 – 판매를 연결하는 Blockchain.
GAO 코인은 특허를 보유한 생산품에 대한 최소단위의 정품 생산, 유통, 판매 이력 관리를 위하
여 Serial Number 또는 Dot Number를 통하여 생산, 유통, 판매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불법
생산품에 대한 정품 인증을 핵심 모델로 하며, 제품의 생산과정 및 수주계약에 대한 납기일정, 운
송과정 등을 블록체인을 통하여 B2B 형태로 제공하고, 정품에 대한 확인 과정을 B2C 형태로 제
공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유능한 생산이력 관리 프로젝트와의 협업 및 정품인증 솔루션과의
파트너쉽 등을 통하여 보다 폭넓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현에 집중하여 GAO 프로젝트만이 할 수
있는 특허 생산품(GaitanoL)에 대한 완벽한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현 할 예정이다.
2.2.2. 맞춤형 통합 고객 관리 플랫폼 구축
GAO 코인은 해외 고객이 다수를 차지하는 B2B 시장 맞춤형 고객 리워드 플랫폼을 도입함으로
써 시장 내의 분산되어 있는 고객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통합된 전산 플랫폼 상에서
고객 니즈에 맞는 고객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본 플랫 폼에 도
입함으로써 GAO 코인 프로젝트의 고객 리워드 관리 시스템은 체계적인 프로토콜, 스마 트 컨트
랙트 기술 등을 통해 다수의 다른 조직이나 고객 리워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으며, 중개자
없이 여러 회사나 리워드 프로그램 간의 고객 리워드 교환이나 변환이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활용하여 추후 고객 리워드를 시장 특성에 적합한 화폐로 발전시켜 높은 효율 성과 보안
성을 갖춘 전자 결제 시스템까지 구축하고자 한다.

2.2.3. 실시간 리워드 관리 및 플랫폼의 상호 운용성 강화
현행법 상 조건부 채권의 형태를 지닌 고객 리워드는 정산되지 않을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정산을 보장할 수 있는 지급 준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의 고객
리워드 발행사와 용역 또는 상품 제공 업체 간에는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고 고객 데이터 및 사용
데이터는 평등한 수준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본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실시
간에 가까운 속도로 투명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고객 리워드 즉시 지급, 사용, 현황
확인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통해 리워드를 지급함으로써 리워드를 발행하는 플랫폼
참여자 간의 상호운용성이 높아지는 것도 장점이 된다. GAO 코인은 수천 건의 B2B 거래가 동시
에 발생하고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등 해외 바이어의 비중이 높은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숙박, 수송, 운송 서비스 등 타 산업과의 긴밀한 협력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플랫폼의 높은 상
호운용성은 더 많은 파트너사와 협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많은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4. 보안 및 운용 안정성 강화
기존의 고객 리워드 시스템은 발행사가 고객 리워드 운영의 일방적인 주체여서 발행사 측의 전
산 오류 또는 정보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고객이 인지하기 어려웠다. 고객 리워드는 고객에
게 채권 형태로 부여되는 가치 자산이므로 강력한 보안을 통해 그 안전이 보호되어야 한다. 블록
체인 기술이 적용된 플랫폼은 모든 고객 리워드가 토큰화 되어 위조가 어려운 고유값을 가지고
있고 해킹이 어렵고 정보의 위조나 변경이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으로 높은 보안성을 보유
하게 된다. 또한, GAO 코인 프로젝트는 여러 노드를 통해 고객 리워드를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운용 상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안성을 강화하여 신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2.5. 투명한 리워드 프로그램 약관 관리
고객 리워드를 발급하는 기업은 가입 계약 체결 시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가지
며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고객 리워드 제도 시행 이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고객 리워드 운영 주체가 일방적으로 고객 리워드의 지급 비율을 변경하거나 또는 고객 리워드
를 통한 할인 비율을 조정하는 등 약관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GAO 코인은 고객 리워드 지급 비율, 할인 비율 등의 약관 및 혜택을 블록체인 상에
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고객 또는 가맹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과 장치를 확보할 것이다. 약
관의 변경 또는 조정이 있을 시에는 블록체인 상에 기록이 이루어지게 된다. 소비자와 고객 리워
드 관리 주체와의 계약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하여 보증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
경하거나 위반할 수 없다.

2.3. 서비스 모델
2.3.1. 모바일 앱 기반 리워드 적립/사용 어플리케이션
기술 서비스 대중화에 있어서 사용자의 편의성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GAO 코
인 프로젝트는 바이어와 상인 등 생태계 참여자들이 가장 익숙하고 쉽게 소지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 내 GAO모바일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GAO 코인의 고객 리워드 플랫폼 서비스를 쉽고 효율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GAO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자는 리워드 토큰 적립/사용이
가능하고 업데이트 되는 여러 혜택, 이벤트 등 대한 최신 쇼핑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
다. 또한 GAO모바일 앱은 전자 결제 기능을 탑재하여 리워드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도입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타사 결제 서비스와 연동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고객의 편의를 강화할 예
정이다.
2.3.2. 고객 등급별 혜택이 적용된 고객 리워드 시스템
GAO 코인 프로젝트의 핵심은 토큰화 된 리워드가 적용된 고객 리워드 시스템이다. 고객 리워드
제도는 고객의 충성도를 유인하고 지속적인 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다. 본 프로젝트는 모바일 앱이라는 단일화 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
고, 시장의 고객이 선호하는 혜택을 갖춘 고객 리워드 프로그램을 런칭할 예정이다. 본 리워드 프
로그램은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 이력에 따라 리워드 토큰, 모바일 쿠폰 등의 혜택을 제공
하는 것과 함께 일정 수량의 GAO코인 토큰을 본 프로젝트 플랫폼에 일정 수량을 예치하였을 경
우에 차등화 된 VIP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지속적인 플랫폼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2.3.3. 리워드 토큰 기반 전자 결제 솔루션
GAO 코인은 리워드 토큰 도입을 통하여 전자 결제 수단을 시장 생태계에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리워드 토큰은 고객 리워드 자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블록체인으로 관리되
어 높은 보안성을 가지며 P2P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GAO 코인은 리워드 토큰의 특
성을 살린 전자 결제 솔루션을 추후 도입하여 고객과 도매상 간 빠르고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2.3.4. 간편 결제 시스템
GAO 코인 프로젝트의 모바일 앱 GAO 멤버스 내에서는 리워드 토큰을 활용한 결제 기능을 도입
할 예정이다. 본 결제 기능은 생태계 내 추가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고객
은 상품/서비스 구매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적립받은 리워드 토큰을 오프라인에서 GAO 그룹
이 운영하는 카페, 셔틀버스, 레지던스, 라운지 등의 부대시설 이용 시,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 화폐로서 사용할 수 있다. 본 결제 기능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QR 코드 스캔을 통한 토큰
교환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서비스 편의를 강화하고자 한다.
2.3.5. 정품 생산 이력 관리 시스템
GAO 코인 프로젝트의 핵심인 특허 상품 생산이력 관리 시스템은 GAO 멤버스 내에서 B2B 형태
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발주기업은 생산 현황 및 납기일정, 운송 계
약의 주요내용(Incoterms 등 )등을 확인하고 예정된 날짜에 예정된 수량의 제품을 받을 수 있도
록 일정 관리가 가능하고, 소매 형태의 지점에서는 정품임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구매/판매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3. GAO 체인 플랫폼의 시스템 구조
Gaitanol Mobile App

Application
Layer
(End-user)

Business
Layer
(distribution
management)

Application
Layer

Payment

Mileage

Contract

Production

Transportation

Distribution

계약 공시, 수주 확인

생산 현황, 납기일

운송 방식, 보험 정보,
운송 현황

정품확인

ERC20
-> EOS or XRP

BaaS

IPFS

3.1.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GAO 체인 플랫폼의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진입점으
로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GAO멤버스 모
바일 앱이 본 레이어에 해당이 된다. GAO코인 프로젝트는 GAO의 생태계 참여자가 손쉽고 안전
하게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본 앱에는 GAO 코인 프로젝트
의 토큰을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 기능을 포함하여 리워드 토큰 적립/결제, 전자 상품권 및
쿠폰 수취/사용 기능 등 전자 결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또한 GAO코인 프로젝트의 고객 리워
드 플랫폼 관리자가 모바일 앱이나 웹페이지를 통해서 리워드 제도 및 약관 관리, 사용자 KYC
인증 및 관리 등 관리자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나 시스템 관리자는 해당 레이
어 상의 별도 관리 페이지를 통해 전반적인 플랫폼 데이터를 관리하고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
링 할 수 있다. 또한, GAO멤버스 이외에도 위에 언급된 GAO 체인 플랫폼의 SDK를 활용하여
타사에서도 GAO 체인 플랫폼의 사용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2. 비즈니스 레이어
비즈니스 레이어는 클라우드 시스템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GAO 체인 플랫폼의 모든 기능들이 API 형태로 구현되어 있다. 본 레이어에는 토큰 관리, 토큰 예
치, 토큰 변환, 결제 시스템, 데이터 수집 시스템, CRM 시스템, 고객 등급 및 VIP 관리 시스템, 고
객 리워드 프로그램 약관 관리 , 계약 내용, 유통이력, 생산지 확인, 납기일자 확인 등 어플리케이
션 레이어에서 엔드 유저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 기능들과 함께 블록체인 레이어와 레거
시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관리자 기능들이 존재한다. GAO 체인 플랫폼
의 비즈니스 레이어는 각 기능 별로 API 접근 권한 관리나 SDK 통합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파트너사의 애플리케이션 도 본 플랫폼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3.3. 블록체인 레이어
블록체인 레이어는 효율적인 운영과 보안성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이더리움과 BaaS, IPFS를 동
시에 사용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레이어에서 리워드 프로그램 내의 모든 자산(GAO 코인
프로젝트의 토큰, 전자 상품권, 쿠폰 등)을 토큰화하여 무결성이 보증된 상태로 관리하며, 해당
자산들이 발급되고 활용되는 기준이 되는 약관 및 운용에 대한 모든 정보들 또한 해당 레이어에
기록된다. 토큰화 된 자산의 모든 이력은 공개된 네트워크에서 투명하게 기록되며, 표준 프로토
콜을 준수함으로써 타 서비스와의 상호 확장이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다.

3.4. Gaitanol 유통이력 관리 플랫폼

- Xangle 등의 공시 시스템 활용

1. 계약

- 계약된 금액의 10% Buyback

▼

2. 생산

- 납기일, 지정된 수량 생산 진행내역

(발주자 확인 가능)

▼

3. 운송

- 유통 Blockchain 사와 협업하여 육상 및 해상
운송 상황 확인

(발주자 확인 가능)

▼

- 최소단위의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기준

4. 유통

( Serial No, Dot No, Package No 등등 )
을 지정하여 정품 Gaitanol 확인 유통

결제관리
▶ Gaitanol Credit Card
- 이용시 3% GAO 마일리지 적립
▶ GAO POS 마이닝
▶ 마일리지를 이용한 Gaitanol 구매
▶ 발주기업도 GAO Token을 이용한 결제 가능 ( 시세차익 실현 가능 )
▶ End-User 정품 Gaitanol 확인

4. 토큰 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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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WALLET APP앱의 개발
- Payback 기능
· B2C의 경우 GAO App 을 통한 Gaitanol 결제 시, 결제금액의 3%를 GAO token 으로 Pay ba
ck하고, 10 GAO token 이상부터 GAO token 으로 Gaitanol 를 구매
· Gaitanol 급유가 가능한 국가들 은 화폐의 단위, 환율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해외에서도 GAO To
ken을 통한 Gaitanol 주유가 가능함
- 신용카드 결제기능 ( Visa, Master 등 )
· PG사 연동하여 카드사 별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GAO Token 으로 전환 또는 카드사별 적립
포인트에 추가하여 GAO Token 3% 적립 결제 금액의 3%를 GAO Token 으로 Payback
하는 기능
· 이용자의 GAO Token Wallet Address 연동 적립된 GAO Token 으로 주유(결제) 할 수
있는 기능
- 유통 및 생산이력 관리 기능
· 이미 유통이력 관리 플랫폼 개발 능력이 있는 파트너사와 함께 공동개발

4.2. 듀얼 토큰 시스템
GAO 코인 프로젝트의 토큰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GAO 코인(GAO Coin, 리스팅
토큰, 토큰 심볼: GAO)과 생태계 내 고객 리워드로만 사용되는 GAO 캐시(GAO Cash, 리워드
토큰)로 구성되어 리워드 정산에 대한 안정성과 화폐로의 확장성을 높이게 된다. 리스팅 토큰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ERC-20 토큰으로 가치 변동성을 갖는다. G
AO코인은 이후 GAO 캐시, 즉 리워드 토큰으로 변환될 시 서비스 대중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져 GAO체인 플랫폼의 생태계 활성화에 역할을 하게 된다. 리스팅 토큰은 리워드 토큰의 유통량
및 활용 빈도 등을 기초로 도출한 알고리즘에 따라 리워드 토큰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으
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시범 사업을 통해 결정된 뒤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리워드 토큰은 실
제 비즈니스에 더욱 빠르게 적용 가능하도록 GAO 체인 플랫폼의 토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
해 발급 및 관리되는 토큰이다. 이 토큰은 GAO 체인 플랫폼에서 1 GAO 캐시 당 한화 1원의 가
치를 지니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가치 변동성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
다. 리워드 토큰은 이더리움 커넥터를 이용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리스팅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다. 사용자가 리워드 토큰을 컨트랙트에 전송하면 변환 비율에 따라 리스팅 토큰으로 변환
된다. 리스팅 토큰과 리워드 토큰은 GAO 체인 플랫폼의 파트너사들 역시 활용할 수 있으며,
두 토큰 간의 교환을 통해 간접적인 가치 전송 및 환산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듀얼 토큰 제도의
사용자들은 기존 유사 시스템 사용자들보다 자신의 무형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더 확보할 수 있
게 된다.

4.3. 토큰 활용
GAO 체인 플랫폼의 사용자는 GAO 멤버스를 통해 고객 리워드를 적립/사용하는 고객 사용자와
플랫폼의 판매 관리 서비스를 사용하여 고객 리워드를 제공하고 결제를 받는 판매 사용자로 나눔
으로써 GAO 토큰을 활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4.3.1. GAO 체인 플랫폼 사용을 위한 토큰 예치
판매 사용자는 매년 KRW 50,000 상당(백서 작성일 기준; GAO 코인 프로젝트의 고객 리워드
플랫폼 런칭 시, 구체적인 예치 정책은 변경될 수 있음)의 GAO 코인 토큰을 플랫폼에 예치함으
로써 본 시스템의 결제 시스템, 고객 리워드 관리,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GA
O 코인 토큰 예치 시 가치 산정은 예치 시점의 최근 일주일 간의 시장 평균가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GAO 코인 토큰의 가격 산정 시 특정 원화 금액에 대한 고정 가치를 갖게
되므로 GAO 코인 토큰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예치하여야 하는 GAO 코인의 개수가 극단적으
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가가 KRW 100 이하(시장에서 일반적인 하한가로 인식
되는 가치인 KRW 100을 기준으로 함)일 경우, KRW 100 근사할 수 있도록 보정하여 적용한다.

4.3.2. 페이먼트 옵션

모바일 앱을 통해 리스팅 토큰을 리워드 토큰으로 변환하여 간편 결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리스팅 토큰을 전송할 경우 리스팅 토큰이 리워드 토큰으로 자동 변환되어
리워드 토큰이 전달된다. GAO 코인 프로젝트는 GAO 코인과 GAO 캐시 간의 교환을 통해 GAO
코인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4.4. 토큰 Distribution

Category

Rate

Quantity

Member

1%

3,000,000

Management

2%

6,000,000

Marketing

10%

30,000,000

Partner & Sales

20%

60,000,000

*Reserve

17%

51,000,000

*Payment

50%

150,000,000

Total

100%

300,000,000

Lock-up Period
1 Year

1 Year

예정 유통물량(Block-deal + Exchange) : 60,000,000 GAO
* Payment
계약 수주 후 3% BuyBack
* Reserve
Payment 물량이 부족 하게 될 경우 추가로 투입, 기타 여분으로 보유할 물량
* Partner & Sales
Partner – Block Deal 및 전략적 파트너사

5. 파트너

CHINA SINOPEC

http://gaiaoil.net/download/GAIAOIL-Work-Guide-CHINA.pdf

PHILIPPINE PNOC

http://gaiaoil.net/download/GAIAOIL-Work-Guide-PHILIPPINE.pdf

INDONESIA PERTAMINA

http://gaiaoil.net/download/GAIAOIL-Work-Guide-Indonesia.pdf

VIETNAM –
PETRO VIETNAM

http://gaiaoil.net/download/GAIAOIL-Work-Guide-Vietnam.pdf

6. GAO코인 로드맵

GAO Platform 설계
정품인증 및 유통이력 관리
GAO Members Reward 관리
파트너사 추가 영입

1차 개발 완료 (GAO Members)
유통이력 관리 기능
정품 인증 기능

21년 2Q

21년 4Q

2차 개발 완료 (GAO Members)
Reward 관리기능
Pay Back 기능

22년 2Q

상용화 (GAO Members)

23년 1Q

6.1. 국내 사업계획

바이오디젤 생산 및 판매

GAITANOL의 생산 및 수출

에멀전 오일 생산 및 판매

▶ 국내외 사업관리
▶ GAITANOL – 원자재 공급 및 기술 지원
▶ GAITANOL – 해외 생산, 수출
▶ 바이오디젤 – 국내 생산, 판매
▶ 에멀젼오일 – 국내 생산, 판매

부동산 개발 및 대행

6.2. 해외 사업계획

바이오디젤 생산 및 판매

GAITANOL의 생산 및 수출

에멀전 오일 생산 및 판매

GAITANOL 중국 진출
▶ 상하이, 랴오닝, 장쑤, 허난, 윈난 등에 현지 사업소와 GAITANOL 공장 설립 계획
▶ 난퉁에 정유·제조시설 매입 계획
▶ 카사바 농장 부지 매입 계획 및 에탄올 공장 설립을 계획
GAITANOL 동남아 진출
▶ GAITANOL 공장 설립 계획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7. 법적 고지사항
이 백서는 GAO 체인 플랫폼과 리스팅 토큰 및 리워드 토큰 (이하 통칭하여 “GAO 토큰’)에 관심
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비즈니스 모델,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
었습니다. 이 백서는 작성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As-is) 작성되었으며, GAO 코인팀은 장래에
대하여 로드맵에 기재된 프로젝트의 결론, 일정, 및 성과를 포함하여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도 그
내용이 정확하거나 적절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백서는 GAO 코인팀의 정책 및 의사결정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최신본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이 백
서 에 기재된 정보나 분석은 여러분에게 본 프로젝트의 참여를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백서는 투자자자문이나 증권, 금융 상품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며, 이
백 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각종 위험 평가, 관련 법률의 적용, 세금의 부과와 관련한 내용을 확
인 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백서를 참조
또 는 사용하여 행한 의사결정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여러분의 모든 손해, 손실, 비용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책임을 부담하며, GAO 코인팀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백서 는 규제 당국의 검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이 백서의 발행, 배포, 보급 사실이 이
백서가 관련 법률 또는 규제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백서의
발행, 배 포, 보급은 관련 법률 및 규제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규제 당국은
GAO 토 큰의 판매, 소유, 사용, 보유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제 당국의 조치에 따
라 GAO 토큰의 판매 및 사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GAO 토큰은 이 백서에 정한 GAO 체
인 플랫폼 에서의 사용 용도 외에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가치 및 기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GAO 토큰은 증권 또는 투자 상품이 아니며, GAO 토큰의 소유가 GAO 코인팀에 대한
이익 등의 분배 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어떠한 지식재산권을 보유
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토큰의 구매는 상당한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여러분은 토큰을 구
매하는데 사 용한 자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으며, GAO 코인팀은 구매 가격,
GAO 토큰의 가치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GAO 토큰을 구매하기 위해 이 백서
를 참조할 때 에는 반드시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 다.

책임 배제
이 백서에 포함된 정보는 수시로 다른 언어로 번역되거나, 여러 참여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과
정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 또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나 오역된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문 백서가 최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최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 백서의 확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GAO 코인팀은 아래와 같이 위
험성을 고지하고 설명합니다. GAO 코인팀이 설명하는 아래 위험성에 대해 GAO 코인팀은 어떠
한 내용 및 형태로도 진술 및 보증을 하지 않으며, 아래 위험성은 전적으로 GAO 토큰 구매자와
GAO 체인 플랫폼 참여자가 부담합니다.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경고문
본 백서에는 현재 시점에서 장래의 계획 및 실행 (이하 “장래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래 계획은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대”, “예상”, “목표”, “예측”,
“의도”, “계획”, “찾다”, “믿는다”, “잠재”, “계속”, “있을 것” 등과 같은 단어 또는 문구를 사용하여
표현되고 있으며 GAO 코인팀의 경험, 현재 상황, 미래 개발의 예상 및 기타 요소 등에 비추어 합
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정 및 분석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위험성 및 불
확실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실현된 GAO 코인 프로젝트의 결과 및 성과는 장래 계획
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잠재적 리스크
GAO 토큰 구매 및 참여를 결정하기 전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관련 요소와 리스크를 충분
히 분석 및 이해할 것을 권장합니다. 리스크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토큰
또는 코인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하여 전 세계 여러 규제 기관에 의해 면밀하게 조
사되고 있는 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GAO 토큰 등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증권 관련 법률의 내용에 따라 특정 금액 이상의 GAO 토큰 등을 보유하는 것이 제한
되거나 GAO 토큰 등의 양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GAO 토큰 등 판매를 위하여 일정 조건 등이
부과될 수 있고 GAO 토큰 등의 교환 또는 양도를 용이하게 하는 관련 비즈니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지갑에 대한 개인키 손상으로 인해 GAO 토큰 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개인키의 분실,
파괴 또는 손상으로 인해 개인키에 대한 액세스가 불가능한 경우, GAO 토큰 등 보유자는 블록
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에 액세스하지 못할 수 있으며, GAO 코인 팀은 이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며, 이를 적용하는 데에는 운영, 기술, 규제, 재무
와 관련된 상당한 위험이 수반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당초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
며, 스마트 컨트랙트에 내재될 수 있는 결함, 취약성 또는 기타 문제로 인해 기술적 문제 또는 G
AO 토큰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업 등 잠재적 참여자들이 런칭 이후에도 GA
O 코인 프로젝트의 플랫폼에 참여하거나 GAO 토큰 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AO 코인 프로젝트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GAO 토큰 등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GA
O 코인의 기능에는 참여자 개인정보의 저장 및 전송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
한 사이버 테러 등에 의해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GAO 코인팀은 권한이 없는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나 여러 사유로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금전
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GAO 코인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블
록체인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규제 여
부 및 그 강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회사들의 사업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G
AO 코인팀은 블록체인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향후 법률 규제 등으로 인하여
GAO 코인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GAO 토큰 등에 대하여 정부
규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 지원이 소비될 수 있습니다.

CO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