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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상품을 세계와 연결하다
Good Goods

Introduce

사람들은 좋은 상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은 좋은 기업의 시작입니다. 굿구즈(Good Goods)는 좋은 상
품의 광고/유통/판매를 중계자 없이 토큰 이코노미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굿구즈를 통해 제조와 유통의 대통합이 시작됩니다. 굿구즈의 공급자와 소비자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
다. 오로지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만이 굿구즈에서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더 만족하는 상품이 사랑받고 널리 유
통되는 것이 굿구즈의 사용자와 운영재단이 추구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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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급자와 생산자는 상품을 매개로 연결됩니다. 그 중간에 어떠한 중계인도 필요가 없습니다. 탈중앙화된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의 Global Good Goods Chain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세계의 사용자를 연결합니다. 좋은

상품이 널리 알려지고 좋은 상품의 공급자가 우대받는 플랫폼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
니다.

제조 정보의 신뢰성

제조 정보의 위변조 여부와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서비스 연결

제품이 세계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서비스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격과 마진

과도한 중간 수수료 없이 결제할 수 있으며, 가격과 마진에 대한 사용자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1

굿구즈의 스마트 페이먼트는 은행 계좌 연결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결제 서비스 제공합니다.

굿구즈 코인의 보유자에게 상품의 추천과 상품의 할인률, 마진률 등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부여합니다.

세계인이 더 신속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 구매를 위해서는 플랫폼을 통한 다자간의 협력과 시너지가 필요합니
다.

GDS-Solution은 블록체인을 통해 전문성에 대한 신뢰성을 투명하게 제공하며, 글로벌 결제 솔루션을 통해 세
계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Shopping Tech

Product Platform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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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S Coin(굿구즈 코인)

굿구즈는 상품의 경쟁력이 곧 코인의 경쟁력이 되는 성장 경제형 코인입니다.

굿구즈 코인은 굿구즈 플랫폼 내 Payment를 위한 중심통화입니다. 굿구즈 코인의 사용과 구매는 지정된 플랫
폼과 제휴 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GDS코인은 ERC20기반 프로토콜이 적용되었습니다.

코인명

굿구즈 코인

1,000,000,000

발행량

(10억개)

발행일

2021. 02. 16

약어

GDS

프로토콜

ERC-20

상장예정

2021.02.18

코인 배분

배분
마케팅
플랫품

Staking
생태계
개발

I.O.Pool

Marketing

Platform

Staking

Ecosystem

Developmnt

10%

15%

30%

23.5%

12.5%

Initial Offering
Pool
9%

SU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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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s(면책 조항)

귀하의 향후 행동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법률, 재무, 세무 등 기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
다.

If you are not sure about your future actions, we recommend that you seek advice from other
expert, such as legal, financial, and tax advisors.

본 백서는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GDS 프로젝트와 관련 일반 참고 목적으로만 배포되었으며 검토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백서는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으며, 사업 운영, 재정 상태의 변화에 따라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Please note that this whitepaper has been distributed for general reference purposes related to

the GDS project at the time when it was written and may be reviewed and corrected. As a result,
this whitepaper may be updated on an occasional basis, an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document may change as changes in business operation or financial conditions, etc. may occur.
본 백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GDS 코인 발행인/배포자/업체의 GDS 코인 판매 또는 구매 제안으로 해석되지 않아
야 하며, 이 문서의 제시 또는 문서 자체가 계약 및 투자 결정에 근거가 되거나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This whitepaper, in no way, shall be construed as a coin sale or purchase offer by GDS Coin

publishers/distributors/merchants, and the presenting this document or the document itself
should not be the basis or dependent on any contract and investment decisions.

본 백서는 사업 계획서, 사업 설명서, 제안서 등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며, 그 어떤 관할권에서도 증권, 사업신탁
의 단위, 집단 투자 계획의 단위 등 투자 제안이나 모집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This whitepaper is not provided as business plans, business statements, proposals, etc., and
should not be construed as investment proposals or recruitment, such as securities, units of
business trusts, or units of collective investment plans in any jurisdiction.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는 규제당국의 검토, 검사, 승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 어떤 관할권에서
도 취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whitepaper has not been reviewed, inspected or approved by

regulatory authorities. These actions have not been taken in any jurisdiction and will not be taken
in the future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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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S 코인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GDS 코인을 다음과 같이 이해, 해석, 분류,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 1) 암호화
폐가 아닌 다른 화폐, 2) 어떤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및 주식, 3) 이러한 채권 및 주식에 대한 권한, 옵션, 파생상
품, 4) 투자수익 보장 또는 손실 회피가 목적이거나 이를 목적으로 사칭하는 차액계약 및 기타 계약 하의 권리,
5) 집단 투자 계획, 사업신탁 등 증권의 단위 또는 파생상품.

If you wish to purchase GDS Coin , you should not understand, interpret, classify, or treat GDS

Coin as follows : 1) non-cryptocurrency currency, 2) bonds and shares issued by any other entity,
3) rights to such bonds and shares, options, derivatives, 4) The difference agreement and other
contractual rights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investment return or avoiding losses, 5) the
unit or derivatives of securities such as collective investment plans, business trus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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