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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S 코인은 호텔 머드린과 연계하여 서비스와 기능들을 개발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 및 결제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누구든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쉬운

사용으로 한 마케팅을 병행할 것입니다.

자체 암호화폐인 GDS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ERC20 표준 타입으로 발행되었으며, 기

존의 이더리움 생태계의 기술적 인프라와 서비스에 손쉽게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범용성과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GDS 코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핵심 통화(Currency)이며, 사용자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중

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머드린의 호텔 머드린은 특급호텔로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해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멋진 해변뷰를 품은 100개의 객실과 웨딩홀/ 컨벤션홀과 다양한 크기의 이벤트홀을 운영중이며, 양

식당/ 한식당/ 일식당/ 카페와 여러 편의시설 및 편의점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텔 머드린은 국제화 및 새로운 시대에 발 맞추어 4차산업의 메카인 블록체인과 신기술을 융합하여

미래를 선도하고 서해안 관광특구의 대표적인 휴양시설로 거듭 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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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머드린/ 설립시기 2013년 8월 1일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해수욕장 8길 28 (신흑동)

대지면적 3,411.3㎡/ 건축면적 1,587.2㎡ /연면적 13,010.1㎡

건축규모 B2F - 10F/ 주차대수 자주식 84대 (지하 1층: 34대, 지하 2층: 50대)

승강기 승객용 2대, 비상용 1대

2. 호텔 머드린

■ 기본 정보

■ 객실 정보

Ondol Room
형태 온돌

면적 25.6㎡

객실수 24

Double Room
형태 더블

면적 25.6㎡

객실수 23

Twin Room
형태 트윈

면적 25.6㎡

객실수 15

Rin Suite Room
형태 더블

면적 55.4㎡

객실수 6

Mud Suite Room
형태 더블

면적 25.6㎡

객실수 23

■ 연회장 정보 웨딩홀 컨벤션홀 세미나홀

사파이어
연회 - 기준 150 / 최대 180
세미나 - 기준 120 / 최대 180
리셉션 - 180

다이아몬드 Ⅰ/ Ⅱ/ Ⅲ
연회 - 기준 300 / 최대 360
세미나 - 기준 200 / 최대 250
리셉션 - 300

다이아몬드 Ⅰ
연회 - 기준 60 / 최대 60
세미나 - 기준 40 / 최대 50
리셉션 - 50

다이아몬드 Ⅱ
연회 - 기준 70 / 최대 70
세미나 - 기준 50 / 최대 60
리셉션 - 60

다이아몬드 Ⅲ
연회 - 기준 50 / 최대 50
세미나 - 기준 40 / 최대 50
리셉션 - 50

크리스탈
연회 - 기준 50 / 최대 80  
세미나 - 기준 40 / 최대 50 
리셉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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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정보

아라 (경양식)
B2F (474㎡)

수용인원 132

매뉴 32 (코스3, 단품29)

*대표매뉴: 안심스테이크

린가 (한식)
2F (115㎡)

수용인원 40

매뉴 11 (정식4, 단품7)

*대표매뉴: 활어매운탕

머드린일식
1F (422㎡)

수용인원 110

매뉴 24 (정식3, 단품21)

*대표매뉴: 회정식

머드린조개전문점
1F (116㎡)

수용인원 150

매뉴 10 (푸드4, 음료6)

*대표매뉴: 조개구이

아르떼보엠 (카페)
1F (147㎡)

수용인원 40

매뉴 57 (푸드12, 음료45)

*대표매뉴: 커피 , 샌드위치

■ 기타시설 정보

비즈니스 센터

B1 (로비 공용)  

수용인원 2

피트니스 센터

1F (23㎡)

수용인원 8

유아 휴게실

2F (9㎡)

수용인원 2

편의점 (레몬비)

1F (38㎡)

수용인원 20

■ 호텔 미션 가치 비전

미션

세계 속에 빛나는 관광한국의 명성과 서해안 특급호텔로서의 경쟁력을 드높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대 고객
서비스 접객시설 및 음식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변신함으로 호텔 머드린 발전에 이바지 한다

가치

𝙸. 사업 핵심가치: 휴식과 만남의 동반자

Ⅱ. 경영 핵심가치: 도전과 열정, 지속적인 혁신, 기본에 충실 고객중심사고, 인재중시, 미소혁신

비전

서해안 관광 특구 대표적인 특급호텔로서의 브랜드 상승

2. 호텔 머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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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랫폼 및 생태계

이용고객

호텔
머드린

GDS

호텔
프랜차이즈

블록체인

굿구즈(GDS)의 암호화폐 구축은 디지털 자산을 이용하여 호텔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
게한 생태계입니다 . 이를 위해 굿구즈 월렛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
(XRP) 등 다양한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지갑이자 결제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하
고자 합니다 . 굿구즈 월렛은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할 수
있으며 , 또한 여러 암호화폐를 지원함으로서 많은 확장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굿구즈 월렛

QR 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하는 방식은 조작이 쉽고 결제까지 처리가 매우 빠릅니다 .

모두다 소유한 스마트폰을 이용하기에 쉽게 이용할 수 특징이 있습니다 . GDS는 이러한
QR 결제를 통해 사용자가 호텔이용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호텔과 호텔 프랜차이즈 전
반에 시트템을 반영 일원화된 서비스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QR코드 결제

GDS는 호텔 주변 상권과의 원할한 협력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시켜 고객의 요구와 만족을 더욱 높여갈 것입니다. 사용자는
GDS 기프트카드를 통해 해당 결제 네트워크 기업의 기프트카드를 허용하는 모든 사용
처에서 GDS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GDS 기프트카드는
많은 사용처를 넓힐 계획입니다 .

GDS 기프트 카드

호텔이용

고객보상고객보상

호텔이용

정보조회 정보조회

서비스증대 서비스증대

정보공유 정보공유

[굿구즈 GDS 시스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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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DS Coin(굿구즈 코인)

굿구즈는호텔머드린의경쟁력이곧코인의경쟁력이 되는성장경제형융합코인입니다.

굿구즈코인은굿구즈플랫폼내Payment를 위한중심통화입니다.굿구즈코인의사용과구매는지정된플랫

폼과제휴거래소를통해서만가능합니다. GDS코인은 ERC20기반 프로토콜이 적용되었습니다.

코인명 약어 GDS

ERC-20

2021.02.18

프로토콜

상장예정

굿구즈코인

1,000,000,000

(10억개)

2021. 02. 16

발행량

발행일

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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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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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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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백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GDS 코인 발행인/배포자/업체의 GDS 코인 판매 또는 구매 제안으로 해

석되지 않아야 하며,  문서의 제시 또는 문서 자체가 계약 및 투자 결정에 근거가 되거나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본 백서는 사업 계획서, 사업 설명서, 제안서 등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며, 그 어떤 관할권에서도 증권, 

사업신탁의 단위, 집단 투자 계획의 단위 등 투자 제안이나 모집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는 규제당국의 검토, 검사, 승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 어떤

관할권에서 도 취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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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4) 투자수익 보장 또는 손실 회피가 목적이거나 이를 목적으로 사칭하는 차액계약 및 기타 계약 하

의 권리,

5) 집단 투자 계획, 사업신탁 등 증권의 단위 또는 파생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