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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가상화폐란 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가치론의 측면에서 가상화폐를 분석해야 합니다. 가상
화폐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한 종류입니다. 상품이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집니다. 가상화폐
는 화폐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화폐로서 기능이 없으며, 현재의 주된 사용가치(유용성)는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수단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전혀 유익하지 않은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가 이러한 투기수단
으로서 사용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품으로서 의미가 없어지며, 어떠한 사용 가치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품이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 등가물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일반적 등가물이란 경제에 존재

하는 모든 상품들과 교환이 가능하여, 모든 상품의 상대적 가치를 이 일반적 등가물의 지위를 얻은 상품의 단
위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이 일반적 등가물이라고 하면, 나이키 에어 1켤레는 순금 1돈, 노
트북 1대는 순금 10돈, 신형 벤츠 1대는 순금 100돈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실제로 사회에서 이렇게 끊임없
이 교환이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현재 어떤 상품과도 직접 교환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또 어떤 상품의 상대적 가
치도 스스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상점에서 다른 상품의 구매에 사용되었고,

가상화폐로 결제 가능한 상점이 생겨났다고 보도한 기사가 있지만, 이는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평가한 뒤 구
매에 사용되는 것이지, 가상화폐가 직접 상품의 상대적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화폐는 가치의 척도, 유통의 매개(=교환수단), 축장수단(=가치저장 수단), 지불수단 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상화폐는 일반적 등가물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들의 상대적 가
치를 표현하거나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로 가치평가 된 후 아주 협소하고 우연하게 상품의 교환에서 유통의 매개가 되고
있기에 유통의 매개로도 거의 기능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한다면 가상화폐는 신용카드보
다도 구매수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가치의 척도와 유통의 매개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축장수단도 되지 못합니다. 지불 수단은 상품의 신용거래에서 사용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인데,
마찬가지 이유로 가상화폐는 이 기능을 지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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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용자의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당신
의 욕구를 충족시키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것을 당신이 사용하고 싶은 다른 것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석을 소유하여 자신의 아
름다움을 배가 시키거나 필요 시 현금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환의 가능성이 “간접적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가치를 말할 때 대개의 경우 시장
가격을 생각하게 됩니다. 혹자는 보석과 같은 원자재들은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나, 이 주장은 보석을 위

한 시장이 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보석을 직접 사용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보석 덩어리
는 당신에게 유용한 다른 것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석의 경우 단단하
게 형성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보석을 시장에 내다 팔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그 현금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에 반해 당신이 보석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보석을 산다면, 그 정의대로, 당신은 보석을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즉, 당
신이 직접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시장이 있다면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GXT PLATFROM INC(이하 “GXT 회사”라고 함)는 GXT Token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유통 분야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GXT Token이 교환의 가치로서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GXT 회사에서 운영하는 플랫폼(gxtworld.com)에서는 1만 개 이상의 다이아몬드 나석과 다이아몬드 주
얼리 제품을 등급과 타입 별로 판매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NFT 기술을 적용하여 다이아몬드 정보 및
디지털 보증서로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GXT 회사는 앞서가는 신기술과 사업 노하우로 다이아몬드 유통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고객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GXT 용어의 정리
구분

의미
GXT Platform에서는 GXT Wallet(입출금), 스테이킹(보상), 서비스(다이아몬드 중개

GXT Platform

서비스 및 경매 등)이 제공되며, 특히 NFT(이더리움 기반의 ERC 721) 기술을 적용
하여 다이아몬드의 고유 정보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XT 토큰

GXT Token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GXT 토큰이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할 수 있는 토큰입니다.
GXT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GXT World에서 판매되는 다이아몬드 및 주얼리의

GXT NFT

정보를 기록하여 소유권(보증서 역할)을 블록체인 원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Token
입니다.
다이아몬드 및 다이아몬드 주얼리 제품이 1만개 이상 등록되어 판매하고 있으며,

GXT WORLD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위탁 받아 판매를 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및 주얼리의 정보 및 판매 이력관리를 위하여 NFT 기술
을 적용하여 상품의 진위여부 및 퀄어리티를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Auction

해외 명품 상품 및 다이아몬드를 일반경매 및 랜덤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경
매 참여 시 GXT Token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GXT Project 및 Token의 안정적 서비스 및 가치를 위한 정책으로, GXT Token을 보

Staking

유하고 있는 홀더들이 스테이킹 시 보상(Safe GXT 및 Available GXT)을 제공하는 정
책입니다.

Safe GXT

Available GXT

Burning

Safe GXT는 스테이킹 시 제공되는 보상 토큰(=Point)으로 GXT World 및 Auction 이용 시
사용 가능한 토큰입니다.
Available GXT는 스테이킹 시 제공되는 보상토큰(=GXT 토큰)으로 GXT토큰이 상장되
어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토큰입니다.
GXT Platform에서 사용되어 회수된 GXT Token은 전체 사용 및 거래되는 양을 감
안하여 일정부분 소각됩니다.
블록체인 밖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블록의 크기를 늘리지 않고 외부

Off –chain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블록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줄이는 방향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블록체인으로 구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서비스 기술 방향 지향합니다.
GXT 서비스 Platform 이용 시 GXT Cash로 거래되는 내역을 오프체인 트랜잭션을

On-chain

통해 쌓여진 정보들을 동기화하여 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트랜잭션 정보들을
블록에 등록하고, 이때 오프체인에서 가져오는 정보들은 핵심 정보만을 간추려 블
록상에 업로드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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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현황
1-1. 전세계 다이아몬드 시장
[전세계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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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 규모는 2018 년에 870 억 1 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19 년부터 2030 년까지 연평
균 3.0 %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42%에서 48%로
성장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중산층과 높은 순자산가구의 성장은 긍정적인 장기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중산층 기준 : 중국의 경우 연간 가처분소득이 15,000달러 ~ 45,000달러이고, 인도의 경우 10,000달러 ~

25,000달러인 가구로 정의)

 실질 GDP와 PDI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이다; 두 가지 모두 코로나19 불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3%
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Sources: Euromonitor;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Bain & Company

1. 시장 현황
1-2. Major 다이아몬드 유통 기업 현황
[연간 생산량, 백만 캐럿]
152

YOY change

147
139

127

(2018–19)

(2019–20E)

−5%

−20%

126

111

-5%

Other

-18%

Petra Diamonds

-8%

Rio Tinto

-13%

De Beers

5%

ALROSA
2015

16

17

18

19

20E

 다이아몬드 생산은 2017년 정점을 찍은 이후 약 5% 감소해 왔으며, 2020년에는 약 20% 감소했다.
Sources: Company data; Kimberley Process; expert interviews; Bain & Company

[생산자에 의한 전 세계 다이아몬드 판매(재고 판매 포함), 수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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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이아몬드 판매가 감소 –33%
Sources: Company data; Kimberley Process; expert interviews; Bain & Company

1. 시장 현황
1-3. 유통 구조 및 전자상거래 시장 추이
[다이아몬드 유통 구조]

다이아몬드 한 개가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원석 채취
후 연마 회사가 다이아몬드로 가공하고 중
간수집상→ 딜러 → 도매상 → 소매상을 거
친 뒤에야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전자상거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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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에 큰 증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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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현황
1-4. 시장 분석
2019년은 다이아몬드 업계에 도전적인 한 해였다.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은 2016년 대비 2017-19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 그러나 증산이 다이아몬드 주얼리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실적은 주로 미국과 중
국 사이의 무역 장벽 증가, 홍콩과 같은 주요 교역 지역의 정치적 불안, 주요 지역 간의 고객 정서 악화로 인해
악화되었다. 2019년 말에는 실적이 개선됐고, 시장은 2020년 회복세를 예상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전염병이 전체 시장에 강타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세계 주요 도시의 폐쇄와 경기 침체로
인해 다이아몬드 소매가 15% 감소했다.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 업체들도 광산 폐쇄, 국경 간 상품 이동 제한,
판매 취소 등 운영 차질을 겪으며, 다이아몬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방해했다. 물류 붕괴, 폐쇄, 폐업 등이 공
급망을 뒤흔들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질병, 방역,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경제 전망을 약화시키고 가계
소비를 낮췄다. 다이아몬드 카테고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여전히 강했지만, 소비자의 행동과 선호도는 바
뀌었다. 그러므로 다이아몬드 업계 참가자와 마케터들은 다음과 같은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2020년 다이아몬드 소매 판매의 최대 20%(2019년 13%에서 증가)가 온라인으로 발생했는데 대부분의 소비자

(70%)는 매장 내 구매를 하기 전에 온라인을 통해 검색하여 주얼리를 선택한다. 이러한 추세가 대유행 이후
완전히 역전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소매상들은 디지털 기능, 즐거운 온라인 쇼핑 경험, 그리고 옴니채널 또
는 물리적인 상호작용에 투자해야 하며, 온라인 쇼핑객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온라인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업계는 다이아몬드 인증서 이니셔티브, 보증 프로그램 및 고객 리뷰를 지원해야 하며, 배송과 반품 정책도 온
라인 쇼핑의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산업 참여자들은 장기적인 추세와 운영 현실에 맞추어 그들의 사업 모델을 계속 재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계는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고, 새로운 마케팅 개념을 연구하여 소비자를
다르게 참여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코로나19 전염병이 다이아몬드 보석류에 대한 그들의 장기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Covid-19는 마케팅에서 떠오르는 추세를 가속화했고, 다이아몬드 마케팅은 치열한 시
장 점유율 경쟁, 다이아몬드의 소비자당 낮은 구매빈도, 신세대 제품 요구사항 변화 등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산업은 다른 프리미엄 및 럭셔리 부문에 비해 마케팅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일률적인 마케팅의 시대는 끝났으며, 맞춤형 분석 기반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앞으로 주요 경쟁 우위가
될 것입니다. 위기 이후 환경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마케터들은 변화하는 고객 정서와 우선 순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며 개인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2. GXT 사업 소개
2-1. 회사 소개

GXT는 버진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싱가포르, 두바이, 인도, 캄보디아 등 국가에서 다이아몬드 유통 사업을 하

는 글로벌 기업으로 다이아몬드 및 주얼리 유통 플랫폼 및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GXT는 GXT Token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유통 분야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
으며, 이는 GXT Token이 교환의 가치로서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GXTPLATFORM INC.는 1940 년 뉴욕에서 설립된 80년 전통의 주얼리 브랜드인 “beregere” 시작으로 블록

체인 기반의 다이아몬드 및 주얼리 거래 플랫폼(www.gxtworld.com)을 운영 중이며, 얼마전 한국 아이돌 방탄소
년단(BTS)과 스톤헨지의 콜라보 주얼리 굿즈 정식 제조 유통회사인 실버스톤G와 GXT는 2020년 9월 25일 글로
벌 공식 판매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GXT는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GXT가 운영중인 GXT World(다이아몬드 및 주얼리 온라인몰)에서는 블
록체인 기술을 통해 다이아몬드의 유통 전 과정 및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품질 보증서(GXT NFT)를 발행하
여 다이아몬드 구입 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GXT는 다이아몬드 및 주얼리 유통 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GXT 사업 소개
2-2. 사업 개요

 GXT PLATFORM INC.는 다이아몬드 유통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GXT World(다이
아몬드 및 주얼리 Mall)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XT World는 블록체인 기반의 다이아몬드 및 주얼리 거래 플랫폼으로 1만개 이상의 다이아몬드 및 주얼리
를 판매하는 플랫폼입니다.

 GXT World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다이아몬드의 유통 전 과정 및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품질 보
증서(GXT NFT)를 발행하여 다이아몬드 구입 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GXT NFT를 통해 다이아몬드 정보와 거래내역을 GXT World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다이아몬드 및 주얼
리의 진위여부 및 품질 보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XT World는 위탁판매 시스템과 가격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뢰도 높은 거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다이아몬드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NFT(Non-fungible token)란?
대체 불가능 토큰의 고유 ID와 소유권은 블록체인 원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체 불가능 토큰에는 암호 해시
함수를 통해 처리되는 메타 데이터가 있으며, 이 알고리즘은 40자리 문자 및 숫자 시퀀스를 계산할 수 있다. 대체
불가능 토큰은 또한 게임, 예술, 보석 등에서 자산 상호 운용성의 가능성을 창출해내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2. GXT 사업 소개
2-3. GXT 플랫폼 & 토큰 소개
특징

ERC 20

GXT Token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및 거래

GXT Platform & Token]

GXT
Platform
 스테이킹
 다이아몬드 및 주얼리
거래 플랫폼

ERC 721

GXT NFT
 다이아몬드 및 주얼리
정보 등록(보증서)
 제품 구입 시 제공

 다이아몬드 경매

1

GXT 플랫폼은 지갑, 스테이킹, GXT World, 다이아몬드 경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GXT 토큰과 GXT

2

GXT 토큰은 ERC20기반의 유틸리티 토큰이며, GXT NFT는 ERC721 기반의 토큰으로 대체 불가능

3
4

NFT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토큰(NFT)으로 개발되어 발행되었습니다.

GXT 토큰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가능한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GXT NFT는 다이아몬드의 정보를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되어 보증서로서 사용되며, 고객이 상품
구입 시 고객의 이더리움 지갑으로 전송됩니다.

2. GXT 사업 소개
2-4. GXT 플랫폼 스트럭처

회원
①방문
②방문(GXT 토큰)
GXT 상장

GXT Platform
③GXT 토큰

⑦GXT 토큰
④

암호화폐
거래소

⑤-1 결제
⑥GXT
토큰 이동

Wallet

Staking

GXT 토큰

Service

보상 토큰

⑤-1

GXT
World

GXT NFT
Available
GXT

거래 내역

다이아몬드 및 주얼리몰
(gxtworld.com)

⑤-1
방문

Safe
GXT

경매
(GXT Platform 내)

⑤-3
GXT NFT

GXT NFT 등록

나석

GXT 토큰으로 참여

주얼리

회
원

위탁판매
(서비스 예정)

경매 참여
(GXT Token)
경매품

⑤-2 상품 구입
결제
(신용카드 / 간편결제 / GXT Point)

낙찰

⑤-4
상품

결제된 GXT 토큰

Burn
Wallet

Auction

GXT 토큰

사용된 GXT 토큰

GXT C/A
Wallet

GXT 토큰

Sales
Wallet

ⅰ) GXT 플랫폼은 지갑, 스테이킹, 서비스(다이아몬드 및 주얼리 거래 플랫폼, 다이아몬드경매)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ⅱ) GXT 스테이킹은 GXT 토큰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를 통해 구입 후 GXT 플랫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ⅲ) GXT World와 옥션을 통해 사용된 GXT 토큰은 GXT C/A로 모여 재판매 되거나 소각처리 됩니다.

2. GXT 사업 소개
2-5. GXT World 사업 구조

Diamond 수입
① 나석 및 주얼리 정보

Diamond 상품 정보
원산지

가공 기업

상품 정보

고유넘버

②정보 등록

GXT NFT
③GXT NFT 등록

GXT World
(Diamond and Jewelry Trade Platform)
경매 서비스
(Action)
⑤ 상품 및
GXT NFT

신용카드

현금

간편결제

Safe GXT
(= GXT Point)

결제
④ 상품 결제

고객

ⅰ) 다이아몬드 공급 회사로부터 다이아몬드(나석)를 수입 시 다이아몬드 정보를 받습니다.
ⅱ) 다이아몬드 정보(원산지, 가공기업, 상품 정보, 고유넘버 등)를 GXT NFT에 기록하여 gxtworld.com에
등록합니다.
ⅲ) 다이아몬드 및 주얼리 구입 시 결제는 신용카드, 현금, 간편결제, GXT World Point로 가능합니다.
ⅳ) GXT World를 통해 다이아몬드 판매 시 상품과 함께 GXT NFT를 구입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2. GXT 사업 소개
2-6. GXT Token Staking 보상 정책

Cryptocurrency Exchange
Buy GXT Token

GXT Token

고객
Sign up for GXT membership and create a GXT wallet

GXT Platform
Trade

Request GXT Staking

GXT Staking
Staking Reward
Available GXT
Change

GXT Token

Safe GXT

Use

Use

Action

Change

GXT World Point
Use
GXT World

GXT 토큰 스테이킹은 User가 GXT 토큰이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방문하여 GXT 토큰을 구입 후 GXT
Platform에 회원 가입 후 GXT 지갑을 생성하여 스테이킹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GXT Staking 시 User에게 제공되는
보상으로는 Available GXT와 Safe GXT가 지급되는데 Available GXT는 Action에 참여할 수 있고 GXT 토큰으로
전환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Safe GXT는 Action에 참여할 수 있고 GXT World Point로
전환하여 GXT World(다이아몬드 & 주얼리 거래플랫폼)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GXT 토큰의 가치는 스테이킹을 통해 보상 받는 Available GXT와 Safe GXT에 있으며, 특히 Safe GXT는 포인트 개념
으로 GXT World에서 다이아몬드를 구입 시 사용한 만큼 저렴하게 다이아몬드를 구입할 수 있다는데 있다.

2. GXT 사업 소개
2-7. 경쟁력

 GXT Token의 법률검토 완료
글로벌 로펌(영국 및 싱가포르)을 통해 “유틸리티 토큰”으로 법률검토(Legal Opinion)를 마쳤습니다.

 GXT Token의 Code Audit 검토 완료
시스템 보안검토 전문기업으로부터 GXT Token(ERC 20 )에 대한 Code Audit 검토를 마쳤습니다.

 GXT 사업 안정성 검토 완료
블록체인 비즈니스 검토 및 평가 전문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GXT Platform 보안 강화
GXT Platform의 시스템 보안은 다중화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이상징후 워닝 시스템을 통해 24시
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더(회원)의 지갑을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 OTP를 적용하
였습니다.

 GXT Token Staking 운영
GXT 토큰은 사업 초기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한 이후 GXT 토큰이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으
며, 구입한 GXT 토큰을 GXT Platform을 통해 스테이킹 시 GXT 토큰으로 보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보상은 스테이킹 수량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됨)

 GXT Token의 소각 정책
GXT Platform에서 사용되어 회수된 GXT Token은 전체 사용 및 거래되는 양을 감안하여 일정부분 소각되는
데, 소각량은 총 발행량에서 매년 사용되는 양과 보유하고 있는 양을 분석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GXT Token
의 가치를 유지하고 및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해서 입니다.

3. GXT PLATFORM 소개
3-1. GXT Service Platform 주요 구성
GXT Platform은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유저들이 암호화폐를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Wallet

Staking

GXT World

Auction

 GXT Wallet

GXT Wallet은 Staking / 서비스(다이아몬드 거래 플랫폼, 경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형 웹으로 개발되었
습니다.

 Staking
GXT Token의 Staking은 시스템 및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GXT PLATFROM의 운영정책으로 Staking은 수
량 및 기간에 따라 차등 보상됩니다.

 GXT World
gxtworld.com은 다이아몬드 및 주얼리 거래 플래폼로 다양한 다이아몬드 제품 및 주얼리를 판매하고 있으며,
위탁 판매 서비스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Auction
옥션(경매)은 회사가 판매하고 제품 중 1개를 선택하여 매월 1~2회 진행되고 있으며, 옥션 참여는 GXT Token
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옥션 낙찰 방식으로는 최고가 낙찰방식과 고정가격 입찰 시 랜덤 추첨방식으로 구분되
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3. GXT PLATFORM 소개
3-2. GXT Service Platform 기능

Wallet

Staking

GXT World

Auction

 GXT Platform은 반응형 웹으로 개발되어 PC 및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
다.
 GXT Platform의 회원가입은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인증으로 매우 쉽고 빠르게 회원가입
이 가능합니다.
 GXT Dash Board를 통해 현재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GXT Token과 그 외 등록된 Token
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금과 송금이 편리합니다.

 GXT Platform은 gxtworld.com 및 경매 서비스와 연동되어 있어 쉽고 빠르게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GXT Platform은 보안에 특화된 기술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
다.

3. GXT PLATFORM 소개
3-3. Dapp 소개

Staking

 GXT 스테이킹은 암호화폐거래소에서 GXT 토큰을 구입 후 GXT Platform에 회원 가입하여
GXT 토큰으로 노드 신청 시 스테이킹이 진행됩니다.

 노드 신청은 1노드당 1,000GXT이며 스테이킹 기간은 3,6,12개월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
습니다.
 스테이킹 보상은 스테이킹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GXT 토큰으로 제공됩니다.
 GXT 스테이킹은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GXT PLATFORM 소개
3-3. Dapp 소개

다이아몬드 및 주얼리 Mall

 GXT WORLD에서는 다이아몬드 나석 및 주얼리 제품을 구입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개발되
어 있으며, 1만 개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등록되어 있어 다이아몬드 타입과 등급을 선택하
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Blockchain 기술을 적용하여 판매하는 제품(다이아몬드 나석 및 주얼리)에 대한 GXT NFT
(디지털 품질 보증서)를 제공해 드리며, GXT NFT는 향후 다이아몬드 거래 시 GXT 회사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해 드립니다.
 GXT World는 다이아몬드 판매 외에도 위탁판매 서비스를 추가 예정입니다.
 GXT WORLD에서는 현금, 신용카드, 간편결제 뿐만 아니라 GXT Token으로도 다이아몬드
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GXT PLATFORM 소개
3-3. Dapp 소개

AUCTION

 경매는 GXT World에서 공식적으로 판매되는 다이아몬드 및 주얼리 제품으로 진행됩니다.
 경매참여는 GXT Token으로만 가능하며, 참여 티켓을 구입해야 경매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매는 최고가 낙찰방식과 랜덤방식(추첨)으로 진행됩니다.
 경매는 매월 1~2회 진행합니다.
 낙찰 시 배송 보험료는 회사가 지불하나, 세관 통관 시 세금은 본인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4. GXT 주요 파트너사

Xangle은 암호화폐 시장을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구축된 정보공시 플랫폼으로
이 플랫폼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기업 정보와 공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Xangle은 글로벌 거래소와의 Networking이 형성되어 있으며,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
들이 Xangle이 제공하는 Report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어 글로벌 거래소 상장 시 좋은 조건으로 상장이 가능
합니다. 저희 GXT PLATFROM INC는 Xangle과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Xangle Report 결과 발
전 가능한 프로젝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해치랩스(Haechi Labs)는 스마트 계약의 보안 취약점을 찾고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많은 기업들

이 의뢰하며, 해치랩스로부터 결과 Report를 받은 프로젝트들은 기술 및 보안에 대해 시장에서 인정을 받습니
다. 해치랩스의 주요 고객기업으로는 SK텔레콤, 코인플러그, 카카오 그라운드X 등 유력 정보통신기술(ICT) 업
체들과 LG그룹, 신한은행 등이 있으며, 이 기업들은 기존 서비스와 블록체인을 연동하는 등 디지털 전환 전략
을 세울 때도 해치랩스는 컨설팅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GXT 토큰에 대해 해치랩스에서 기술 및 보안검사에
진행하였습니다.

Duane Morris & Selvam LLP는 미국에 본사를 둔 국제 법률 회사 인 Duane Morris LLP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법률 회사 인 Selvam LLC의 합작 법률 벤처입니다. 아시아, 미국 및 유럽의 사무소에서 800 명 이상의 법
률 전문가를 보유한 이 회사는 기업이 아시아, 미국, 라틴 아메리카, 영국 및 그 외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GXT는 Duane Morris & Selvam LLP를 통해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4. GXT 주요 파트너사

무역을 위해 만들어진 DMCC는 국제 상품 무역의 선도적인 중심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유
지역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으며, 금, 다이아몬드 및 귀금속에서 차, 식품 및 산업 자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에 대한 무역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DMCC는 주요 다국적 기업과 신생 기업의 본거지로서 18,000
개 이상의 기업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도적 인프라 및 커뮤니티
를 제공하고 있으며, GXT 회사는 DMCC와의 협력을 통해 다이아몬드 수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DEX (International Diamond Exchange)는 Antwerp, Mumbai, Ramat Gan 및 New York과 같은 주요 다이아
몬드 도시에 위치한 전문 다이아몬드 기업으로 거래자를 위한 선도적인 온라인 다이아몬드 거래 플랫폼입니
다. IDEX는 동적 가격 책정 기능 및 독점적이고 고유 한 온라인 거래 청산 기능 (GDT

TM

)을 통해 온라인, 라이

브, 공급 목록을 제공하며, 7000 명 이상의 전문 거래자가 이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사용합니다.
GXT 회사는 IDEX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IDEX의 다이아몬드 상품(나석) Pool에서 제공받고 있습니다.

Silverstone Global
실버스톤 글로벌은 주얼리 유통 전문기업으로 “BTS & 스톤헨지” 콜라보 상품인 탄생석 목걸이 라이선스를 보
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GXT 회사는 실버스톤 글로벌과 “BTS & 스톤헨지” 콜라보 상품인 탄생석 목걸
이를 해외에 유통할 수 있는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서 GXT 회사는 고가의 다이아몬드 및 다
이아몬드 주얼리 외에도 캐주얼한 상품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5. GXT BLOCKCHAIN TECH
5-1. GXT On-Chain Blockchain Platform Ethereum

5. GXT BLOCKCHAIN TECH
5-2. GXT Network Chain Structu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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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체인 트랜잭션(GXT MAIN)
온체인(이더리움 프로토콜)에서는 GXT 오프체인 트랜잭션을 통해 쌓여진 정보들을 동기화하여 GXT 메인 블
록체인 네트워크상의 트랜잭션 정보들을 등록합니다. 이때 오프체인에서 가져오는 정보를 최소화 하여 블록
상에는 필요 정보들만 등록시키게 됩니다.
 오프 체인 트랜잭션(GXT SUBNETWORK)

GXT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중요한 데이터를 추적, 저장하기 위한 기록 시스템 응용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중
요한 데이터들은 GXT내 계좌의 신용/인출 거래/내부 규제 데이터(예:GDPR), 전체 트랜잭션 기록(GXT
SERVICES)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를 전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
록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감사 기능을 구축할 경우 실수가 발생하기 쉽고 사용자 지정 개발 방
식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데이터 변경을 추적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GXT는 클라우드 제공 오
프체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확장 가능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과거 기록의 무결성을 쉽게 확인
합니다. 오프체인상의 수많은 로직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온체인과 연결함으로써 중앙
운영방식과 분산형 소유 운영 방식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GXT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GXT BLOCKCHAIN TECH
5-3. GXT Network Chain Structure
 On-Chain + Off Chain
현재 GXT 서비스 플랫폼에는 약 2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월 이용건수는 1만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GXT 서비스 플랫폼에서 발생 되는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수없이 많은 트랜잭션을 발생 시키고 그에 따른 즉각
적인 결과 정보(result)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트랜잭션 처리는 메인넷의 온체인으로는 실시간 서비스에 대
응할 수 없습니다. (결제 응답 처리 속도가 블록 생성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GXT는 프론트
DAPP과 서비스 관리자 화면에서 등록, 저장되는 수많은 정보들을 오프체인에서 관리하고 처리합니다,
이에 대한 최종 결과 값을 온체인 (이더리움) 블록상에 업로드 하여 무결성에 대한 보완을 지정합니다. 오프체
인 계층에서 결과에 대한 서명처리를 진행하지만, 최종적인 결과 정보는 별도의 네트워크로 브로드 캐스트 되

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외부에서 게더링 되기 때문입니다.

•

GXT의 On-Chain / Off Chain 구조적 필요성

트랜잭션 처리 속도
트랜잭션이 발생한 후 해당 트랜잭션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전파되어 확정 되는데 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만일 GXT의 서비스 플랫폼에서 결제수단으로 GXT Token을 사용했을 경우, 이더리움에서 블록 생
성하여 이 결과가 전달되는데 까지는 수초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는
온체인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오프체인에서 처리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트랜잭션의 모든 내역은 공개 장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 됩니다. 그런데 공개
를 원치 않는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는 트랜잭션을 발생시켜야 된다면, 그때 오프체인으로 처리를 합니다.
비용/확장성
트랜잭션 검증 시 채굴자에게 지불 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며,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수(TPS)가 너
무 적습니다. 그래서 빈번이 일어나는 소액결제와 같은 서비스를 현재 온체인에서 수행하게 된다면 송금액보
다 수수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 될 수 있습니다.

Centralized Network

Decentralized Network

GXT HIBRID Network

5. GXT BLOCKCHAIN TECH
5-4. GXT System Architecture

CLIENT
LAYER

Mobile Dapp
(Android / IOS)

GXT API

Admin Management
Off Chain / Transaction Data
KEY / META DATA

STORAGE
LAYER
③ SHA DECRYPTION
HASH DATA / DECRYPTION KEY

GXT RPC API
SMART
CONTRACT
LOGIC
GXT SMART CONTRACT

GXT ONCHAIN
BLOCKCHAI
N

GXT BLOCKCHAIN
GXT TRANSACTION / ETH NETWORK

CLIENT LAYER
: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End Point로 GXT Platform 내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GXT
API를 통해 서버로 송신합니다.
STORAGE LAYER
: GXT 에서 연동된 데이터를 Hash Code화하고 GXT OFFCHAIN의 트랜잭션 정보에 쌓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GXT ONCHAIN LAYER
: 트랜잭션이 발생된 노드와 자신의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거래 내역을 공유합니다. 다른 노드들에게 전파되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판단된 노드가 있다면, 거래 내역이 초기화되고 무결성이 검증된 거래 내역으로 동기화 시
킵니다.
GXT ON-CHAIN BLOCKCHAIN
: 블록체인 데이터 구조의 저장 공간입니다.. 머크 트리와 인증 디지털 사인 정보, 해시, 트랜잭션을 담은 블록

과 Dapp에서 전달된 META DATA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5. GXT BLOCKCHAIN TECH
5-5. GXT Smart Contract

5. GXT BLOCKCHAIN TECH
5-6. GXT NFT

Smart contract application

Gxt generates send proofs

Send request for gem

to the Gxt Method

The Gem Contract verifies

Smart contract application
Receive verified Gem

GXT NFT 기본 작동 방식
1. 스마트 컨트랙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WEB이 GEM의 메타 정보 생성을 위한 요청 발신
2. GXT NFT Method API를 통한 GEM CONTRACT 증명 발신
3. GEM CONTRACT 계약 코드 실행을 통한 정보 검증
4. SMART CONTRACT APPLICATION에서 GEM 정보를 사용자에게 수신

GXT NFT는 보석이나 고가품, 예술품 등 고가의 자산 공급망에서 제공되는 유형자산을 추적하는데 특히 유용
합니다. GXT NFT 기능 요소를 통해 사용자 자산을 토큰화하는데 있어서 블록체인에서 물품에 대한 출처, 인
증, 검수, 트랜잭션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 품질 관리 및 신뢰성/무경성에 기반하여 모조품
을 특정하여 제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석 시장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
용해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며, GXT FNT Contract를 활용해 결제 시스템, 구매, 이관 등의 출처를 기록하는 블
록체인 및 기존 백엔드 시스템을 상호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완전히 통합된 GXT NFT 설계 및
기술적 구현을 통해 보석 검증과 지급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백엔드 시스템 업데이트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또는 특정 과정이 지나면 소각도 가능합니다.

6. GXT Members

6. GXT Members

7. GXT TOKEN 정보 및 운영 정책
토큰 정보
 Token Name ------------------------------------------------ GXT
 Symbol ----------------------------------------------------- Total Issued Quantity -------------------------------------- 5억개

 Algorithm --------------------------------------------------- EHEREUM / ERC 20
 Type --------------------------------------------------------- UTILITY Token
 Service Platform -------------------------------------------- GXT PLATFORM

토큰 운영 정책
 Ecosystem & Holder Compensation ------------------------------

2.5억개

 Holding Foundation -----------------------------------------------

0.5억개

 Incineration & Exchange ------------------------------------------

0.5억개

 Sales ----------------------------------------------------------------

1.5억개

50%

Ecosystem &
Holder
Compensation

10%

10%

30%

Holding
Foundation

Incineration
& Exchange

Sales

8. ROADMAP
2019년

2020년
 GXT 토큰 프라이빗 판매
 DMCC 다이아몬드 협력 계약

3Q

1Q

 IDEX 다이아몬드 유통
파트너십 계약 체결

 GXT 재단설립

 GXT 플랫폼 시작
 해외 홀더 초대 행사 진행

4Q

 BW / LATOKEN 거래소 상장
 베르제르(주얼리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프라이빗 세일 종료

 GXT 플랫폼 고도화
 코드오딧 리포트(해치랩스)

4Q

2Q

 BTS & 스톤헨지 콜라보 상품

유통 계약체결

 GXT World 플랫폼 개발

 다이아몬드 경매 오픈

3Q

 Coinsbit 거래소 상장
 1차 리갈오피니언
(버진아일랜드)

2021년

1Q

 GXT World 플랫폼 고도화
- GXT NFT 플랫폼 개발
- GXT NFT 발행

3Q

 거래소 상장(리퀴드,빗썸) 예정

 2차 리갈오피니언
(싱가포르)

 거래소 상장 예정
(BITTREX, XIGNAL)

2Q

9. VISION
글로벌 다이아몬드 마켓 Top 5 진입

GXT PLATFORM INC.는 2030년까지 다이아몬드 글로벌 유통시장에서 Top5 내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다이아몬드 거래 플랫폼 사업 및 Beregere 브랜드 고급 주얼리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프라인 다이아몬드 주얼리 매장 내 GXT NFT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10.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본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의 모든 내용을 주의 깊게 읽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향후 행동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면 법률, 재무, 세무 등 기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10.1 법적 고지
(a) 본 백서는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GX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참고 목적으로만 배포 되었으며 검토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표지의 날짜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최종본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날짜 이후 GXT 사업 운영, 재정 상태 등 본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b) GXT 토큰(GXT Token)의 매매와 관련 계약 또는 법적 구속력 있는 서약을 체결할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으며 본 백서를 근거로 자금을 수수해서는 안됩니다. GXT 토큰의 매매는 GXT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련 세부사항은 본 백서와 별도로 공지됩니다.
© 본 백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GXT 토큰 발행인/배포자/업체의 토큰 판매 또는 구매 제안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하며, 이 문서의 제시 또는 문서 자체가 계약 및 투자 결정에 근거가 되거나 의존되어서는 안됩니다.
(d) GXT 토큰은 증권, 사업신탁의 단위, 또는 집단 투자 계획의 단위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각 정의는 사업지 관할 구역의 동등한 규정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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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GXT 토큰이 구매자들에게 GXT 서비스와 관련하여 참여하거나 투자수익 /수입/지급/이익 또는 그 금액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 해석, 분류,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f) 본 백서에 명시된 토큰 발행 방식이 규제 또는 금지된 관할권에서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등 전파할 수 없습니다.
(g) GXT 토큰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GXT 토큰을 다음과 같이 이해, 해석, 분류,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1)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화폐, (2) 그 어떤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및 주식, (3) 이러한 채권 및 주식에 대한 권한,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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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배포 및 전파의 제한
(a) 본 백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배포 또는 전파하는 것은 그 어떤 관할권의 법률 또는 규제 요구 사항에 의해
금지 및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귀하는 본 백서의 소지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제한사항을 스스로 숙지하고 법률 등 자문을 구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GXT를 운영하는 회사와 GXT 임직원,
대리인, 관계사 등(이하 ‘GXT PLATFROM INC 및 관계사’)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 배포 및 전파로 인해 본 백서를 열람 또는 소지하게 된 경우 그 어떤 목적으로든 본 백서 또는 그 내용을
배포, 복제 등 기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도록 허용 및 원인제공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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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책임 배제
(a) GXT PLATFROM INC 및 관계사들이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가능한 대로’ 제공됩니다. GXT
PLATFROM INC 및 관계사들은 GXT 토큰 및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품질, 적합성, 정확성, 적정성, 완전성
등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보장 또는 묘사를 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류, 지연, 누락, 또는 이에 의존하여
취해진 행동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b) GXT PLATFROM INC 및 관계사는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를 포함하여 그 어떤 형태로든 진위, 정확성,
완전성을 그 어떤 주체나 개인에게 묘사, 보장, 약속하거나 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c) GXT PLATFROM INC 및 관계사는 귀하가 본 백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이에 의존함으로써
이와 관련 발생하는 그 어떤 간접적, 특수적, 부수적, 결과적 손실(투자수익/수입/이익의 손실, 활용 및
데이터의 손실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 상 법적 채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관련 법률 규제가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10.4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경고문
(a) 본 백서에 명시된 특정 표현들은 프로젝트의 미래, 미래 사건, 전망 등에 대한 예측성 진술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 아니며 ‘예정,’ ‘추정,’ ‘믿음,’ ‘기대,’ ‘전망,’ ‘예상’ 등의
단어와 유사한 표현들로 식별됩니다. 본 백서 외 발표자료, 인터뷰, 동영상 등 기타 공개자료에도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에 포함된 미래 예측 진술은 GXT PLATFROM INC 및 관계사의 향후
결과, 실적, 업적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 미래 예측 진술은 다양한 리스크 및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현실로 구체화되는 경우 GXT
PLATFROM INC 및 관계사의 실제 성과와 발전은 미래 예측 진술에 의해 설정된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있어도 GXT PLATFROM INC 및 관계사는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백서, GXT PLATFROM INC 및 관계사의 홈페이지와 기타 자료 등에 포함된 미래
예측 진술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 미래 예측 진술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귀하에게 있습니다.
(c) 본 백서가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GXT 서비스 플랫폼은 완성되었거나 완전히 운영 중인 상태가 아닙니다.
향후 GXT 서비스 플랫폼이 완성되고 완전히 운영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설명이 작성되었지만, 이는 GXT
서비스 플랫폼의 완성 및 완전한 운영에 대한 보장 또는 약속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10.5 잠재적 리스크
(a) GXT 토큰 구매 및 참여를 결정하기 전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관련 요소와 리스크를 충분히 분석 및
이해할 것을 권장합니다. 리스크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i) 식별 정보 분실로 인한 GXT 토큰 접근 제한, GXT 토큰을 보관한 디지털 월렛 관련 필수 개인키 분실 등

보관 관련 구매자 과실 리스크 (ii) 글로벌 시장 및 경제 상황으로 인한 GXT 토큰 발행 후 가치 변동 리스크.
GXT 회사는 이러한 GXT 토큰 가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GXT 토큰의 생태계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거나 의도한 방향으로 GXT 토큰의 생태계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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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치,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 주식 또는 암호화폐 시장 환경의 변화, GXT PLATFROM INC 및 관계사들 이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규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GXT PLATFROM INC 및 관계사들이 생존
또는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의 변화 관련 리스크. 특정 관할권에서 GXT 토큰에 불리한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존/신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GXT 토큰 폐지/손실 등 GXT 토큰의 생태계와 프로젝트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v) GXT PLATFROM INC 및 관계사들의 미래 자본 필요성의 변화, 이를

충족하기 위한 자본 및 자금 조달 가능성의 변화 관련 리스크. 자금 부족은 GXT 플랫폼의 개발과 GXT 토큰의
사용 및 잠재적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v) GXT 토큰 가치의 불리한 변동, 사업관계 실패, 개발/운영
중 경쟁사의 지적재산권 주장 등 다 양한 사유로 GXT 프로젝트 중단, 해체 또는 론칭 계획 중단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GXT 토큰 생태계, GXT 토큰, 그리고 GXT 토큰의 잠재적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vi) GXT 서비스 플랫폼 및 서비스에 대한 기업, 개인 등 기타 조직의 관심 부재, 배포된 응용
프로그램의 생성 및 개발에 대한 대중들의 제한적 관심 관련 리스크. 이러한 관심의 부재로 자금 조달의
제한을 받거나 GXT 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GXT 토큰의 활용 및 잠재적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vii)
GXT 프로젝트 및 GXT 토큰 생태계를 론칭하거나 구현하기 전 GXT 토큰 또는 GXT 서비스 플랫폼의 주요
기능 및 규격에 큰 변화를 적용하는 리스크. GXT는 GXT 토큰 및 GXT 기능이 백서의 내용과 일치할 것을

의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viii) GXT 토큰과 GXT 플랫폼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플랫폼과의 경쟁 리스크. (예: 경쟁 프로젝트로 인해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거나 전망이 암울한 경우) (ix) 제3자나 다른 개인이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게 GXT 서비스
플랫폼에 유해 및 악성코드를 심어 GXT 서비스 플랫폼 인프라와 GXT 토큰 활용에 간섭하는 리스크. GXT
서비스 플랫폼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또한 이러한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GXT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관련
서비스 운영에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x)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 재앙적 사건의 발생으로 GXT PLATFROM INC
및 관계사들의 사업 운영과 기타 통제 불가능한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굴 공격, 해커
또는 기타 개인들의 공격 등의 사건으로 GXT 토큰 판매 수익금의 도난 및 손실, GXT 토큰의 도난 및 손실,
GXT 토큰 생태계 개발 역량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xi) GXT 토큰과 기타 암호화폐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 습니다. GXT 토큰의 완전한 기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완성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암호화 기술 및 방식의 발전, 합의 프로토콜 및
알고리즘의 변화 등이 GXT 토큰, GXT 토큰의 판매, GXT 프로젝트, GXT 토큰 생태계, 그리고 GXT 토큰의
활용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xii) GXT 토큰은 GXT 프로젝트, GXT 생태계, GXT 등과 관련하여 그
어떤 결정권도 다른 주체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GXT 제품 및 서비스, GXT 토큰 생태계 등의 중단, GXT 토큰
생태계에서 활용되는 GXT 토큰의 추가 생성 및 판매, GXT 매각 및 청산 등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은 GXT
PLATFROM INC의 자유 재량에 따라 이뤄집니다. (xiii) GXT 토큰의 세금 및 회계 처리 방식은 불확실하며
관할권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GXT 토큰 구매로 세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독립적인 세무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와같이 명시된 리스크 외에도 GXT 회사 및 관계사가
예측하지 못하는 다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조합 및 변형의 리스크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b) 위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실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 GXT 회사 및 관계사의 사업, 재정상태, 운영 결과,
전망 등이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GXT 토큰 가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10.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10.6 추가정보 및 업데이트 없음
GXT 토큰, GXT PLATFROM INC 및 관계사, 그리고 관련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본 백서에 포함된 내용 외
그 누구도 정보/설명을 제공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정보/설명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GXT PLATFROM INC
또는 그 관계사의 권한을 부여 받았거나 이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10.7 자문 없음
본 백서의 그 어떤 정보도 GXT 토큰, GXT PLATFROM INC, 또는 그 관계사에 대한 사업, 법률, 재무, 세무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GXT 토큰, GXT PLATFROM INC 및 관계사, 그리고 관련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는 법률, 재무, 세무 등 기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GXT 토큰 구입에 대한 재정적
리스크는 무기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THANK YOU

www.gxtglob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