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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_ executive Summary



Global Special Coin

현재 COVID-19라는 재앙 같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세계가 Pandemic상태에 있다. 전

세계는 온∙오프라인 무역 상거래마저 빙하기에 들어서는 환경적인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 이어서 현실에서 일어 날수 있는 결제 수단의 번

거로움과 자산 이동의 어려움을 우리는 불편함을 극복 하면서 사용 하고 있다. 이에 우리

는 단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거래 관계에 대해 새로운 방식 그리고, 사용자에게 보상 이

라는 혜택이 함께 제공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의

안전한 이동 및 보다 쉬운 거래의 성립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활성화 된 거래를 일으

킬 수 있으며, 단순 거래에서 당사자들에게 거래의 수익과 함께 또 다른 보상을 수여함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는 제안 하려 한다.

일반적인 거래에서 선보상이 이뤄지는 거래로 발전된 모습을 우리는 GSC(Global 

Special Coin)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며, GSCI(Global Special Coin Incentive)

를 통하여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만들었다. GSC는 온∙오프라인 거래에서 결제

수단이 될 것 이며, GSCI(Global Special Coin Incentive)가 이용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 될

것 이다. GSCI(Global Special Coin Incentive)의 활용은 GSC 사용자가 소유한 GSC Pay에

충전 또는, GSC로 보상이 이뤄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SC는 GSC 보유자들에게 실생활에 적용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 할 것 이다. 탈

중앙화 되어 있는 가상자산 사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 될 것이며, 

GSC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탈중앙화와 중앙화가 융합 되어 있는 서비스를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제공 할 것이다. 사용자 중심의 보상 체계는 GSC Pay에 사용자에게

GSC를 보상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

정유사와 메디컬에 사용 할 수 있는 GSC는 보안전문가와 Mobile Pay전문가, 유통 전문

가, 금융전문가, Crypto전문가가 모여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협력업체와 함께 GSC를 개

발 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한다. 향후 정유사와 메디컬을 뛰어넘어 모든 경제 활동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확장은 이미 설계된 내용 중에 하나이다.

이 기술은 심리스 메타볼릭 프로세스라는 특허를 통한 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생산자

를 함께 이롭게 하는 완벽 호환성에 중심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GSC코인

생태계의 흐름 역시 GSC 가 선보이는 솔루션 중에 하나이다. GSCM(Global Special Coin 

Mechanism)은 다국적 Crypto Currency 와도 호환이 가능 하며, 언제 어디서든 탈중앙화

된 거래소와 연동 하여 거래소에 비축되어 있는 다른 Coin과의 완벽한 연동이 가능 하다. 

GSCP(Global Special Coin Platform)은 생산, 무역, 일반 유통, 실물거래에서 효율적이고

저렴한 금융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전자화폐, 전자지갑, 결제 포인트(GSC_Point) 활용, 보상

(GSCI), 스마트 계약 체결, 지불 처리, 디지털 ID 지원 같은 기본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한, GSC 가 지원하는 Smart Wallet 에서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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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pecial Coin

특정 거래소에 보유 하고 있는 모든 가상자산은 GSCP(Global Special Coin Platform) 을

통하여 서로 유기적인 호환 거래가 가능 하다. 이러한 기술은 GSC 멤버들이 보유하고 있

는 기술을 바탕으로 구현되어 GSC 사용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업 분야는 말 그대

로 무궁무진하며, GSCE(Global Special Coin Ecosystem)은 여러 기술적, 사회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혁신적인 ‘일상생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GSC는 전 세계 수십

억 명의 고객들이 기술적으로 가장 진화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온∙

오프라인과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연결해 주는 혁신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현대적인 금융시스템이 부족한 국가에서 해당 국가 국민들은 은행 계좌조차 없어서 일

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겪고 있기에 더욱 더 혁신적인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 전역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대에서 국가 간 무역 뿐만 아니라 여행과 사업 등

개인 간의 교류에서도 거래를 위한 금융시스템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

라도 GSC는 꼭 필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GSC만의 우수한 차별성은 전 세계인들이 현실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상시스

템을 설계하여 GSC사용자는 GSCI(Global Special Coin Incentive)를 직접 보상 수단으로

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GSC는 GSC Pay 충전 시 GSCI(Global Special Coin 

Incentive)를 통하여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선 보상 할 수 있게 운영한다. 선보상의 방법은

GSCI(Global Special Coin Incentive)와 GSC Pay 사용자의 충전포인트에 직접 Point로 보

상하는 방법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GSC 사용자의 wallet 에 GSC를 직접 보상 하는

방법들이 있다. 이는 공유경제와 나눔 생활을 실천하는 사상을 널리 홍보하고 확산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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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pecial Coin

GSC프로젝트는 지자체 지역화폐를 포함한 수많은 전자화폐와의 협업을 통하여 무역, 상

업, 관광 산업을 다시 활성화 시키는 데 사용 될 수 있다. 

2021년 3월 11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은 일찍이 신물류산업 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달사업에 일찌감치 자리매김한 결과에 따른 보상 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우

리는 쿠팡과 같은 신사업에 도전하는 한국의 첫번째 기업이 될 것 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볼수도 있는 GSCP 의 생각과 행동은 쿠팡과 같은 작은 생각에서 시작 되었다.  우

리는 여기서 또다른 생각들을 할수 있다. 다름의 차이는 현실과 직결되게 커다란 결과론

적 성과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나 기관에서 주관 하는 성과위주의 사업과 상생 위주의

사업과 병합하여 또다른 신사업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다. 그것이 GSC 에서

추구하는 생태계의 일환으로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GSC 는 또다른 신산업의 일환으로 생태계를 이어 나아가려 하고 있다. 각국의 정부는 머

지 않아 GSC 와 함께할 것이며, 이를 위한 각종 정책들 역시 마련되어질 것이다. 이는 전

산업 분야의 융합을 이룰수 있는 첫 단추가 되어질 것이다. 현재 떠오르는 블록체인 기술

과 토큰 경제 덕분에 세계는 온∙오프라인 무역 및 상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

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한 국가의 실물경제 적용을 통하여 제3국의 실

물 경제에도 새로운 Paradigm 을 GSC가 만들어갈 것이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당사는 다양한 연구기관, 블록체인 기술팀, 기존

금융 기관들과 협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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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화폐의진화

1971년 미국에서 금과 태환화폐 거부를 선언한 이후 금본위제가 해체되고 FRB를 중심으

로 한 현재의 화폐제도가 통용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물 가치(금)와 화폐와의

직접적 관계가 끊어지고 ‘신용’이 경제 가치를 주도하게 되고, 후불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

카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 통화의 90%는 이미 Digital 통화로 돈은 단지 컴퓨터상의 숫자로만 거래되고 있

으며, 대신 신용카드, 은행 이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로만 거래가 이뤄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 전자 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폐·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며,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가상자산이 등장하여 기존의 세계 경제 시스템의 원리를 바꾸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가상자산은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

문에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지만 화폐 발행에 따른 생산비용이 전혀 들지 않

고 이체 비용 등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들지 않고, 도난ㆍ분실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 으로서

의 기능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2009년 비트코인 개발을 시작으로 2020년 까지 무려 2,000여 개에 이르는 가상자산이 개

발되었으며, 코인의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는 Bitcoin(비트코인)

을 비롯해 Ethereum(이더리움), Bitcoin Cash(비트코인 캐시), Ripple(리플), Dash(대시), 

Litecoin(라이트코인), Monero(모네로) 등이 있고 이제는 각 코인 및 코인거래소 사용자들

의 실물 경제 활용 편리성을 위해 2021년 GSC가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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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화폐의진화

화폐(돈)의 변혁기 가상 자산 급성장기

정부 주도의 화폐 민간 주도의 화폐

온, 오프라인 오가며 진짜 ‘화폐’처럼 쓰는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민간화폐 시대 개막

가상자산의 특징

1. 실물이 없는 가상자산
실제 제도권 금융 시장의 화폐와는 다르게 디지털화폐로써 존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승인절차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 P2P네트워크 기반의 분권화 된 디지털화폐
가상자산이 발행되고 이용되는 전 과정에서 중앙 집중적인 통제를
배제한 혁신적인 새로운 화폐 시스템으로 중앙 통제 구조인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대신 분권화 된 구조인 수평적 P2P방식이다.

3. 전 세계인이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 화폐
현재 통용되는 화폐는 자국 은행과 외국 은행을 모두 거쳐야 하므로
시간적 손실과 수수료가 부담스럽지만, 가상자산은 복잡한 송금이나 환전
절차 없이 메일을 보내 듯이 빠르고 간단하게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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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금융제도의진화

은행은 투자자와 대출자 사이를 연결시키는 매개체이자,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중재자

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투자자들은 개개인의 신용에 대한 권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와 대출자가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지 않았고, 수동적인 방식으로 은

행에서 돈을 맡기고, 은행은 대출자에게 맡겨진 이자보다 높은 이자로 대출을 진행하여

막대한 금리 차액을 독점하면서, 금융자본으로 성장했다.

현재 금융자본 방식의 금융시스템은 자본에 대한 통제와 중앙 집권화로 인해 1%의 부자

가 90%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수십억의 사람들은 금융이나 은행에 거의 접근을

하지 못하고, 각종 법률과 제도에 의한 제한이 많아 자본의 흐름이 매우 느리고 보수적이

다. 기존 금융 시스템은 오래된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금융기관 서버에 모든 정보와 데이

터를 쌓아 두는 중앙 집중식으로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들고, 보안에 취약하다.

P2P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금융시스템은 투자자와 대출자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

을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금융 방식으로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P2P 금융시스템은 각 투

자자들이 자신의 경험, 지식, 그리고 역량을 통해 투자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 직

접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빠른 의사결정과 혁신적인 아이템에 대한 투자 등 투자 포트폴

리오 다각화의 기본 규칙을 준수하면서 수익을 얻는 형태로 금융 서비스의 다양화를 이

루어 내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등 금융시장에서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P2P 금융시스템은 아

래와 같은 중요한 단점이 있다.

1.대부분의 경우에 금융 플랫폼이 여전히 국가의 제한을 벗어나지 못한다. 

2.금액이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대규모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다. 

3.거래와 사용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금융 시스템

은 달러나 유로화처럼 특정 국가에서 발행하는 실물 화폐가 아니어서 탈 국가적이고, 모

든 금융거래 내역을 은행 본점에 보관하고 승인하는 집중화 된 방식이 아닌 탈 중앙적이

어서 전통적인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은행을 통한 간접
조달

거래소를 통한 적접
조달

개인 간 P2P 
조달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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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금융제도의진화

온, 오프라인 결제구조 파괴 희소에 따른 가치성

- GSCP 중계 서비스 결제방식

- 실시간 사전보상,정산, 결제를 통한

가맹점 실시간 금융화 정산

- 제한 기간 및 제한 채굴 발행으로

금과 같은 희소성을 가짐

- 제한된 양에서 통화 되는 구조

일반적 결제 수단 물리적, 시간적, 공간의 자유

- 제도권 금융 시스템 결제수단 제공

- 모바일 결제시스템 활용

- 어느 지역에 국한되는 금융이 아닌

전세계 어디에서든 사용

- 24시 실시간 개인 금융 가능

혁신적인 금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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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블록체인과가상자산

블록(block)’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한번씩 만드는 거래내역 묶음을 모아놓은 블록체인은

분산성, 보안성, 확장성, 투명성으로 세상을 바꾸는 혁명의 중심에 있는데, 가상자산은 블

록체인 기술을 금융 분야에 적용한 사례다.

분산성
정부, 은행과 같은 중앙 집중적인 보증기관, 신뢰 기관 없이 거

래 가능

보안성
원장의 거래 정보를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여 조작, 

파손 방지

확장성
거래 정보 원장을 기반으로 본인인증, 거래추적, 지급결제, 조건

변경 등 다양한 서비스로 연결 및 확장 가능

투명성 모든 거래 기록이 공개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여 투명성 보장

블록체인이 ‘작업 증명 체계(proof-of-work scheme)’를 도입해 서로 믿을 수 없는 이들

끼리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방법을 제시하여 분산 컴퓨팅 시스템의 난제를

해결한 덕분에 큰 자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P2P 네트워크의 힘을 빌려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지닌 계산 능력은 이미 세계 1위에서 500

위까지 슈퍼컴퓨터를 모두 더한 것을 넘어섰다. 사실상 해킹이나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에 관해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 ‘은행 없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세상에 나타난 지 5년 만에 시가총액

으로 세계 100대 화폐 안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했다.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

는 ‘비트코인:P2P 전자 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올리고, 2009년 1월 3일, 설명했던 기

술을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으로 직접 구현하는데 이는 곧 세계 최초로 분권화를 달성

한 가상자산이 되었으며, 기존의 전자결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으로 인해 대형은행, 기업 및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분리된 P2P 공개 장부, 블록체인, 보안성 및 익명성 등의 특

징들로 가상자산은 그 사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다. 여기에는 가상자산이 검열로부터

자유롭고 중앙 집권적인 기관이나 단체가 폐쇄하기 어렵다는 안정적인 운용방안이 큰 몫

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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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블록체인과가상자산

가상자산의 본래 목적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예:은행)의 서비스가 무용지물인 경우에 다

음과 같이 개인과 조직이 채택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 3자 없는 금전 및 합법적 거래의 활성화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며, 완전한 익명으로 보다 안전하게 금전 이체

인터넷 제공 환경에서 은행 및 글로벌 금융 시스템 이용을 통한 사용자의 삶의 질 개선

신용카드 회사 및 중앙 집권형 결제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부과하는 거래 수수료 회피

블록체인 보안성의 기초적 토대는 개인 또는 집단의 통제 및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

이며 분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는 분산된 컴퓨터 네트워

크에 의해 유통되는데, 이러한 개방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분산 시스템은 모든 사람이 데

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나, 누구도 이를 소유하거나 데이터를 임의 또는 고의로 변경할 수

없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가자는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는 비트

코인이 가치를 잃으면 비트코인에 투입한 자원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이 아

니라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도록 기여할 이유가

충분하다. 

현재의 가상자산 플랫폼들은 소수의 서비스 및 상품들에 제한되어 있지만 블록체인 애

플리케이션은 가상자산에서 시작해 관리, 회계, 부동산, 데이터 저장 등과 같이 다른 산업

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블록체인의 미래 가능성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모든 중앙 집중 서비스를 P2P 방식으로 재정립 할 수 있다. 이 영향은 단순히 기

술적인 데 머물지 않는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사용자 손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며, 금융

시스템을 금융 사용자가 직접 꾸리고 관리하면, 금융회사가 가져갔던 이득이 사용자 손

에 회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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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블록체인과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인터넷 이후 가장 혁명적인 기술로 불리고 있는데, 가상자산을 단순히 자금

조달의 통로만 본다면 이는 빙산의 일각만을 보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낳은 활용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세상을 바꾸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면 블록체인

에 주목해야 한다. 기존 금융 회사의 경우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기록을 보관하는 반면,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저장

하는 '공공 거래 원장'을 만든다.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여

이중지불을 막고, 수많은 사용자가 엮어진 P2P 네트워크를 통해 적은 자원을 가지고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금까지의 금융 시스템의 원리를 바꾸는 혁명

적인 원천기술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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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축통화와가상자산

“기축통화”는 국가 간 무역 결제에 사용되고, 환율 평가 때 기준이 되고, 대외 준비자산

으로 보유되는 등 국제 상품과 금융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2021년 3월 국제은

행간통신협회(SWIFT)는 “안정적 국제 결제망을 찾아라!”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중국 기관

들과 공동으로 합작법인인 금융게이트웨이공사를 설립했다. SWIFT는 금융거래관련 메시

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고받기 위해 유럽지역 은행들이 1973년 5월 브뤼셀에 설립

한 금융통신망이다. 국제 결제에서 차지하는 통화의 비중은 미국 달러 44.6%, 유로 28.3%, 

영국 파운드 7.92%, 일본 엔 2.69%, 중국 위안 2.17% 등의 순이다. 이 중 전 세계 외환거

래와 외환보유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다.

기축통화를 보유한 나라는 ‘세뇨리지 효과’(seigniorage effect)라는 특권을 누린다. 세뇨

리지 효과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실질가치에서 발행 비용을 뺀 차익’을 뜻하는데

세계에서 사용되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의 경우 가령 1,000억 달러를 찍어

이를 외국상품 수입에 쓸 경우 1,00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화폐발행 비용만으로도 1,000

억 달러 가치의 실물 상품을 얻게 돼 세계를 대상으로 천문학적인 세뇨리지 효과를 얻게

된다. 

기축통화의 핵심 요건인 ‘유동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갖추고 또한 필요한 것이 자유롭

게 거래되고 교환할 수 있는 ‘태환성’, 다른 나라들이 기축통화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거부

감 없이 받아들이는 ‘보편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기축통화인 달러가 전

세계에 끼친 폐해와 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가상자산의 열풍이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가상자산이 주는 메시지는 새로운 사회

변혁이다. 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를 통해 거래가 인증됨으로써 정부의 관여와 금융기관

의 중개기능이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기술이 될 수도 있다. 자유

주의자들이 꿈꾸는 미래일지도 모른다. 가상자산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면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체제에 큰 변혁이 올 수도 있다. 가상자산은 미국 달

러의 기축화폐 위상에 도전이 될 수 있다.

가상자산은 대중화만 되면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미 해외송금에서

는 위력을 발휘한다. 은행의 환차익과 거래 수수료를 없앤다. 저장수단으로 누구도 발권

력의 통제 권한이 없는 화폐가 안정되면 미국 달러보다 선호되는 날이 올지 모른다. 그래

서 미국이나 영국, 중국 등의 기축통화국은 가상자산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싫어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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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축통화와가상자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을 제외한 국가는 국가별 모델과 화폐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4차 산업 발전과 공유 경제 확대, 정보의 공개, 자연 재앙 등으로 국

가조직의 붕괴에 직면해 있다. 국가가 권위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개인과 기업의 지능

은 이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개인의 P2P 금융의 발전은 기존의 제도권 은행의 문을 닫고

있으며, 인터넷 회사가 금융을 대체하고 있다. 미국 달러는 지금까지 엄청난 권한과 부를

가지고 전 세계에 대하여 슈퍼파워를 형성 했으나, 이제 달러는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개인 금융의 P2P 거래, 인터넷회사의 금융 진출로 기존 제도권 은행의 기능이 퇴색해져

가고 국제적인 거래를 위한 중앙은행이나 거대 은행이 붕괴가 되며, 개발도상국에서부터

금융 형태가 최첨단 스마트폰과 스마트페이 및 가상자산 형태가 되어, 이로부터 가상자

산의 사용으로 전환이 거대한 금융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국가의 존재를 넘어서는 상황이며, 전자 거래의 상호 거래의 융합으로 가고 다른 나라의

외환과도 교환 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며, 전자화폐 시스템의 거대한 교환으로 가고 있다. 

기축이나 교환의 대상이 된 달러는 거대 전자화폐 시스템의 진화의 큰 도전을 받을 것이

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생활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 필요하게 되

었다. 이미 디지털 화폐로서 전 세계의 90%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 디지털 화폐의 개념이

‘신뢰하는 숫자’, ‘신뢰하는 디지털 숫자’로 바뀌면서 가상자산이 미래의 화폐, 미래의 결

제 수단, 미래의 결제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가의 불안이 다른 금융시스템으로 빠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위안화 절

하 때 중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의 폭발, 일본의 경제적 상황과 자연 재난에 대하여

가상자산의 수요 폭발, 유로화의 불안정성은 유럽의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 폭발로 나타

나고 있다. 국가나 기존 금융에 대한 불신이 생길 때 마다 금이나 가상자산 등으로 자본

가들의 자금이 도피차원에서 몰리고 있다.

블록체인은 새로운 기술이고, 과거의 중앙집중형의 제도권 금융 비즈니스를 송두리째

흔드는 콘셉트이지만 이 기술을 새롭게 선점하는 국가 또는 단체가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과 제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대세는 이미 가상자산으로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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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GSC 목표

1) 다수의 코인(가상자산)과 GSC Pay(Mobile Pay)의 융합

- 실물 화폐와 가상자산을 연결하는 Payment Gateway(GSCP) 제공

- GSC Pay를 이용한 실생활 충전 및 결제 솔루션 제공

- 실물 화폐와 가상자산과의 호환성을 위한 GSCP(GSC Platform) 기술 접목

- 현실의 금융기관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금융 활동

- GSC실행 계획에 따라 국제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이용한 실생활 결제

- GSCI(Global Special Coin Incentive)를 통한 GSC Pay 선보상제 도입

2) 새로운 변화의 시작

- 분산된 공개 장부로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보장

- 금융시장과 유통시장 그리고 관계된 모든 네트워크에서 혁신적인 변화

3)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구축

- 전 세계의 많은 인구수가 은행계좌 등이 없어 생기는 금융서비스 불편함 해소

- 기존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일상생활에서 금융결제 지원

4) GSC 생태계를 위한 GSCP 및 GSCI 개발

- GSC Pay를 활용한 GSCM(GSC Mechanism)은 곧, GSCI(Global Special Coin

Incentive)와 GSCP(GSC Platform)을 개발 한다.

- 기존 거래소가 지원 하고 있는 가장 안전한 Cold Wallet 구조의 GSC_CSI

(Cryptocurrency Segment Information)를 GSC Pay에 탑재 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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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GSC 목표

GSC Platform은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관리중인 우수한 가상자산을 GSC가 운

영 하고 있는 GSC Platform 을 통한 GSC Pay 와의 연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전적

인 의미는 다수의 가상자산을 하나의 블록체인 생태계에 포함시켜 산업 전반에 적용

하는 것이 목표이다.  즉, GSC Pay 사용자는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자유롭

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미 P2P간 거래되고 있는 검

은 경제(Black Economy)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 활동을 양성화(legalization)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GSC Platform은 개방형 시스템을 지향하며 이를 통해, 하드웨어 중립적이고 벤더 중

립적인 Application-independent GSC Pay 관리 규격을 제공하고 있다.

GSC Platform은 GSC Pay 시스템을 만들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하고 강력한 사양을 정의한다. 이 사양을 통해 자신에게 사용하기 원활한 가상

자산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거래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가상자산으

로 전환할 수 있다.

GSC Platform에서 GSC Pay는 완벽한 보안성이 확보되고 검증된 Security Channel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된 수단이 된다.  GSC Platform을 이용함으로써, 가상자산에 대

한 선택 뿐만 아니라 거래소와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안이 만들어지며, 그에 따른

처리 절차가 완성된다. 물론 GSC Platform에서 언급하지 않는 많은 Application 종속

적인 부분이 존재 하지만, 이런 Application 종속적인 내용의 첫 번째 보안적 시각에

서의 시발점을 GSC Platform이 훌륭하게 취급하고 있다. 

GSC Platform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환경적인 요인을 극복해 가야 할 것이다. 

이 때 GSC Platform을 채택했다는 것은 Mobile Pay 인터페이스 영역에서 많은 장애

요인을 제거해 줄 것 이다.  만일 기 사용중인 인프라에 적용하기 위한 GSC Pay가 필

요하게 될 경우에 기존 단말기에 직접 추가 승인을 위한 Firmware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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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GSC 목표

GSC Platform의 주요 목표는 GSC Pay구성요소의 보안 및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The runtime environment 

- The Open

- The Issuer Security Domain 

- Supplementary Security Domains 

The Applications GSC Pay보안 및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GSC Platform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안 메커니즘을 지원하도록 설계 되었다. 

-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 리소스 유효성(Resource availability) 

- 기밀 유지(Confidentiality) 

- 인증(Authentication) 보안정책 및 암호화의 선택은 산업 및 제품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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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GSC 목표

GSC Platform GSC 결제 서비스 GSC 거래소

- 가상자산거래소 연동,

- 그룹사간 결제 연동
-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 온, 오프라인 쇼핑몰

및 유통사업

- GSC 회원사 제휴 런칭 - 모바일 APP 개발 - 종합 파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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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GSC 목표

4.2 GSC 정의및사용

GSC는 국가 간, 사업자간,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 물리적, 시간적인 제한 및 불필요한 수

수료 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으로, 포인트 개념의 시작에서 좀 더 직관적이고, 

사용자 중심의 글로벌 가상자산으로 진화하였다.

GSC는 국가 간의 외환거래의 편리성,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 제공, 개인 간의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일반 가상자산과는 다르게 현실의 정부 및 금융

기관의 시스템 속에서 융합 및 호환이 되며, 온/오프라인에서 진정한 통합 결제의 수단으

로의 가상자산 및 실제 디지털 화폐를 지향한다.

GSC의 구성은 금융서비스에 따른 통화 수단인 가상자산, 통합 결제 수단인 거래소, 서비

스를 위한 웹/PC/모바일 디바이스 기반의 전자 지갑과 포인트, 메신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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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GSC 정의및사용

전자 결제

- 가상자산, 즉 포인트를 이용하여 모바일 및 웹상에서

E-Money를 통한 결제

-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며, 향후 전 세계적인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

- 자유롭게 결제 서비스 제공

- Mobile Pay 모든 ON/OFF Line 결제 서비스

포인트 결제

&

선보상

- 포인트 관련 업체와 연동 서비스로 고객의 포인트 통합

관리 서비스

- 이체, 출금 결제가 가능한 현금으로 포인트 적립 가능

- 결제 후 실시간 정산과 동시에 현금 적립 기능

- 실시간 사용내역 및 적립내용 확인

- 충전시 일정부분 선보상의 유연성을 담아 코인의 선택

또는, 실사용 Point 의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코인 사업

확대

- 포인트 사업을 COIN 사업으로 대체

- 기존 시스템 보완 및 블록체인 알고리즘에 의한

프로그램 수정

- 가상계좌 대신 전자지갑 형태의 프로그램 변경

- 글로벌 거래소에 코인 상장 관련 기업과 파트너십 성립

- 코인 홍보 및 상용화를 위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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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GSC의차별성

- 거래소의 어떠한 가상자산과도 융합할 수 있는 전자금융 플랫폼 (GSCP)

*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을 담보(Escrow)로 실시간 환전 및 교환 가능

- 일반 은행카드처럼 자유롭게 모든 곳에 결제 가능

* 충전 시 일정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플랜 시스템

- 네트워크를 더 크게 구축 가능

- 편리하고 안전하고 투명하며 정직한 전자화폐

- 전 세계에 구축되어 있는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과 협력적

- 기존의 정부 및 금융기간 시스템 속에서 활용

가상자산을 실물 제도권 금융 결제에 도입하여 편리하게 자유롭게 호환 사용

기존 정부 및 기존 금융기관과 협력 호환 시스템

환전성 보장 및 각국의 거래소에 유보(Escrow Coin)금 예치

인센티브 플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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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GSC 결론

화폐는 불확실성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거래 부대비용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

동하게 되어 있다. GSC는 가상자산 환전 시스템 및 가상자산의 기존 제도권 결제 시스템

을 위해서 탄생했다. 때문에 GSC는 가상자산과 기존의 제도권 금융 결제시스템을 호환하

는 코인으로 유연성과 신뢰성, 태환성 그리고 보편성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코인이 될

것이다. 화폐의 중요 기능 중 하나는 가치저장 기능이다. 가상자산은 가격의 변동성이 크

고 이런 변동성을 완화하거나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금이나 다른 자산과 달리 기본적인 가치도 없고 투자에 따

른 소득의 흐름도 결정되지 않는다. 희소성을 이유로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투기적인 거

래로 볼 수 있다. 

현재 세계의 코인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우수한 블록체인 기술임

에도 불구하고 교환시스템은 어느 정도 충족하나 지불 시스템은 미약하다. 즉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미미한 것이다. 그래서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어 오를 것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주변정세가 불리하면 급매하며, 거대 보유자들의 탐욕에 의해 그 가치가 주가조작처럼

조종되기도 한다. 

GSC는 전 세계의 각 종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도권 금융기관과 호환이 목적

이며, 실생활에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전 세계 220여 개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가상자산이 목적이며, 전 세계 선택적 금융 실명제를 통

해 투명한 거래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축 가상자산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뒷받침할 기술력을 보유한 GSC는 글로벌 가상자산과 기존의 제도권 화폐 간의 타

협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기축 화폐 기능에 최적화된 가상자산, 화폐 기능에 최적화된 가상자산, 환전 기능에 최적

화된 가상자산, 결제 기능에 최적화된 가상자산, 즉, 송금 결제, 물물 교환 거래, 가치저장, 

가치척도 등 기축 화폐 기능에 적합한 가상자산은 GSC이다. GSC를 사용할 수 있는 생태

계가 형성될 것이다.

가상자산의 문제점은 거래의 익명성이다. 보안성이 높다는 것은 금융당국이나 정부가

거래내역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 현황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유로 불법

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거래에 따른 세금 부과도, 정책결정을 위한 금융시장 분석도

어려워진다.  

블록체인은 새로운 기술이고, 과거의 중앙집중형의 제도권 금융 비즈니스를 송두리째

흔드는 개념이지만 이 기술을 새롭게 선점하는 국가 또는 단체가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과 제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대세는 이미 가상자산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

에 따라 GSC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간주도 가상자산은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스템화 되어있

고 국가주도의 가상자산은 국민의 자산을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스템화 될

것이다. 대신 익명성으로 인한 범죄 활용 가능성 때문에 국가와 대립하는 익명성 민간 가

상자산보다는 보안이 확실하고,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도 기존 제도권 금융

기관과 호환되는 GSC는 기축 가상자산 중의 하나로 전 세계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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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정보

GSC 프로젝트를 통해 GSC의 비전을 공유하고 본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신뢰하고 있는

이들에게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GSC vs Bitcoin

Global Special Coin (GSC) Bitcoin

총 1,000,000,000 개 총 21,000,000개

본사존재/관리시스템 존재 발행주체 없음, 관리시스템부재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 운영상품 없음

쌍방향으로 온, 오프라인 거래 현재 대부분 온라인거래만 가능

O2O / M2M / P2P 사업구성 순수 온라인기술만 가능

일상생활용으로

기존 금융시스템과 연결
투자목적으로 변질되고 있음

코인 상세정보

구분 내용

코인 명칭 Global Special Coin

코인 표시 GSC

알고리즘 방식 Scrypt Pow

총 발행 수량 1,000,000,000 G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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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코인분배

GSC Coin분배에 관한 내용으로 코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배

할 것이다.

29/40

구 분 수 량 비율(%)

총발행량 1,000,000,000 GSC 100%

1차 분배 20,000,000 GSC 2%

2차 거래소 IEO 20,000,000 GSC 2%

Team 50,000,000 GSC 5%

창립 자문위원 100,000,000 GSC 10%

플랫폼 운영 및 마케팅 250,000,000 GSC 25%

예비 260,000,000 GSC 26%

장기보유 연구개발 300,000,000 GSC 30%

- Team 및 창립자문위원 1년간 락업 설정

(순차적으로 해제 후 GSC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예정)

- 장기보유 연구개발 물량 5년간 락업 설정(연구개발비용)

Coin 
distribution

1차분배

2%

2차거래소 IEO

2%

Team
5%

창립자문위원

10%

플랫폼운영및마케팅

25%

예비

26%

장기보유연구개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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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Features of GSC

- 소스 공개

Github상에 소스를 공개하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GSC 연동을 원하는 거래소, 

E-Commerce 서비스 및 기타 여러 서비스에서 Github상에 공개된 GSC의 연동 정보를 활

용하여 GSC를 이용할 수 있다.

5.3 인센티브시스템

총

보상금

매월

1억

순

위
인원 리워드금액

1등 10 명 500,000

2등 100 명 100,000

3등 300 명 50,000

4등 500 명 30,000

5등 800 명 20,000

6등 1,500 명 10,000

7등 4,800 명 5,000

총 8,010 명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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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인센티브시스템

IPS(incentive plan system)는 투명하고 편리한 인센티브 계획 시스템이다. 블록체인 기

술,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시장거래 프로토콜 및 상호 관행은 가상자

산의 가치 유지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인센티브 자체를 마케팅적 요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거래 또한 가능하게 한다.

모든 주요 토큰 교환소에서 제공되는 인센티브 리스팅 프로그램 덕분에 인센티브 플랜

이 실제 자산 거래로 가능해진다. GSC팀이 개발한 인센티브 플랜은 최소1,000,000명의

거래자 유치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토큰 보유자, 관광객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재평가

하는 에셋 포트폴리오 그리고 사업 수익 모델들까지도 얻을 수 있게 한다. 

또한, GSC 인센티브 플랜은 GSC가 운영하는 GSC eP를 통한 수익금을 GSC 보유자에게

매월 1억원을 책정하여 총 8,010명에게 리원드 해주는 보상 프로그램이다. GSC는 이러한

보상 활동은 사회에 환원 한다는 GSC 운영자의 철저한 나눔경제를 향한 약속이다.

GSC Scheme는 성장하는 가상자산 산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을 위해 국제금융기

관과 협력하여 가상자산 산업에 다양한 업무 관행과 규정을 소개하고있다.

GSC Scheme, 정유 관련사 그리고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GSC발행과 인센티브 계획의 성공적 시작을 위한 협의에 도달할 것이다. 

구매자는 충전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선보상을 받게 된다. 선보상은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은 GSC또는 GSC Pay_Point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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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GSC 가맹프로그램

다수의 회원을 확보한 회원사를 통합하여 새로운 시스템 가맹 프로그램 개발

지불결제시 발생되는 수수료 수익의 리워드를 제공하는 보상시스템

충전시 발생되는 충전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GSC 가맹점에게 리워드 하는 보상시스템

서비스(주유,유통,의료) 중심으로 형성되는 GS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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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 모든 GSC 이용자들은 GSC App계정을 가지게 되며, 새로운 이용자와 링크를 공유하고

플랫폼으로 초청함으로써, 그들은 GSC를 교환하거나, GSC Pay를 사용 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 수익을 공유 받을 수 있다.

- 한 사람의 결제수수료가 지정된 금액에 도달하면, 그 사람을 통해 GSC를 접한 모든

사람들은 해당 결제 수수료 수익 금액의 10%에 준하는 보상을 공동 분배 받는다.

2) 2단계

- GSC 보유자들이 새로운 이용자들을 플랫폼에 초청함으로써 보상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인증된 가맹점(GSC_CP)이 됨으로써, 이용자들은 GSC지불 게이트웨이

시스템에 서 파생되는 거래 수수료를 1단계처럼 분배 받을 수 있다.

- GSC의 지불 게이트웨이는 정유사 시스템을 통해 주유를 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유 금액의 지불수수료 중 약정된 수수료(지불수수료 수익중 10%)를 공동분배 받는다.

실질적인 수익의 분배는 GSC 내부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수익분배에는 거래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으며, GSC는 언제든 소유자에 의해 인출될 수 있다.

5.4 GSC 가맹프로그램

33/40



34 / 27
Copyright ⓒ 2021 Lifeon cash cash. All Rights Reserved

Lifeon cash

6. 기술특성및혁신

( Devko와의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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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스 메타볼릭 프로세싱 이라는 가상자산 적용 솔루션을 통한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시장에서 새로운 결제 수단을 제공 한다. 또한, 제도권 금융과의 새로운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이탈되어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유저들을 제도권

금융과의 결속을 다질수 있는 유일한 터널이 될 것이다. GSC는 Mobile pay 및 FinTech 

전문 기업인 DEVKO 와의 융합으로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존하는 금융플랫폼과 Crypto Currency 와의 만남은 이제 가상이 아닌 현실이 될 것 이

다. 전세게 수많은 Crypto Currency 사용자들은 이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1 심리스메타볼릭프로세스기술

6.2 로드맵및개발계획 / 다음단계준비

- GSC_eP/GSCE는 Fintech업계와 타임라인 공유를 통해 진화 및 개발

- Fintech 블록체인 및 관련 분야 주요 업체와 전략적 제휴 관계 형성

- GSCE 인프라를 사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및 솔루션 개발

- 기술 능력과 시장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갖춘 창업 기업과의 M&A

- 시스템에 새 기능 지속적으로 추가

- 시장 및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업데이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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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프로젝트진행상황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 산업이 나타난 이후 한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거래

센터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명의 거래자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개에 달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아직 한국 토큰 거래 시장에 접근을

하지 못했다. 또한, 이중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다. 앞서

언급됐던 해당 비즈니스 영역에서 상당한 기회의 잠재력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심리스 메타볼릭 프로세싱 기법을 도입하여 GSCP 를 개발 중에 있으며, 특허출원을 통

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함께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승용(19,860,955대), 승합(783,842

대), 화물(3,615,245대), 특수(105,937대)의 차량의 운전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통계청 자료 인용:2021-03-02일 갱신 자료)

GSCP 적용을 위하여 현제 국내 정유사 및 다수의 회원을 확보 하고 있는 회원사와의 결

속을 위한 Business 영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2021년 10월 이전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 및

계약 관계를 성립 하여 실존하는 GSCP를 open하여 운영할 것이다.

다수의 회원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한 GSCP 회원들 확보를 통한 국내 유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선별하여 GSCP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유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과 정통금융시장과의 연결고리를 잇는 GSCP를 도입하게 된다는 사

명을 갖게 될 것이다.

*GSC Scheme 도입

투자자들과 사용자들은 시장 변동뿐만 아니라 안전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추

가 할 수 있다. GSC는 호환 지급 시스템으로 신용화폐와 가상자산 사이에서 다리역할을

한다. GSC는 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가상자산 관리 회사들을 통해 더 많은 전 세계의 가상

자산 회사들과 호환 가능해 질 수 있다.

이것은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가상자산이 적절한 통화로 기

능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 GSC_eP를 이용하면 사용자들은 자

신들의 가상자산을 GSCP 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GSC는 1차적으로 자가운전을 하는 운전자 대상으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지불 서비

스를 제공한다. 또한,주유 외에 각종 유통사업자와 연계되는 유통 시장에서도 동일한 서

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 간 또는 개인 간 국제 거래를 위한 금융 시스템은 필수

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에 따라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생겼고, GSC가 바로

그 핵심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유 경제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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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개발팀

GSC 개발팀은 핵심 플랫폼인 GSC_eP를 개발하여 새로운 가상자산 사용을 제한 없이 구

현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SC는 수준 높고 빠르게 진화 할 것이며 우리는

그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를 위해 혁신적인 개발을 진행 할 것이다.

7.2 자문위원회

대중들에게 새로운 가상자산을 유통시키고 사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비즈니스, IT, 뱅킹, 금융, 기술, 마케팅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으

로 자문을 받으며 학습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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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tc.

본 백서는 GSC 의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의 추진 일정

과 진행 상황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검토 및 수정될 수 있다.

1. 본 백서의 버전은 문서 상단에 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백서의

내용은 해당 날짜까지의 사업 추진 방향과 진행 상황 등의 내용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작성 날짜 이후로는 언제든지 변경 될 수 있다.  

2. 본 백서의 버전은 내용의 수정 필요성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변경되어 업데이트

될 수 있다.

3. 본 백서는 자금을 모집, 수수할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본 백서를 근거로

그 누구도 자금을 모집하거나 수수할 수 없으며, 본 백서의 발송 등의 행위가

구매 제안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4. 본 백서는 투자를 제안하거나, 투자인을 모집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며, 어떠한

지리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라도 투자 제안이나 투자인의 모집 행위로 해석될 수

없다.

5. 본 백서는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계획의 실현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6. GSC 는 생태계의 운영 정책과 운영의 중단을 포함한, 모든 결정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양도 하지 않으며, 모든 의사결정은 GSC 의 자유 재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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