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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OLDT Coin 개요
1. GOLDT Coin과 GOLDT Coin 블록체인
1) GOLDT 란?
“골드티코인(GOLDT Coin)”은 ※암호자산으로서, 그 약칭은 “GOLDT”입니다. GOLDT 1코인 당 0.01g의
금의 가치를 지닙니다. 골드티 생태계는 지급준비율로서 실물 금을 공신력 있는 은행 금고에 예치하고 지급
준비율에 상당하는 “GOLDT”를 발행, 유통되도록 철저히 관리함을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블록
체인과 암호자산의 특성 상 일시에 계획된 수량 총수를 발행하나, 매년도 정해진 계획에 따라 자체 금광에서

채굴, 생산하는 실물 금과 또는 시장에서 매입하여 예치한 지급준비율에 상응하는 수량만을 발행, 유통시키
는 까닭에 과거 금본위화폐 시대의 태환지폐적 성격을 띄게 됩니다. 실물 금과 1:1로 연동된다는 의미를 보
유하고 있는 GOLDT가 그 수량의 무게만큼의 시장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GOLDT의 거래 가격은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암호화폐거래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금거래소” 가
격을 기준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발견되고 결정되므로 재산적 가치를 저
장하기 위하여 자산을 실물 금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GOLDT는 다시 없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금 거래시장에서의 금 값이 오를 경우 당연히 시세차익에 따른 투자 수익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실물 금과 교환할 수 있는 암호자산인 GOLDT를 발행하여 유통시킬 수
있는 이유는 GOLDT의 발행주체가 최소 수 조원 가치의 금 매장량을 보유한 광산의 광업권 자이기 때문에
이 같은 장점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형태의 재산적 가치를 지닌 암호화된 자산이다. 줄여서 암호자산으로 명시한다.

2) GOLDT 메인넷
“골드티코인 블록체인(GOLDT Coin Blockchain)”은 GOLDT를 발행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약칭은
“GTCB”입니다.
GTCB는 GOLDT의 초기 발행과 이후 코인 거래 및 코인과 실물 금과의 교환 등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블록
을 생성하여 기록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메인넷 입니다.
“골드티메인넷 시스템”은 크게 1) GTCB시스템으로부터 발행된 암호자산인GOLDT, 2) GTCB, 3) GTCB 플

랫폼, 4) 응용서비스 서브체인(Sub-chain : GTCB를 메인체인(Main-chain)으로 하여 이에 연동되어 형성
되는 응용서비스 블록체인)으로 구성됩니다.
서브체인은 1차로, 금광의 채굴 과정에서 생산되는 금광석 중 수석으로서의 미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황금수
석을 선별 발굴하여 경매 방식으로 판매함에 있어 그 경매과정 및 낙찰내역 그리고 낙찰된 황금수석의 이력
등에 관한 기록을 종합 관리하며 이를 메인 체인인 GTCB에 연계 운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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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LDT의 용도 및 발행 목적
첫째, 실물 금의 대체 보유 수단입니다.

금을 실물로 보유하는 대신 암호자산인 GOLDT로 대체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될 GOLDT수
량은 GOLDT발행주체인 GOLDT파운데이션이 국내 또는 해외 은행에 예치한 실물 금의 무게에 연동되어 엄
격하게 통제됩니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회원이 희망할 경우 실물 금으로 교환 지급 가능함을 보증하는
인증 및 보증서가 첨부됩니다. 이는 사용자들의 스마트폰의 분실 또는 개인지갑의 비밀번호 분실로 인하여
자신의 암호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 예기치 못한 빈번한 사고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코인으로써
기획되고 탄생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GOLDT를 실물상태의 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GOLDT 홈페이지에 고지된 장소에서 GOLDT을 실물 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금으로 교환
된 GOLDT는 교환 지급 즉시 소각 처리함으로써 예치된 금의 무게에 연동하여 유통하는 GOLDT Coin수량
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함은 물론 코인가격의 안정성 유지에도 철저한 관리를 합니다. 그 결과 금본위 암호자

산으로서 GOLDT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합니다.

둘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기축코인의 역할을 합니다.
GOLDT는 1코인당 0.01그램 무게의 가치이며 ‘국제금거래’ 가격과 연동되어 가격변동이 적은 스테이블
(Stable)한 암호자산입니다. 따라서 국제 암호화폐거래소에서도 기축코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다른
암호자산의 가격 발견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는 기능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금을 사거나 팔고
자 할 때 실물 금을 이전하지 않아도 거래소에서 GOLDT만을 사고 팜으로써 편리하고 손쉽게 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GTCB시스템의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합니다.
GOLDT는 GTCB시스템의 응용서비스인 “황금수석” 경매 및 “골드티 라운지”에서의 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오늘날 황금수석의 경우 금광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의 양과 상관 없이 수 억년 세월 동안 지하에 묻혀 있던 진귀한 예술품으로서 대접 받고 있으며, 실제 외국
에서는 가치 있는 황금수석을 발굴하지 못해 애호가들의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미술품이나 예술품 등의 경매 시 국제 금 시세와 연동되는 GOLDT을 결제수단으로 할 경우 거액의 송금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GOLDT용도 및 발행 목적
o 자산으로서 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실물 금의 대체 보유 수단
o 금을 사고 팔고자 할 때, 실물 금을 대신하는 간편 거래 수단
o 황금수석이나 귀금속의 경매/구매 등 응용서비스의 결제 수단
o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기축코인 역할

4

3. GOLDT- 암호화폐거래소의 기축코인
GOLDT는 “실물 금의 대체 보유 수단, 실물 금의 간편 거래 수단, 응용서비스의 결제수단” 이라는 본연의 용
도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기능과 역할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닥스(UDAX :
United Digital Asset Exchange, 디지털자산 거래소 연합)소속 암호화폐 거래소들과의 제휴 관계입니다. 현
재 UDAX는 한국에 아시아지역을 총괄하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암호화폐거래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에 거래소를 운영 중이며 수 개월 내에 미국, 일본, 스위스, 대만, 태
국, 필리핀, 영국, 베트남, 러시아 등 10여 개국에 국제거래소를 오픈하여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위권의 거래
소로 성장 할 것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GOLDT의 발행주체인 GOLDT 파운데이션과 UDAX그룹은 파트너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UDAX 소속 국제 암호화폐거래소들 모두 UDAX 국제거래소에서 취급하는 각종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과정
에서 GOLDT를 현금 대신 사용하여 각종 암호화폐 거래를 매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환시장에서 기축통

화인 달러와 같은 역할을 UDAX의 암호화폐시장에서 암호자산의 가격결정 과정에서 기축적인 기능을 수행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UDAX의 회원들은 다른 암호화폐를 구입할 때 현금을 직접 송금하는 대신 GOLDT파운데이션으
로부터 GOLDT 지갑을 만든 후 GOLDT를 구입하여 이를 타 암호화폐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어
결제수단의 중간자로서의 매개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결과 GOLDT는 이미 ICO(IEO)가 확정된 암호자산이자,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적인 기축 코
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GOLDT의 거래는 UDAX 소속 국제 암호화폐거래소들에서 다른 암호화폐들과 교환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GOLDT 메인넷의 “GOLDT 전문 거래소”에서도 언제든지 GOLDT 회원들간
에 편리하게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GOLDT의 발행 주체, 광산, 추정 매장량 규모
1) GOLDT 발행 주체 및 광산
GOLDT의 발행 및 유통 그리고 관리의 주체는 “골드티파운데이션”이며, GOLDT의 발행 근거가 되는 광산은
진산광산 입니다. GOLDT 발행의 근거가 되는 진산광산은 2012년 5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
을 인가 받은 광산으로, 충남 금산군의 진산면과 남이면 그리고 전북 완주군 운주면에 걸쳐 1,448헥타르에
달하는 6개 광구의 광업권과 채굴권을 보유한 금은광산입니다. (주)골드티의 광업원부에 등록된 광구는 등
록번호는 제 75597, 75598호 이상 2개 광구입니다.

주식회사 골드티는 이상의 진산광산에 대하여 광업원부에 등재되어 있고 채굴권자로도 채굴권원부에 등록
된 기업입니다. 참고로 광업권에는 탐사권과 채굴권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광업권자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해 목적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조광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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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골드티와 함께 진산광산의 공동광업권자인 제이에스마이닝(주)는 진산광산 외에도 충북 제천시 수
산면에 총 8개 광구로 이루어진 금은광산인 금풍광산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40년 이상 전통의 광산 전

문 개발기업입니다. 또한 제천의 금풍광산부지에는 현재 자체 선광 시설과 제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GOLDT 발행 근거인 진산광산의 황금 매장량 추정 규모
GOLDT 발행 근거인 진산광산의 황금 매장량 규모 추정과 관련된 과정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산광산은 2014년 광산 6개 광구 중 약 600m를 파고 들어가 갱도를 개설한 2개 광구 지역에 대해 부경대
학교 지구환경공학과와 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에 의뢰하여 3개 곳에 대해 총 연장 약 480m에 이르는
시추 탐사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북쪽공 하부 107.7m 지점의 점토층에서 107.3g/t, 그리고
121.6m와 122m 지점의 점토 시료에서 각각 141.4g/t와 37g/t의 상당히 고품위 금이 산출되었습니다. 또
한 가운데 시추공 하부 95.1m와 96m 지점 시료는 각각 65.4g/t과 10.5g/t의 높은 함량을 나타낸 바 있습

니다. 반면 남쪽공 하부 97m의 점토 시료에서는 검토한계(0.1g/t)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600m 갱도 끝에서 다시 좌우로 각각 400m씩을 더 파고 들어가 총 1,400m의 갱도를 개설한 바 있으
며, 추가 채굴과정에서 채굴한 시료들을 종합하여 그 중 10개의 시료를 채택하여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분석기관 : 한국귀금속분석감정원, 2018년 5월 2일)
또한 광업법에 명시된 광량산출기준과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고시에 따라 광량을 산출한 결과 확
정광량 382,158t, 추정광량 266,952t 합계 649,110t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상의 광량은 시료를 채취한
구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직 시료를 채취하지 않은 잔여 4개 광구에 매장되어 있을 지도 모른 광량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와 광량으로 추산할 경우 진산광산의 금 매장량의 가치는 도매가격 기준으로 약 수 조원 이
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1] 시험성적 결과표
시료번호

시료명

진산금광산-1

분석결과
Au(g/t)

Ag(g/t)

금광, 은광

223

157

-2

“

1

17

-3

“

157

127

-4

“

227

147

-5

“

160

107

-6

“

947

570

-7

“

810

487

-8

“

170

123

-9

“

220

153

323.8

209.7

평균

6

Cu(%)

Pb(%)

비고
(맥폭 : m)

5. GOLDT 파운데이션의 사업 과제
1) 선광시설 추가건설 및 제련시설 확충
선광시설은 채굴된 광석을 잘게 파쇄하여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설비입니다. 따라서 광산의 채굴갱도와 최
단거리에 선광시설이 필요하며, 이는 금 생산과정에서 일차적인 선광비용과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선광 과정에서 생기는 파석들을 건축자재로 가공할 경우 추가 수익 발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산광산의 주갱도는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된 선광시설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 금
풍광산 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채굴한 광석의 운반에 많은 시간과 운송비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금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채산성 약화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선광작업 후 금을 제련하기 위한 자체 제련설비 역시 위
의 금풍광산 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규모 금 제련을 위해서는 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드티파운데이션은 본격적인 진산광산의 개발에 앞서 진산광산 주갱도 전면에 확보된 약 1,500
평 부지에 일 처리용량 100t ~250톤 규모의 선광시설을 별도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풍광산 지구에

위치한 제련시설 역시 최신 기술을 적용한 제련설비를 추가 도입해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림 1]진산광산의 갱도 내부 모습

[그림 2] 금풍광산 지구의 현재 운영 중인 선광시설 및 선광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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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금수석경매 프로젝트 및 황금박물관 건립
황금수석은 일정량 이상의 황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예술성이 있는 금광물 원석을 말하며 현재 국내

에서는 유일하게 진산광산에서만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금수석은1차 선별에서 전시에 이르
기까지 모든 과정을 분야별 전문가들의 인증을 통해 진행하며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
기적으로 경매를 진행할 것입니다. 경매 대상은 황금수석을 주 아이템으로 하되, 부수적으로 골동품, 미술품,
정밀 금 세공품 등 가치 있는 유관제품들을 포함하여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황금수석 경매와 연관하여 GOLDT관련 금광에서 채굴되는 황금수석들을 전시하고, 금 관련 각종 체험이 가
능하며 황금 가공품을 할인 판매하는 공간으로 황금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의 황금박물관은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으며 탐사자료관, 유물관, 교육전시관 등이 있어 연간
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으나 아쉽게도 실제 금광이나 황금수석을 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림 3] 현재 전시 보관 중인 황금수석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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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황금수석은 1차 판별부터 최종 결정까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탄생

[그림 5] 황금박물관 전시품들

GOLDT황금박물관은 황금수석을 비롯하여 실제로 채굴을 하는 금광광산을 연계하고, 황금수석과 더불어 예
술작품을 전시하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첨단 AV위락시설은 물론 황금 제품 및 귀금속 제품들을 할인 구
매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컨셉으로 설립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해외 고객들의 잠재수
요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황금 구매 욕구가 높은 일본, 중국, 인도, 중동 등에서 오는 관광
객들은 황금박물관에서 금괴 또는 귀금속 제품들을 구입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골드티 또는 골드티엑스 코
인을 활용하여 그 할인 받는 금액만으로도 충분히 한국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황금박
물관 관람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숙박, 항공, 쇼핑 등 흥미로운 관광상품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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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황금수석 낙찰가액 납입, 금 관련 제품 판매대금 등의 결제수단으로 GOLDT 및 GOLDTX를
사용하며, 일단 결제대금으로 납입된 GOLDT/GOLDTX에 대해서는 그 수량을 소각 처리함으로써

GOLDT/GOLDTX의 유통성과 가격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 박물관 입장수입, 금 관련 제품 판매수익, 부대시설 운영수익 등 발생하는 수익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
는 GTCB 플랫폼을 통해 일정수량 이상의 GOLDT 보유자들에게 유틸리티 암호자산인 GOLDTX 코인의 일정
량을 에어드랍 방식으로 무상 지급함으로써 공유경제 개념까지도 구현할 계획입니다.

3) GOLDT의 기준가격 및 유통수량
GOLDT은 실물 금 0.01g과 연동되며, 초기 메인넷 GTCB와 플랫폼 구축 시 전량을 일시에 발행합니다.
GOLDT의 발행가는 국제금거래소의 금 시세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발행 초기 발행주체가 유통시키는
GOLDT의 경우 구매수량에 따라 매도일 기준가격 대비 5~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

고 발행주체가 초도 판매하는 GOLDT의 경우 금 생산 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판매일 1년 이
후부터 보유자가 원할 경우 실물 금에 대한 교환 지급을 실시합니다.
발행주체로부터 초도 구입 시 GOLDT구매수량에 따른 할인율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구매수량

~2만

~5만

~10만

~20만

~40만

~80만

~150만

~300만

~500만

501만~

할인율

5%

6%

6.5%

7%

7.5%

8%

8.5%

9%

9.5%

10%

*할인 범위 내 수량의 경우 범위 내 전체 수량 대비 구매수량 비율을 적용함.

GOLDT총 발행량은 5억개로 이에 따른 금 예치량은 최종적으로 4톤 규모로 합니다.
금 예치량 4톤에 비추어 25%인 1억개를 추가 발행하는 이유는 GOLDT 지갑 등의 망실이나 해킹 또는 도난
피해 시 해당 GOLDT을 소각처리하고 대체 발급해주기 위하여 25%를 예비로 추가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격을 갖춘 GOLDT 보유자는 보유 수량만큼 1:1로 매칭되는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소각 및 대체 발급
이 가능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초과 발행분은 판매되거나 유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행 이후 3년까지는 2억개의 GOLDT만을 판매하며, 그 이후 GOLDT판매 및 유통량과 금 예치 관련
계획은 [표 4]와 같습니다.
그러나 GOLDT유통 과정에서는 발행 3년 이후부터는 연차적으로 은행 금고에 예치한 실물 금 무게 기준
180%의 범위 내에서 GOLDT유통량을 규제하고, 발행총량에서 유통량을 뺀 나머지 수량은 GTCB시스템의
GOLDT지갑에 담아 잠가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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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차별 GOLDT 판매 및 금 예치 계획
발행 후 연차

GOLDT 판매수량

GOLDT 누적유통량

금 예치량 (t)

금 누적 예치량 (t)

1

0.2억개

0.2억개

0.1

0.1

2

0.5억개

0.7억개

0.3

0.4

3

1억개

1.7억개

0.6

1

4

1억개

2.7억개

0.8

1.8

5

1억개

3.7억개

1

2.8

6

0.5억개

4.2억개

1.2

4

* 유통 GOLDT누계의 경우 실물 금 지급에 따른 GOLDT 소각량을 빼지 않은 숫자임.

4) GOLDT 유통 지원 인프라 구축
GOLDT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는 생태계의 구축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 입니다. GOLDT를
간편하고 손 쉽게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의 “GOLDT LOUNGE”를 개설하고 다수의 암호화
폐 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GOLDT의 원활한 거래 및 환금성을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GOLDT를 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GOLDT 지갑 기능의 전용 카드와 모바일 앱을 발급하고, GOLDT를 결제수단의 하
나로 채택한 각종 업소에 대해서는 전용 카드와 앱의 인증 결제 기능을 갖춘 전용 단말기를 보급함으로써
GOLDT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지원할 것입니다.

II. GOLDT 블록체인(GTCB)시스템
“GOLDT 블록체인(GTCB)” 시스템은 크게 1) GTCB시스템으로부터 발행된 암호자산인 GOLDT, 2) GTCB,
3) GTCB플랫폼, 4) 응용서비스 서브체인으로 구성됩니다.

메인체인(Main-chain), GTCB 기능
“GTCB”은시스템 전반의 메인체인 GTCB의 암호자산인 GOLDT 거래 관리, 응용서비스를 위한 서브체인
(Sub-chain) 관리, 스마트 계약, 익명성 및 각종 계정통제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GTCB”은 “GOLDT”의 최초 발행과 이후 코인 거래 및 실물 금과의 교환 등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블록
을 생성하여 기록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입니다.

① GOLDT거래관리
GOLDT는 총 5억개를 발행하며, 총량은 불변합니다. GTCB 구축과 동시에 발행되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초
기 다수의 코인계정으로 분배된 후 네트워크의 확장에 따라 보다 많은 코인계정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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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GTCB는 이더리움 기반의 ERC 721 (Ethereum Request for Comment 721)방식에 따라 개발하여
GOLDT를 위한 자체 메인넷 개발 시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ERC 20 기반의 Dapp이 아닌 ERC 721 기반의

토큰으로 GOLDT을 발행하는 이유는 매GOLDT마다 금의 품위와 무게, 교환 지급 등을 보증하는 인증 및 보
증서와 GOLDT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1:1로 매칭하여 발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단계로 2세대(Ver. 2)의 GTCB 메인넷 개발을 완료하고 이전에 생성된 블록을 메인넷으로 이식한 이후
부터는, 1초 단위로 블록을 생성하여 GOLDT거래 내용을 기록하여 메인체인인 GTCB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
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물 금을 대신 하는 암호자산의 특성상 해킹이나 도난 등에 대비하여 해킹이나 도난을 당한
GOLDT에 대해서는 일련번호를 추적하여 해당 일련번호의 GOLDT과 인증서를 소각처리 하도록 개발할 것입
니다.
GOLDT 거래내역은 거래의 원장이자 공공장부인 블록에 기록되어 인터넷에 접속된 각 노드에 분포식으로 저

장됨으로써 거래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메인체인의 GOLDT거래 관리는 서브체인과 상관 없이 독립적이며, 모든 GOLDT가 최종적으로 메인체인에서
거래 완료되고 기록되므로, 메인체인의 노드에 저장된 블록 내용만으로GOLDT 거래의 합의와 검증이 가능합
니다.

② 서브체인(Child-chain) 관리
서브체인은 별도의 독립된 블록체인으로서, 사전에 설정된 세부기능과 서브체인데이터 구조에 따라 서브체인
에 할당된 GOLDT에 한하여 구체적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블록을 생성하고, 메인체인에게 서브체인 블록 생
성 내용을 전달하면 메인체인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GOLDT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합니다.
서브체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응용서비스 이용자와 연관된 트랜잭션과 GOLDT 거래만을 수행하고 그 내역을
서브체인에 블록을 생성하여 저장함과 동시에 메인체인에 그 내용을 전송합니다.
서브체인 이용자에 대한 GOLDT거래 메커니즘은 서브체인에서 편집이 가능하지만, 서브체인의 데이터 구조
에 따른 블록의 기록은 메인체인 기능의 완결성과 안전성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③ 스마트계약
GTCB의 계정은 일반적인 코인 계정과별도의 스마트계약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스마트계약 계정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중 스마트계약 계정은 거래 형식이 스마트계약 계정 조건에 부합할 때 그에 상응하는 계약 내
용을 순조롭게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게 합니다.
조건이 맞아 계약이 체결되고 그 내용이 이행되면 계약 이행에 따른 거래 데이터, 해당 계정에 사전 저장된 데

이터, 현재 블록상태에 대한 데이터 등을 기록하여 새로운 블록을 생성합니다. 상황에 따른 변수는 그때그때
수정이 가능합니다.
GTCB 시스템은 스마트계약을 편집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각 단계별 GTCB 플랫폼 운영 전반을 지원함
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GTCB 자신과 서브체인을 통한 응용 범위 확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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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기능
이밖에 GTCB는 메인체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탈중심화 신용평가시스템: 노드에 의한 계정의 거래행위 평가.
- 탈 중심화 익명거래 시스템: 익명으로 거래 실현.
- 투표시스템
- 다종 화폐거래 : 다양한 체인간의 거래 중, 서로의 가치 값을 자동으로 변환하여 거래를 가능하게 함.

III. GOLDTX코인과 블록체인 시스템
골드티엑스코인(GOLDTX)은 실물 금과 직접 연동되는“GOLDT”의 보조 암호자산으로서 약칭은 “GOLDTX”
입니다. “골드티엑스 블록체인(GTXB) 시스템”은 “골드티엑스코인(GOLDTX)”을 발행하고 GOLDTX 코인을

관리하며 GOLDTX를 GOLDT로 교환하는 경우 관련 관리 기능 등을 수행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약칭은
“GTXB”입니다.
그리고 “GOLDT”와“GOLDTX”의 발행주체, 그리고 “GOLDT 블록체인 (GTCB)”과“GOLDTX 블록체인
(GTXB)” 시스템의 운영주체는 모두 “GOLDT파운데이션” 입니다..
“GTXB시스템”은 크게 1) GTXB 시스템으로부터 발행된 암호자산인GOLDTX, 2) GTX B, 3) GTXB 플랫폼으
로 구성됩니다

1. GOLDTX Coin
1) GOLDTX 코인의 발행 기준 및 수량
GOLDTX의 경우 초도 발행가격은 실물 금 0.01g당 1개의 비율로 발행되는 GOLDT 가격의 1/10입니다. 그
러나 초도 발행 이후 유통되는 가격은 암호화폐거래소나 보유자 간에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따르게 되며. 추
후 GOLDTX를 GOLDT로 1/20 비율 교환 시 금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코인의 기본가치가 설정되어 장외에
서 보유자 간에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따르게 됩니다. GOLDTX 코인의 발행수량은 GOLDT 발행수량의 10배
인 50억 개를 원칙으로 GTXB시스템 개설과 동시에 전량 일시에 발행합니다.

2) GOLDTX 와 GOLDT간의 교환성 제고
특히 GOLDTX에 대해서는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GOLDTX의 발행 목적 및 용도에 충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즉, GOLDTX가 초도 발행되어 일단 유통된 이후부터는GOLDTX의 거래가격에 관계

없이 GOLDTX 20개당 실물 금 연동 암호자산인 GOLDT 1개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GOLDTX가 GOLDT의 보조 암호자산으로서 원활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초 GOLDTX 발행가
격은 GOLDT의 최초 발행가격이 1/10으로 발행하고, 나아가 골드티엑스 20개당 골드티1개를 교환할 수 있
게 함으로써 그 가치를 실물 금 암호자산인 GOLDT에 연동시켜 일정 부분 안정성까지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
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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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GOLDTX로 교환하는 GOLDT는“[표 4] 연차별 GOLDT 판매 및 금 예치 계획”에 따른 “연차별 GOLDT
판매 수량의 1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예정된 연차별 GOLDT 판매 수량의 10%를 초과하는 교환 수요

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 교환됩니다.
또한 1회에 GOLDTX 로 교환할 수 있는 GOLDT의 수량은 “연차별 GOLDT 판매 수량의 0.1%”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환조건은 GOLDT COIN을 3000개 이상 보유한 HOLDER 이어야 됩니다. 일단 GOLDTX와 교환
지급된 GOLDT는 “교환 지급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야 실물 금과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기
적 동기에 의한 GOLDTX의 매집 등을 방지하는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인위적인
GOLDTX의 시세조작 행위 등을 제어하고자 함이며, 나아가 추가로 발생하는 실물 금 추가 예치 수요에 대비
하기 위한 필연적이고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GOLDT로 교환된 GOLDTX는 이미 실물 금으로 그 가치가 이전 되었다고 보아 다시 유통시키지 않고
교환 즉시 소각 처리함으로써 GOLDT와 GOLDTX의 유통 안전성과 가격 안정성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

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유기적이고 시의 적절한 대응 조치로 GOLDTX의 거래가격은 “최초 GOLDT의 1/10 가격” 기반 위에
“GOLDTX 생태계 구축에 의하여 창출되는 용도에 따라 거래소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 간에 의사가 발현되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가격구조”안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3) GOLDTX의 발행 목적 및 용도
GOLDTX는 기본적으로 GOLDT의 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 골드티의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유틸리티 암
호자산으로써 태생적 기능을 띄고 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GOLDTX는 GOLDT발행 초기 그 판매와 관련하여
GOLDT 매입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GOLDT의 구매자들에게 에어드랍 방식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
고 GOLDT 구매에 따른 GOLDTX 지급수량은 GOLDT 프로모션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지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GOLDTX는 GOLDT와 GOLDTX의 발행주체가 향후 추진할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지불수단으로 사
용될 것입니다. GOLDTX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사용자들에게는 기본 할인 혜택은 물론 사용자
맞춤형의 다양한 혜택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알려
드릴 것입니다.
특히 GOLDTX는 GOLDT와 연계하여 운영할 온∙오프라인의 귀금속거래 매장과 황금박물관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금속의 구매 및 황금수석 낙찰가액 납입, 금 관련 제품 판매대금,
황금박물관과 연계한 관광상품 등의 결제수단으로 GOLDT와 함께 결제시점의 거래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시점의 거래가격으로 사용된 GOLDTX 코인에 대해서는 소각처리 하지 않고 다시 유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4) “기축 암호자산 GOLDT”와 “보조암호자산 GOLDTX”의 동반 상장(ICO)
GOLDTX는 기본적으로 GOLDT의 생태계 확장 및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유틸리티 암호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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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GOLDTX는 GOLDT의 상장과 동시에 (“I. 3. GOLDT - 암호화폐거래소의 기축코인 암호자산” 참조)
기본적으로 UDAX 소속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상장(ICO/IEO)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GOLDTX의 최초 발행가격은 GOLDT 발행가격의 1/10로 되어있으며, GOLDTX 20개당 그 거래가격에 무관
하게 GOLDT 1개로 교환 가능함에 따라 GOLDT와 GOLDTX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거래소 시장에서
암호자산의 가격 발견 과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시장의 참가자들에게 균형적인 코인 가격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역할도 제공할 것입니다.

5) GOLDTX 유통 지원 인프라 구축
GOLDT와 함께 GOLDTX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GOLDTX를 간편하게
거래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거래소 상장을 추진함과 동시에 “GOLDT 전문 거래소”를 통해서도 P2P
방식으로 GOLDTX의 거래를 지원할 것입니다.

나아가 GOLDTX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GOLDTX 코인 지갑 기능의 전용 카드와 모바일앱”을 발급하
고, GOLDTX 코인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지원할 것입니다.

2. GOLDTX 블록체인 (GTXB)
“GOLDTX 블록체인 (GTXB)”은 “GOLDT 블록체인 (GTCB)”의 사이드체인이나 서브체인이 아닌 독립된 별개
의 블록체인으로 구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OLDTX 와 GOLDT의 교환 거래의 경우, GTCB시스템의 플랫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교환 거래 관계가 확정되며, 관련 데이터는 GTCB와 GTXB에 블록을 생성하여 기록을 보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GTXB는 GOLDT와 연관된 거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GTCB플랫폼과 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연동되어

운영됩니다.

1) GTXB 기능
“GTXB”는 시스템의 메인체인으로서, GTXB의 암호자산인 GOLDTX의 거래 관리, 스마트 계약, 기타 각종 계
정통제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GTXB”는 “GOLDTX”의 최초 발행과 이후 코인 거래 및 GOLDT와의 교환 등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블
록을 생성하여 기록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입니다.

① GOLDTX 거래관리
GOLDTX는 총50억개를 발행하며 총량은 불변합니다. GTXB 개설과 동시에 발행되어 정해진 운용 방침에 따
라 초기 다수의 코인계정으로 분배된 후 네트워크의 확장에 따라 보다 많은 코인계정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초기 GTXB는 이더리움 기반의 ERC 20(Ethereum Request for Comment 20)의 Dapp방식으로 개발하여
GOLDTX 코인을 위한 자체 메인넷 개발 시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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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메인넷 개발을 완료하고 이전에 생성된 블록을 메인넷으로 이식한 이후부터는GOLDTX거래 데이터들
을 기록한 블록을1초 이하의 단위로 생성하여 메인체인인 GTXB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GOLDT 발행주체로부터 GOLDT로 교환 지급 받은 GOLDTX에 대해서는 그 수량만큼을 전체
GOLDTX 발행수량에서 뺀 후 소각 처리하도록 개발할 것입니다. GOLDTX 거래내역은 거래 원장이자 공공장
부인 블록에 기록되어 인터넷에 접속된 각 노드에 분포식으로 저장됨으로써 거래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합니
다. 메인체인의 GOLDTX 거래 관리는 독립적이며, 모든 GOLDTX가 최종적으로 메인체인인 GTXB에서 거래
완료되고 기록되므로, GTXB의 노드에 저장된 블록 내용만으로GOLDTX 거래의 합의와 검증이 가능합니다.

② 서브체인(Child-chain) 관리
서브체인은 별도의 독립된 블록체인으로서, 사전에 설정된 세부기능과 서브체인데이터 구조에 따라 서브체인
에 할당된 GOLDT에 한하여 구체적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블록을 생성하고, 메인체인에게 서브체인 블록 생

성 내용을 전달하면 메인체인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GOLDT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합니다.
서브체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응용서비스 이용자와 연관된 트랜잭션과 GOLDT 거래만을 수행하고 그 내역을
서브체인에 블록을 생성하여 저장함과 동시에 메인체인에 그 내용을 전송합니다.
서브체인 이용자에 대한 GOLDT거래 메커니즘은 서브체인에서 편집이 가능하지만, 서브체인의 데이터 구조
에 따른 블록의 기록은 메인체인 기능의 완결성과 안전성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③ 스마트계약
GTXB의 계정은 일반적인 코인 계정과별도의 스마트계약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스마트계약 계정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중 스마트계약 계정은 거래 형식이 스마트계약 계정 조건에 부합할 때 그에 상응하는 계약 내
용을 순조롭게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게 합니다.
조건이 맞아 계약이 체결되고 그 내용이 이행되면 계약 이행에 따른 거래 데이터, 해당 계정에 사전 저장된 데
이터, 현재 블록상태에 대한 데이터 등을 기록하여 새로운 블록을 생성합니다. 상황에 따른 변수는 그때그때
수정이 가능합니다.
GTXB 시스템은 스마트계약을 편집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GTXB 플랫폼 운영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광
범위한 응용 범위 확장이 가능합니다.

④ 기타 기능
이밖에 GTXB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탈중심화 신용평가시스템: 노드에 의한 계정의 거래행위 평가.

- 탈 중심화 익명거래 시스템: 익명으로 거래 실현.
- 투표시스템
- 다종 화폐 거래 : 다양한 체인간의 거래 중, 서로의 가치 값을 자동으로 변환하여 거래를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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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TXB의 합의알고리즘
GTXB는 초기에는 이더리움의 ERC 20 (Ethereum Request for Comment 20)에따라 구축하고 암호자산인

GOLDTX 또한 ERC 20기반 토큰으로 발행합니다. 이에 따라 합의 알고리즘도 PoS (Proof of Stake, 권익증
명)를 지향하나, 이더리움이 PoS로 완전하게 변환되기까지는 PoW (Proof of Work,작업증명) 합의 알고리
즘에 기반하여 블록 형성에 대한 합의와 확인을 해나가게 됩니다. PoS는 일종의 분포식 합의방식으로, 비트코
인의 PoW 방식의 업그레이드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PoS는 PoW로부터 전환 과정에 있으며 아직 완전한 PoS는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TXB의 합의 알고리즘은 초기에는 이더리움 기반의 ERC 20의 합의 알고리즘을 따르고, GTXB의 암호자산
인 GOLDTX 또한 ERC 20기반의 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 :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방식의 암호
자산으로 제작됩니다.
이후, 독창적인 GTXB 시스템의 메인넷을 개발하여 그 이전 생성된 블록들의 모든 데이터와 계정을 새로 구축

하는 메인넷으로 이식하여 본격적으로 GOLDTX 서비스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이 개발하는 GTXB 시스템 메인넷의 합의 알고리즘은 신속한 거래 확정 측면을 고려하여 DPoS
(Delegated Proof of Stake : 위임지분증명) 방식을 채택할 것입니다.
DPoS는 빗쉐어(Bitshares, BTS), 스팀(Steem), 이오스(EOS) 등이 채택하고 있는 합의 프로토콜로, 모든 노
드가 블록 형성에 합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수의 “증인 노드”를 모든 코인 보유자들이 투표로 선출하고
(지분을 위임하고) 그 “증인 노드”들만이 블록 형성에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탈
중앙화”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그 최대 장점은 블록 형성에 합의하는 노드들이 소수인 까닭에 압도적으로 처리속도가 빠르
다는 점으로, 하나의 블록을 생성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과정에
서 공약에 따라 투표(위임)한 코인으로 발생된 채굴 보상의 일정 비율을 재분배 (채굴 풀 공약) 해줄 수도 있다
는 장점을 지닙니다.
합의 알고리즘으로 DPoS를 채택한 이유는 GOLDTX는 실물 금을 대신하는GOLDT의 보조 암호자산으로서
모든 거래에 있어 가급적 신속한 거래 확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선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
가 DPoS 채택 결과 불필요한 전산자원의 남용 또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GTXB는 “탈중앙화”라는 이념적 측면보다는 효율성과 경제성의 가치를 택했습니다.
GTXB 합의 알고리즘 DPoS의 세부 개발은 샤딩(Sharding), 오프 체인(Off Chain), 다중 증인노드그룹 구성
등의 방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추진함으로써 최대한 신속한 블록 생성을 구현함과 동시에 노드들 간 합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탈중앙화 관련 이슈들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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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TXB의 블록구조
GTXB 시스템에서 GOLDTX 거래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의 원장은 블록에 기록되어 하나씩 차례로 연결됨으

로써 체인을 형성하여 분산된 다수의 노드들에 저장됩니다.
GTXB의 블록 데이터는 투명성, 안전성, 탈중심 분산화, 비가역성, 추적가능성, 위변조 불가능 등의 구조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GTXB블록에 저장되는 각각의 거래기록에는 한 개의 기록식별정보를 가진 Header가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블록에 기록됩니다.
블록의 용량과 매시간의 기록 (timestamp)

블록 라벨링

블록생성 계정의 ID와 암호

전 블록의 라벨링과 Hash값

블록에 기록된 거래와 바이트비용의
총 암호자산 (Crypto-asset)수

블록에 포함된 거래정보

블록 Payload 길이와 Payload Hash값

블록의 생성서명

4) 바이트(Bite)비용 분배
바이트비용은 거래 시작 노드가 기장 노드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거래 과정 중 광대역 인터넷에의 접속 및
사용, 그리고 블록체인 형성에 따른 바이트 사용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장 노드는 최저비용을 설
정할 수 있고, 거래 시작 노드는 최고 비용을 설정할 수 있어, 쌍방의 조건을 전부 만족시킬 때 거래가 이루어

지고 성공적으로 블록체인에 입력됩니다.
바이트비용은 블록체인 기장운영을 구동하는 원동력으로, 기장 노드는 바이트비용을 얻기 위해 블록 계산과
합의 검증을 진행하며, 거래시작 노드는 코인거래, 스마트계약 등 거래에 필요한 모든 바이트에 대한 부가비
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3. GTXB 플랫폼
GTXB 플랫폼은GOLDTX 사업의 확대 발전 단계에 따라 3단계에 걸쳐 확장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제1단계 (기반구축 단계) : 암호자산인 GOLDTX 거래 관리를 위한 코인계정과, GOLDTX 거래와 관련된 스마

트계약 계정을 개설하고 이에 따른 코인지갑, 관리툴, 이용자DB 등의 플랫폼 운영 기반을 개발합니다. 이와
동시에 GOLDT과의 교환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GOLDT 전문 거래소”와 연동 운영을 위한 로직과 인터페
이스를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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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발전 단계) : GOLDTX를 사용한 각종 결제 서비스에 필요한 결제 로직과 모듈을 개발하며 동시에 사
용자 이력관리, 배송관리, 안심거래관리 등 신뢰성 강화를 위한 각종 모듈들을 개발하여 추가하고,이들을 코

인 계정 및 스마트계약 계정과 연동하여 운영하기 위한 노드 설계와 인터페이스 개발을 완료합니다.
3단계 (응용단계) : GOLDTX 전용카드 및 전용 앱과 인증/결제용 전용단말기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GOLDTX
의 간편한 이용과 유통을 지원할 인프라와 편의 시스템을 확충하고, 전용카드/단말기의 기능과 보안을 고도화
하여 GOLDTX 유통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IV. GOLDT과GOLDTX 코인 생태계 및 연동구조
1. GOLDT과GOLDTX 코인 생태계
GOLDT 생태계는 크게 ①GTCB, ②GOLDT, ③GOLDT구매 보유자, ④GOLDT발행 근거 광산, ⑤GOLDT관
련 금 예치기관 및 금 교환창구, ⑥GOLDT전문 거래소, ⑦UDAX 소속 암호화폐거래소, ⑧GTCB서브체인,
⑨황금박물관, ⑩GOLDT 인증/결제 전용 카드(모바일앱)및 인증/결제용 단말기, ⑪국제 금 거래소 등으로 형
성됩니다. 그리고 GOLDTX 생태계는 ① GTXB, ② GOLDTX, ③ GOLDTX 보유자, ④ GOLDTX 암호화폐
거래소, ⑤ GOLDT전문 거래소 (GOLDT와의 교환), ⑥ MCN 및 황금박물관, ⑦ GOLDT 인증/결제 전용 카
드(모바일앱)및 인증/결제용 단말기 등으로 형성됩니다. 또한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GOLDT와 GOLDTX 코인
생태계는 인터넷을 통하여 생태계 각 구성요소들에 접속된 다수의 메인 노드와 서브 노드에 의해 각각 GTCB
와 GTXB의 메인 노드를 통하여 연동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GOLDT와 GOLDTX에 관한 모든 트랜잭션 데이
터는 각각 GTCB와 GTXB에 블록을 생성하여 보관됩니다.

[그림 12] GOLDT과GOLDTX 코인의 시스템 생태계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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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TCB와 서브체인 그리고 GTXB와의 연동 구조
GTCB와 GTCB서브체인 시스템은 [그림 13]과 같이 각 블록체인과 메인체인의 플랫폼 그리고 서브체인의
Back-end 인터넷 서비스 서버로 구성되며, 지정된 노드를 통해 서로 연동됩니다.
서브체인 시스템의 모든 거래 정보는 사전 설정된 데이터 양식에 따라 서브체인의 노드에 블록을 만들어 기록
되며, 동시에 지정된 노드를 통해 메인체인인 GTCB에도 정보를 전송하여 그 노드에 GOLDT 관련 거래 정보
를 블록을 생성하여 저장합니다.

[그림 13] GTCB와 서브체인 그리고 GOLDTX 코인B의 시스템 연동 구조

GTCB와 GTXB시스템과의 연동 관련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 main 노드는 데이터 원장을 관
리하고, 각 main 노드간의 데이터 트랜잭션은 투명합니다.
둘째, 각 main 노드 밑에는 sub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노드들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연결 됩니다.
셋째, main 노드는 기존 노드 간에 합의되는 경우에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장부와 그 기록에 대한 검색은 수수료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GTCB는 GOLDT를, GTXB는 GOLDTX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다섯째, 고객은 황금수석 경매 및 황금박물관을 테마로 하는 각종 응용서비스에 GOLDT와 GOLDTX 코인을
직접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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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GOLDT및 GOLDTX 코인운용 계획
1. GOLDT
GOLDT총 발행량은 5억개로 이에 따른 금 예치량은 최종적으로 4톤 규모입니다. 발행 이후 3년까지는 2억개
의 GOLDT만을 판매하며, 그 후 GOLDT 판매 및 유통량과 금 예치 관련 계획은 “[표 4] 연차별 GOLDT 판매
및 금 예치 계획”과 같습니다. 다만, GOLDT가 황금수석 낙찰대금에 대한 결제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황
금수석의 예상 낙찰가 총계와 연차별 GOLDT 판매 및 유통량을 비교하여 GOLDT예상 수요 공급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GOLDT 판매량을 일부 적정 수량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GOLDT는 실물
금 국제시세와 연동되어 유통되는 암호자산이라는 점에서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별도의 배분 계획이 없으며,
서브체인 형성에 필요한 GOLDT조차 황금수석 경매에 따른 수수료도 별도로 계산하여 서브체인에 지급될 예
정입니다. 그리고 GTCB와 서브체인 모두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방식으로 개발 운영함에도 외부 제3자의 채굴
을 위한 노드 접속은 엄격히 차단함으로써 외부 채굴에 따른 GOLDT 보상 지급은 없을 것입니다.

2. GOLDTX
GOLDTX의 발행수량은 GOLDT 발행수량의 10배인 50억개를 전량 발행합니다. GOLDTX는 메인넷인
GTXB에서 발행됩니다. 그리고 GOLDTX 코인 20개당 실물 금과 연동되어 있는 GOLDT 코인 1개의 비율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GOLDT의 가치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외부 제3자의 채굴을 위한
노드 접속 운영은 GOLDT의 실물 금 추가 예치 부담을 가져옴으로써 GOLDT의 신뢰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제3자의 GOLDTX 채굴을 위한 노드 접속을 차단하고 사업주체의 자체 노드만을 운영함으로써
외부 채굴에 따른 GOLDTX 보상 지급을 방지할 것입니다.
GOLDTX 발행 이후 그 운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 GOLDTX 코인 운용 계획
구분

수량(백만개)

비율

5,000

100%

예비 보유 수량

500

10%

실제 유통 수량

4,500

90%

1차 마케팅 프로모션

100

2%

2차 마케팅 프로모션

100

2%

프리세일

800

16%

GTXB 시스템 개발 투자(메인넷)

100

2%

ICO 및 거래소 판매

1,500

30%

GOLDTX 기금회

1,000

20%

900

18%

5,000

100%

총 발행 수량

파운더 그룹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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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OLDTX 생태계 확충 및 공유경제 이념 실현
GOLDTX 발행량의 20%인 10억개를 배분하여GOLDTX 사업에 핵심 역량과 그 역할을 수행하는 그룹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생태계를 확충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골드티 및 골드티엑스를 보유한
회원들에 대하여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포인트 형태의 골드티엑스 코인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회원들의 주
요 거래에 대한 리펀드 개념의 이익 공유를 구현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유경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골드티파운데이션＂은 법인 형태로 “GOLDTX 기금회” 를 설립하
여 운영 할 것입니다. 기금회의 주요 생태계 사업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망 콘텐츠 발굴 및 벤처기업 관련 투자
- 황금박물관 관련 사업 발굴 및 투자
- 유망 기술사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투자

- 귀금속 매장 운영 투자
GOLDTX 기금회는 기금회 참여 인원 중에서 별도로“GOLDTX 기금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제 의사
결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기금회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창업투자회사 또는 자산운용사를 자회사로 두고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VI .면책사항 관련 안내
본 문서는 골드티 코인(이하 “골드티엑스”를 포함합니다)사업과 이와 관련된 기술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

성되었으며 별도의 고지 없이 내용이 추가되거나 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암호자산인 골드티와 관련하
여 어떠한 형태의 구매권유나 구매와 관련된 별도의 견해도 담고 있지 아니하며 나아가 구매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
사항이나 조건등에 대하여 본질적이거나 형식적인 내용을 명시하거나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
다.
본 문서에서 기술한 골드티사업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본 사업 자체가 가지는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에 대하
여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며, 향후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투자나 코인의 구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리스크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고 인지한 다음, 스스로 자신의 의사판단에 따라 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투자 또는 골드티의 취득행위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자 또는 구매자 본인 자신의 책임

과 부담으로 귀속되며 어떠한 결과도 스스로 수용하고 감수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공지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골
드티 사업주체는 본 사업이나 골드티에 대한 제3자의 투자 및 구매행위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익에 대하여 어떠한 관여나 개입 또는 책임을 부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주지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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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티 사업주체의 면책범위는 상기와 같은 내용 이외에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오니 투자자 또는 구매자들은
반드시 동 내용들에 대하여 인지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골드티 및 골드티엑스는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디지털 형태의 암호자산으로 독립적인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
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골드티 및 골드티엑스는 위.변조 방지와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보안성이 우수하지
만 상기 코인을 상장시켜 거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교환소는 그 운영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킹 등으로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골드티와 골드티엑스는 중앙운영기관을 배제하고 다수가 시스템 운영에 참가하기 때문에 참가자간 이해
상충 시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결
정이 지연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에 취약한 일면이 있습니다.
4) 골드티와 골드티엑스의 가치 변동성은 상호 연계하여 일정량의 금 준비금의 지준율 및 금의 가치에 따라
가격이 일정 부분 변하기 때문에 오직 시장 참여자의 수요와 공급에만 의존하는 다른 코인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안정적이나 골드티엑스의 경우는 가치의 저장 기능이 골드티 보다는 다소 미약할 수 있습니다.
5) 골드티엑스는 골드티의 보조적 암호자산으로서 비록 골드티와 연계되어 있지만 내재적 가치를 떠나 생태
계의 완성도 및 그 운영으로 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는데 어렵고 따
라서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변동 할 수 있는 시장 리스크를 않고 있습니다.
6) 골드티 및 골드티엑스의 거래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생태계의 완성도 그리고 이론적 분석이나 예측과 무
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골드티파운데이션 사업주체와 전혀 무관합니다.
7) 골드티 및 골드티엑스는 코인을 보유함에 있어 분실, 도난 등 여러 형태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8) 암호자산으로서 골드티 및 골드티엑스의 코인 보유자체가 본 사업 주체인 골드티파운데이션에서 상기 코
인 보유자에 대하여 본 사업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 통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9) 골드티 및 골드티엑스는 암호화 자산으로서 전세계 모든 국가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하
여 어느 한 나라가 특별히 감내하기 어려운 규제를 적용한다면 본 사업이나 암호화 자산인 골드티 및 골드티
엑스의 보유자는 각 국가별로 규제의 성격이나 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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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과 암호자산 골드티 및 골드티엑스의 발전 방향과 발생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하여 본 백서를 읽으시고
충분하게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면 골드티 및 골드티엑스의 구매를 통한 거래를 자제하여야 하며 나아가 본 사

업의 투자 참여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다시금 권고합니다.
본 사업은 국가의 규제, 시장수요, 기술적 요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 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VII. GOLDT 및 GOLDTX 코인 사업의 인적 구성
• 고려대학교
• 보타바이오 부회장(코스탁상장사)
• (주)간만세 회장
• (재)사색의향기 이사
• (사)가상현실컨텐츠(VR)협회 감사
• 법무법인 이인 전문위원

김규현 부회장

• (現)골드티파운데이션 부회장
• Quezon 국제파이낸싱그룹 아시아본부 팀장
• DK Bio 필리핀 법인장
• PEP Inc 필리핀상장법인 대표이사
• (주)SB솔로몬AMC 대표이사
• (現)대한경호협회 상임이사

• (現)서울시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협회 이사

정성일 대표

• (現)(주)골드티 대표이사
• 제남석유케미칼 전문대학 경제학과 전공
• 중국서남과학기술대학 영문학과학사
• 중국석화(차이나 스노픽)하얼빈 석유정유공장 공장은행 행장
• 중국화당그룹 부총재
• 세계기구 국제기후기구 중국위원
• (現)중국국제발전원조위원회운영원

김성민 대표

• (現)동남아 블록체인연맹 한국구 위원장
• (現)UDAX국제 한국거래소 대표
• (現)UDAX국제 인도네시아거래소 회장
• (現)골드티파운데이션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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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O 김윤수
•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 카이스트 전자공학박사
• 삼성전자 상무
• 장영실상2회 수상
• (주)아이캔텍 대표이사

CTO 김윤수

• (주)두루무역 CTO
• (現)골드티파운데이션 CTO

• 런던정경대(LSE) 정치학석사
• 경북대학교 행정학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박사
• 제22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청와대 행정수석실 행정관(서기관)
•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담당관, 주민과장

Advisor 예창근

• 남양주시, 안산시, 수원시 부시장
• 경기도 행정2부지사
• (재)경기영어마을 총장
• (現)골드티파운데이션 고문
• 현대증권 사외이사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금융감독원 시장증권담당 부원장
• 금융감독원 증권담당 부원장보
•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국장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국장

Advisor 박광철

• 금융감독원조사국 실장
• 건국대학교대학원 법학 박사
• (現)골드티파운데이션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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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박사
•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교수
• (現)동아시아전략연구소 소장
• (現)주한 러시아연방 명예총영사
• (現)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
• (現)골드티파운데이션 고문

Advisor 정 헌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 체이스맨헤턴 은행 사내 MBA 수료
• KAIST AIM 최고 경영자 과정
• (現)테멘홀딩스(주) 대표이사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한국대표부/주한대표
• 도이치모터스(주)상근감사

Advisor 박근생

• 칸서스자산운용(주)고문
• 메디슨(주) 부사장/CFO/등기임원
• 칸서스파트너스(주) 부사장, 사모투자펀드(PEF) 대표펀드매니저
• 에이비엔암로(ABN AMRO) 은행 서울지점 IB 본부장
• 제이피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 은행 서울지점 기업금융 IB 담
당 본부장, 수석부지점장 (Vice President)
• (現)골드티파운데이션 고문
• 명지사회교육대학원 예술심리학박사
• 일본동경전기(TOSHIBA) POS 사업본부대표(유통코드센터.자문위원)

• 한국IBM 유통영업본부지사장
• 태평양정보기술 유통사업본부장
• POSPIA 대표이사(국내최초 국산POS 개발 제조)
• TSG 대표이사/회장(Total solution Group)

Advisor 김철

• (現)유닥스코리아 대표
• (現)골드티파운데이션 고문

<골드티 파운데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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