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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TL;DR” Gaimin.io 프로젝트 개요
1) 소개:
Gaimin.io 는 전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빨리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컴퓨팅 파워 자원의
혁신적 해법 중 하나다. 현재 글로벌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진정한 솔루션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Gaimin.io 는 문제의 출처와 수요를 명확히
했고 문제 해결에 대해 이익최대화의 해법을 제시했다.
2) 기회:
현재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여타의 환경 시스템처럼 생존과
금융 안정성은 필요로 하는 자원 공급에 의존된다. 예를 들어 전력, 석유, 천연가스, 수력,
자산과 같이 현실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처럼 컴퓨터의 컴퓨팅 파워는 디지털 세계에서
한정적이지만 필수인 자원이다.
3) 시장:
디지털 세계에서 한정적이지만 필수인 자원은 높은 코스트, 고효율, 고 신뢰성의 글로벌
컴퓨터 처리 능력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 처리 능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현시대에서 모든 사물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수요는 현재 시점에서
효율적인 전달이 되지 않고 있어 금융업계에서 역량발휘가 되지 않고 있다.
4) 솔루션:
Gaimin.io 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공장을 만드는 대신, 전세계 범위
내에서 게임 커뮤니티를 방문해 유휴 컴퓨팅 파워 자원을 활용하고 일정 인센티브를 발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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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실현했다. 즉 인터넷 고속 연결을 통해 전세계의 13 억개의 처리 설비를 인터넷 처리
능력의 통합으로 앞으로 그리고 현재의 처리능력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5) 결론:
전세계에서 대규모 처리능력에 대한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Gaimin.io 프로젝트가 전세계 범위에서 GPU 중 가장 큰 처리 능력을 보유한 GPU 의 공급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처리능력은 전세계 게임 커뮤니티의 13 억대 게임 PC 와 맞먹는 처리
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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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글로벌 문제의 글로벌 솔루션
“글로벌 컴퓨팅 파워가 곧 사라진다.”
2018 년 1 월 23 일，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마이크로 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는 전 세계의 컴퓨팅 파워가 점점 소모된다고 말한바 있다.

Gaimin.io 프로젝트 백서 6 페이지 ，총 85 페이지

출처 BBC: https://www.bbc.com/news/business-42797846
사티아 나델라는 AI(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은 대량의 컴퓨터 처리 자원을 수요로 한다고
말했다.
오늘날 인류의 생활이 더욱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처리해야 할 자원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고 가치 자원으로 발전될 것임을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유입되고 있는 최신기술 중에 대량의 컴퓨팅 파워를 수요로 하는
기술들이다.
● 인공지능 기술(및 관련기술)
● 블록 체인 기술(거래 확인 및 검증)
● CGI & 3D 모델 구축 및 랜더링，비디오 트랜스 코딩과 편집 및 이미지 처리
● 증강현실, 가상현실(및 최신 기술인 혼합 현실)
● 홀로그램 영상 기술
● 빅데이터 기술, 데이터 마이닝 및 처리기술
● 클라우드 마이닝 기술
● 3D 프린팅 기술
● IoT，사물인터넷 기술
● 로봇 처리 자동화 기술(Robotic Process Automation)
● 과학 계산 모의기술(Advanced scientific computing simulations)
● PaaS, Iaas 및 슈퍼 컴퓨터 대여에서 관리 및 운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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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컴퓨팅 파워 자원이 없다면, 상술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까?
컴퓨팅 파워의 외주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 마케팅의 경우 수많은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컴퓨팅 파워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연다.
중소형 기업 및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매달 수천 달러를 들여 컴퓨팅 파워 (및 메모리)를
구매해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이메일 서비스(뉴스 정보 발행), 분석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한다. 이런 업계는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는 밀집형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컴퓨팅 파워 대여에 대한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컴퓨팅 파워를 어디에서 확보해야 하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날로 증가하는 컴퓨팅
파워 수요를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의 솔루션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에 참고하기 바란다.
현재 전세계에는 13 억의 pc 게이머가 있으며 4 억대의 컴퓨터는 고사양의 GPU(PC 의
이미지 처리 기능을 하는 그래픽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그래픽 카드는 그 성능이 굉장히 좋다. 이에 대해 Nvidia 의 창시자이자 총재이며
CEO 도 역임하고 있는 Jensen Huang 은 이를 ‘슈퍼 컴퓨터’라고 설명하고 ‘모든 게이머들은

자신만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의 경우 이런 고성능의 GPU 는 500 달러
이상의 고가제품이다.
다시 말해, 글로벌 게임 커뮤니티는 2000 억 달러의 고성능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하드디스크는 평균 매일 휴면 시간이 20 시간을 넘는다.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컴퓨터
처리능력 공급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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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들은 ‘프로세서 컴퓨팅 파워 자원 공급 네트워크’에 가입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당사의 협력 파트너인 게임 개발업체를 통해
토큰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템 혹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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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컴퓨팅 파워=고 가치 상품’

전세계 게임 커뮤니티의 유휴 컴퓨터 자원을 통합하여 사용해, 세계에서 가장 큰 탈중앙화
슈퍼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다.

미션:
“게이머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토큰 열풍”

컴퓨팅 파워 영역의 ‘Uber’로 불려, 게이머들의 유휴 컴퓨터 자원을 디지털 화폐로 변환해,
컴퓨팅 파워 구매력을 강화하고 게임 체험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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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요: 게임산업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산업”

●

게임은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열풍이다. 100 여개 국가에서 게임과 관련한 중대한

대회를 치르고 있다.
●

게임의 생산 가치는 1380 억 달러에 육박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시장이다. 전 세계의 1/3 의 인구가 게이머인 것만 봐도 그렇다.
●

Newzoo 의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게임에 투입되어 소비를 하는 속도는 기타

영역보다 더 빠르며 그 이유는 게임이 전 세계적인 레저 아이템이 되었기 때문이다.
●

E-sports(직업 게임)은 향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아이템이 될 것이며, 현재 매년

증가속도가 33%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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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과 AR 게임은 4~5 년내로 넓은 범위에서 보급될 예정이며 이는 고성능 GPU 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 현재 전세계의 고성능 게임 컴퓨터는 13 억대에 달했으며 그 증가속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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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Gaimin.io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전세계의 유저들의 GPU(그래픽 카드)를 한데 모아 유휴
컴퓨팅 파워를 통합시켜 토큰으로 변환한다. 이 가운데 주로 두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다음과
같다.
- 블록체인 거래를 확인하고 검증한다. (블록체인 마이닝)
- CGI 랜더링
유저(게이머)들은 보유한 pc 컴퓨팅 파워를 ‘Gaimin.io 컴퓨팅 파워 공급망’로 연결시키고
GMRX 즉 Gaimin.io 의 현지 블록체인 토큰으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런 토큰은 유저들이
Gaimin.io 커뮤니티의 기타 유저들과 거래(매매/대여) 를 하도록 촉진시켜 Gaimin.io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도록 추진하는 역할도 한다.
Alpha 단계로 현재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 하고 실제 데이터 측정 플랫폼 사용을 위해
개발팀은 블록체인 마이닝에 주력하고 있으며 토큰의 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Gaimin.io 는 100 명의 유저 Alpha 테스트를 통해 Gaimin.io 의 정의에 대해 전반적인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테스트에 실제 데이터를 적용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측정할
것이다.

(참고: Alpha 테스트 보고서는 본 백서 첨부파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유저들이 어떻게 컴퓨팅 파워를 통해 블록체인 마이닝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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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상세 소개: 1 단계
“블록체인 마이닝으로 토큰을 발행하다.”
1) 왜 블록체인 마이닝을 하는가?
블록 체인 발전 및 지표
● 2009: 비트코인(전 세계 최초 블록체인 활용사례)은 암호학기술로 보호된 블록의
나열이다.
● 마이닝은 블록체인을 검증하고 거래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 POW 를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컴퓨팅 파워 제공자에게 토큰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 마이너가 없다면 블록체인도 없다. (블록체인은 거래를 검증하고 확인해야 하며 거래를
블록체인의 모든 노드에 전달해야 한다.)
● 마이너가 되려면 기술과 능력은 필수다.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며 업데이트 할
자질이 있어야 한다.
● 시장에는 900 여종의 GPU 마이닝을 지원하는 암호화폐가 있다.
● 전 세계 200 조 달러의 자산에서 일부를 블록체인에 유입 시키면 블록체인 마이너에 대한
수요가 생길 것이다.
● 10 곳의 회사 중 6 곳은 블록체인의 시대적 흐름에 참여했으며 그 중에는 삼성, Oracle,
마이크로 소프트, 월마트, 비자, 네슬레, JP 모건스, 아마존 등(IBM 은 현존의 직원 1000 여명이
블록체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 전 세계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점점 더 오픈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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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기반 인프라 기관도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CBOE
ETF，BAKKT，나스닥, JP 모건스 등 회사의 주요 투자자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 나스닥 총재 겸 CEO Bob Greifeld 는 ‘블록체인이야말로 향후 10 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기회다’라고 말했다.
● 마이너에 대한 수요가 막대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대규모 사용으로 인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2) 왜 게이머들이여야 하는가?
상술한 바와 같이, 게임산업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그리고
게임산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은 주지한 사실이다.
고속성장을 이루고 있는 게임산업의 유저인 게이머는 Gaimin.io 플랫폼의 이상적인
고객이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성능 CPU 와 GPU 에 대한 소비와 게임 컴퓨터의 암호 계산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수백 가지 암호화폐 마이닝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인 것이다.
● 온라인 게임의 본질은 커뮤니티다. 게이머들 간에 채팅 플랫폼으로 긴밀히 연결되고
게이머들의 커뮤니티 활약과 그 활약의 범위, 커뮤니티에 대한 게이머의 인식이 한 게임의 보급
정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해당 게임의 커뮤니티가 빨리 발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 PC 게이머는 기술에 능하다. 그들은 디지털 화폐와 정서적 통화, 한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가상 자산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유저와 게이머들을 분석해보면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온라인 최신 사물의 최초 유저: 게임 커뮤니티는 세계의 기타 유저들보다 10 년이나 빨리
정서적 통화와 온라인 골드, 암호화폐, 게임 아이템 구매용 디지털자산을 접했다. 게임산업은
블록체인 기술의 요충지다. 따라서 게이머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리더 격인 것이다.

Gaimin.io 프로젝트 백서 15 페이지 ，총 85 페이지

3) 그렇다면 게이머들은 왜 Gaimin.io 플랫폼을 선택할까?
Gaimin.io 은 게이머들이 직면한 문제에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했다. 다시 말해 게이머들이
어떻게 게임 체험을 위한 자금을 늘리는 지에 대한 솔루션인 것이다. 다운로드, 설치, 사용까지
유저들은 무료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시스템은 구독 비용이 발생하는데 인센티브를 받은 유저들에게만 해당하며
인센티브의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GMRX 토큰을 자동으로 게이머의 지갑에서 차감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이 무료라는 것이다.

게이머들이 직면한 ‘문제’：
- 게임은 많은 자금 투자가 필요한 취미다. 게임은 태생적으로 도태의 특성을 보유했는데
게이머들은 하드디스크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는 것으로 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하려
노력한다. 그리고 새로운 게임을 할 때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을 통해 지속적인 지출이
생기기 마련이다.
- 게임 지출 비용 중에는 pc 및 그 주변 제품, 게임과 게임관련 비용이 있다. 전형적인 게임
pc 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000 달러 정도의 지출이 생기기 마련이며 게임 아이템구매는 별도다.

Gaimin.io 가 게이머들에게 제공하는 솔루션:
게이머들은 막강한 컴퓨터 컴퓨팅 파워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원들은 보통 사용되지
않고 있다. Gaimin.io 플랫폼은 게이머들이 이런 자원이 사용되지 않을 때 수동/능동적으로
자원을 토큰으로 치환하는 것을 지지한다.
- 게이머들이 대량의 GPU 를 주고 칩을 구매하며 게임 전용 컴퓨터를 구동 시키는데
사용한다. 하지만 아무리 Fortnite 게이머라고 해도 컴퓨터를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GPU 와 같은 대량의 컴퓨팅 파워 자원이 유휴 자원이 된다는 의미이며, 수동적인 토큰 치환에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 고속 인터넷 연결을 통해 게이머의 PC 컴퓨팅 파워 자원은 간편하게 Gaimin.io 컴퓨팅
파워 공급 망에 융합 되며 토큰으로 치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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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imin.io 는 GPU 가 사용되지 않을 때 컴퓨팅 파워를 토큰으로 치환하지만 게임의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그리고 Gaimin.io 를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GMAX 토큰의 형식으로 게이머에게 인센티브를 발급한다.
- Gaimin.io 의 ‘네트워크 발전 계획’ 추천 시스템에 따라, 게이머는 채팅과 SNS 및 여러 게임
채널을 통해 프로젝트를 홍보해, 추천한 친구가 기여한 컴퓨팅 파워의 1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친구 추천수가 10 명이 넘으면 두 배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게이머들은 지식 저장 및 지속적인 습득이 필요 없이, Gaimin.io 를 다운받고 설치하여
친구에게 추천해주기만 하면 된다.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AI 인공지능 시스템이 모든
화폐와 관련한 일을 처리해 줄 것이다.
- 소프트웨어가 자동 검측 해 GPU 가 사용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가동시켜 컴퓨팅
파워를 ‘Gaimin.io 컴퓨팅 파워 공급 망’으로 자원을 연결시킨다. 만약에 게이머가 GPU 로
게임을 해야 할 경우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수면 상태가 되며 게이머가 게임을 플레이 할 때
컴퓨터의 성능을 떨어트리는 일은 없다.
-바탕화면에 ‘기능 마이닝’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게이머가 PC 를 사용하지 않을 때 최대한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독려한다. 기능 마이닝에는 시각적인 목표 사용(시장에서 구매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게임(즉각적인 수요 만족)인센티브 증여 등의 전략게임 산업에서
통용되는 전략이 적용되었는데 이런 방식은 이미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다.
- Gaimin.io 는 유저의 컴퓨터에 초과 주파수를 발생 시키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그 어떤 게임보다 컴퓨터에 주는 데미지가 크기 때문이다.
4) Gaimin.io 블록체인 마이닝 소프트웨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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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마이닝에 존재하는 문제점
- 암호화폐 마이닝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자가 학습능력이 중요한
영역이다.
-보통의 경우 유저들은 스스로 소프트웨어나 풀을 찾고 결정하며 계정을 만들고 패치
파일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암호화폐를 마이닝 할지 결정하고 월렛 여러 개를 다운받은
후, 실시간 업데이트 및 백업을 하며 퍼스널 키를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아야 한다.
또한 이런 작업을 마치고도 컴퓨팅 파워 기여에 제한이 걸린다.
- 상술한 내용은 암호화폐 마이닝이 게이머들에게 더욱 멀게 느껴지도록 한다.
- 주요시장의 경우 암호화폐 마이닝은 여전히 굉장히 어려워 받아들이기 힘든 영역이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보유한 마이너들의 컴퓨팅 파워가 과도하게 한곳에만 집중되어 악의적인
공격 혹은 도용에 51%의 공격 밖에 못하며 전반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도 위협받는 것이다.
- POW 블록 체인의 장점은 분산형 마이닝에 의거한다는 점이다. 블록체인은 노드/블록이
많을수록 더욱 탄탄하다. 대형 마이닝 기관의 경우 거대한 컴퓨팅 파워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Gaimin.io 프로젝트 백서 18 페이지 ，총 85 페이지

POW 모델의 마이닝 및 현금화가 과도하게 집중되었다. 만약에 대형 마이닝 처리장 혹은 그
중에 일부 마이너가 블록체인의 51%를 제어한다면 블록체인은 그들에 의해 통제 받는 것이다.
소수의 마이너들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블록체인이
제어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 POW 마이닝이 집중되는 것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진정한 솔루션이 도출되기 전에 현재의 해법을 유지할 것이다.

Gaimin.io 암호 화폐 마이닝 솔루션
-Windows 시스템에서 쉽게 차세대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고 사전 배치를 통해 AI 인공지능
시스템은 모든 사무를 관리하게 된다.
-마이닝 풀 자동 선택, 마이닝 토큰 자동 선택, 안정적인 화폐로 자동 전환(암호화폐 가치
파동을 피하기 위한), 지속적인 자동 관리 등 기능이 있다.
-플랫폼의 ‘머신 러닝 규정 엔진’ 은 자동으로 암호화폐의 수익률에 영향 주는 요소를
모니터링 하여(컴퓨팅 파워 난이도, 가격, 시장의 정도 등)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 가장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암호화폐로 자동 선정하도록 해 게이머의 선택 없이도 관리가 가능하다.
-네트워크 발전 계획에서는 게이머가 친구를 추천해 컴퓨팅 파워를 현재 기준에서 월등히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 마이닝 인센티브는 Gaimin.io GMRX 토큰의 형식으로 게이머에게 발급이 되며 이를
사용해 게이머들은 디지털 게임 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
- 마이닝 과정도 게임화 되어, 게이머가 지정한 마이닝 위치에 달하면 게임 아이템 혹은
디지털 자산을 선물로 게이머에게 준다.
- 이는 전세계에서 완전한 자동화를 실현한 블록체인 마이닝 네트워크다. 게임에 특화된
사양의 하드웨어와 AI 기술을 접목시킨 소프트웨어로 구동하는데 네트워크는 자동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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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팅 파워가 과도로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이 분포된 마이닝
전문가를 마이닝을 하도록 모아야한다. Gaimin 는 진정한 글로벌 소프트웨어로써 전세계
각국의 마이닝 전문가들이 마이닝을 하면서 얻은 솔루션이 한곳에 모여있으며 어떤 개인이나
단체, 지역이나 국가에 제약 받지 않는 마이닝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가능했던
것은 Gaimin 이 전세계 게임 PC 를 통합해 차세대 마이닝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세계 수억 대의 PC 를 연결해 POW 로 마이닝하는 것이다. Gaimin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
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수 억대의 유휴 PC 컴퓨팅 파워를 연결해, Gaimin 은 효율적인 마이닝을 가능케 하여, 블록
체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거래 확인 및 안전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블록체인 생태계의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 Gaimin.io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13 억대의 게임 pc 가 주요 블록 체인에서 마이닝 하는
것을 허락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성:
1. ‘블록체인 마이닝 소프트웨어’
(a) Windows 시스템에 맞는 프로그램 즉 유저 월렛
(b) Gaimin 관리 플랫폼을 컴퓨팅 파워 자원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데에 사용
(c) 블록체인 마이닝 프로그램은 ‘머신러닝’ 규정 엔진 보유
2. 휴대폰 App 은 이동관리 기능 제공 (Android/IOS)
3. 마이닝 진도 관리, 더욱 안정적인 토큰으로 선정
4. 네트워크 발전 계획(NEP) 즉 임베디드형 추진 시스템
5. 온라인 커뮤니티 및 시장
6. 통합된 블록체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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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특징:
GPU 컴퓨팅 파워 자원의 통합, 블록체인 마이닝 소프트웨어 관리 모듈
- Windows 시스템을 이용한 간편한 다운로드 및 설치한다.
- 사전 설정 완료로 번거로운 설정 과정을 간소화한다.
- Windows 방문 시 자동 실행을 한다.
- 자동 실행 및 휴면 전환으로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머신 러닝 규정 엔진’ 은 가장 적합한 토큰 마이닝 프로세스를 제시해 마이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모니터링 하고(컴퓨팅 파워 난이도, 수익, 시장 깊이, GPU 마이닝여부, 마이닝 풀
등)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토큰을 선정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제공해
마이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지속적이고 꾸준한 마이닝을 가능케 했다.
- 백 스테이지 처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토큰(SC)를 마이닝 하도록 설정이
되어있다.
- 이에 따른 보상을 GMRX 토큰으로 유저에게 전달된다. (현재 안정적인 SC/GMRX 로 전환됨)
-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있다.
- 방화벽 및 바이러스 방지 기능을 탑재했다.
- 안전을 위해 사이트 다운로드는 라이선스가 있어야 가능하다.
- 관련 규정 또는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실행 가능하다. (합법적)
- 매뉴얼 화면이 더욱 눈길을 끄며 게이머들의 취향과 유사하다.
- 기능성 마이닝에는 가시화 게임 자산 목표 및 달성 시간 예측 등이 있다.
- 게임화 장려 및 거리 기능이 있다. (마이닝 시간, 컴퓨팅 파워，NEP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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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의 경우 완전한 유저의 디지털 정보(성함, 메일주소, 연락처, Insta, discord, 보유한
게임, PC 및 하드디스크 정보 등) 를 제공해야 한다.
- 푸시 알림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 공유 기능(Discord, Skype, Whats app, Telegram, Instagram)도 보유하고 있다.
- 월렛 기능도 있어 GMRX 거래 및 기타자산의 저장이 가능하다.
- 커뮤니티와 시장의 완벽히 통합되었다.

모바일 App (Android/IOS)
- 계정 등록 및 모든 계정 정보 조회 가능하다.
- 커뮤니티와 시장의 기능을 통합해 거래 및 대여가 가능하다.
- 사이트 뷰어와 비슷한 조작 화면을 보유했다.
- 마이닝 네트워크를 이미지화 한 화면이 있다.
- 기능 마이닝을 이미지화 한 화면이 있다.
- 월렛 기능 완벽 결합으로 모든 거래가 가능하다.

마이닝 된 토큰을 안정적인 토큰으로 자동전환 하는 과정
- 거래 API 를 백 스테이지에서 실행해 마이닝한 토큰을 안정적인 토큰으로 자동 전환할 수
있다.
- 안정적인 토큰을 회사 월렛에 저장할 수 있다.
- 안정적인 토큰을 사용해 GMRX 토큰 인센티브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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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는 월렛에 있는 GMRX 토큰만 볼 수 있고 모든 과정은 백 스테이지에서 진행한다.

네트워크 발전계획(NEP) 즉 임베디드 홍보 계획
- 쉽고 간단한 마이닝 네트워크 홍보 및 발전이 가능하다.
- 개인에게 빠른 속도로 컴퓨팅 파워 기여도와 인센티브를 받을 기회를 향상시킨다.
- 유저들은 추천한 친구의 10% 컴퓨팅 파워를 받을 수 있으며 총 3 개 등급이 있다.
- 10 명의 친구를 추천할 경우 1 개의 GPU 설비가 새로 추가된 것과 맞먹어 100 명이면
GPU 가 10 대인 셈이다.
- 소프트웨어에는 가시화 마이닝 즉 NEP 너트워크 화면이 보인다.
- (TBD) 간단하게 이룰 수 있어 매월 최저 컴퓨팅 파워는 액티브 유저(TEB)면 가능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및 시장
- 암호화폐 GMRX 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유저는 이 디지털 시장에서 토큰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 대량의 프로그램으로 GMRX 토큰에 대한 수요를 자극한다.
- 스마트 계약 기술을 도입했다.
- 커뮤니티 및 시장을 공동 운영한다.
- P2P(유저 대 유저)가 가능해 디지털 게임 자산의 매매와 대여가 가능하다.
- Gaimin.io 에서 GMRX 토큰 구매가 가능하다.
- Gaimin.io 과 협력 파트너 사이에 디지털 자산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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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활동, 유저들간의 도전, 경기, 선수권 경기, 커뮤니티 증명, 활동, 게임, 장려, 유저
식별 등 기능이 있다.
- 모든 거래는 GMRX 토큰을 매질로 한다.
- 커뮤니티의 힘으로 고객의 충실과 거대한 브랜드 가치와 인기를 형성한다.
- 커뮤니티는 E 스포츠 팀에 후원해 자신의 팀을 브랜드화하고 인기를 형성한다.

EOS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
-

Gaimin.io 의 GMRX 토큰은 EOS 퍼블릭 사슬에서 정식 발행되었다.

-

EOS 블록체인 및 GMRX 토큰은 거래를 추진한다.

-

EOS 블록체인은 거래의 매개체다.

-

기타 정보는 ‘왜 EOS 블록체인이여야 하는지?’와 ‘EOS 블록체인 통합과 자세한

Gaimin 블록체인 설계’를 참고하기 바란다.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a)과 (b)는 이미 Alpha 단계로 개발 되었으며, 12 개국가의 100 여명
유저와 Alpha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테스트 결과로 Gaimin.io 개념과 비즈니스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다.

(참고: Alpha 테스트 보고서는 백서에 첨부파일로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유저 소프트웨어 관리 플랫폼을 소개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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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메인 화면

설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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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min 에 대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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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5. 기술 설명
게임 커뮤니티의 분산화 분포 및 인구 수량의 규모가 거대한 특징을 근거로, Gaimin.io 는
애초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했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신빙성,
속도, 확장성, 안전성, 저장 효율 및 데이터 처리량 및 미래의 제 1 단계 블록체인 마이닝의 사용
능력(미래의 용도는 CGI 랜더링 및 기타 FPU 계산처리 능력)을 포함 한다.
다음 주석은 기술 및 관련정보의 기술을 간단하게 서술한 것이며 관련 기술 및 제품
업그레이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화면 응용기술
-

선택한 개발 언어: Java 8

-

프로그램 프레임: JavaFX & Spring

-

지원프로그램: Windows 8,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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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마이닝에 사용되는 외부 프로그램:
-

XMR-Stak 는 Monero 마이닝에 사용됨

-

Ethminer 는 Ethereum 마이닝에 사용됨

프로그램 개발은 OOP(객체 프로그래밍)법칙으로 관리한다.

데이터 베이스 선정 및 사용?
-

데이터 베이스: Postgresql 10

-

이유: PostgreSQL 는 짧은 시간에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GUI/WEB 기술
-

Angular 7 - 전면 프레임

-

Angular Material 7.1 – UI 프레임

-

Angular Animations 7.1 – 플래쉬 제작

-

Angular Http 7.1 – HTTP 방문요구

-

Angular Router 7.1 – 라우팅 기능제공

-

Ag-grid 18.1.2 – 데이터 베이스 형성

-

AngularFontAwesome 3.1.2 – 벡타아이콘 제작

-

Angular2-chartjs 0.5.1 – 도표 제작

-

CoinAddressValidator 1.0.4 – 월렛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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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Awesome 4.7.0 - 벡타아이콘 제작

-

Ngx-perfect-scrollbar 6.2.0 – 맞춤 브라우저 표시 줄

-

Node-sass 4.10 – CSS 예비처리 프로그램

-

TSLint 5.9.1 – 코드 검증

-

Typescript 3.1.6 – 핵심언어

개발 프로그램은 OOP(객체 프로그래밍)법칙으로 관리하며, 관련 툴과 패치를 사용하는데
쓰인다.

서버
-

Google 클라우드 플랫폼

-

서버시스템은 Ubuntu 18.04

-

서버는 Java 언어로 작성（Spring Boot 프레임）

-

가상 네트워크 시스템 사용, 내부 데이터 방문은 VPN 을 사용해야함

-

CI/CD 시스템，Jenkins/GitLab，1 분내로 프로그램 변경을 허락함

-

필요할 경우 Kubernetes 및 협동작용하는 Docker 용기를 사용하는데 허락

-

모든 버전의 프로그램은 개인 등록의 Docker 용기에 저장됨

-

Prometheus/Grafana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 관리자에게 알람 기능도

제공함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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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S 를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

-

개발 언어는 C++14

-

WASM 목표 컴파일러

-

EOSIO.CDT 를 개발 툴로 사용

-

Cleos 및 jungle testnet 로 테스트

-

Docker 를 데이터 베이스로 사용

블록체인 안전성
-

스마트 계약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RPC API 과 Wallet RPC API 을

사용함.
-

API 의 사용으로 사인이 체결되어 ssh 와 같은 안전성을 가짐.

-

특유의 EOS 노드를 사용하여, 서버를 블록체인과 연결해 안전한 데이터 연결을

실현함.
-

협약의 안전 문제를 피하기 위해 ‘QuillAudits’와 같은 스마트 협약심사

프로그램으로 안전 패치 및 문제의 유무를 확인함.
-

이와 동시에 스위치 분리 기능을 제공해 스마트 협약에 문제가 존재할 때 긴급

온/오프를 할 수 있음.

마이닝 알고리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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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기 다른 하드디스크가 마이닝 방법의 다름에 따라 다른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지정된 하드디스크를 최고 성능의 컴퓨팅 파워로 나타냈을 때 그 의미가 가장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

이는 주로 두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세하게는 다음과 같다.

（i）우선 컴퓨팅 파워의 속도다 간단한 성능테스트로 측정을 하고 하드디스크 교체
혹은 높은 버전의 구동 프로그램을 교체한 뒤에 다시 베타 테스트를 해야한다.
（ii）두 번째는 마이닝 토큰 종류의 상대적 가격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여러
거래소의 API 를 사용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여러 토큰의 가격과 거래량 그리고 시장의
깊이를 판단 할 수 있다.
-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해 모든 데이터를 마이닝 하고 전용 알고리즘으로

계산하고 실시간으로 최적의 토큰을 선택한다.
-

결과를 화면에 나타낸다.

디지털 게임 저작물(DGA)에 대해
-

게임개발 회사와 디지털 게임 저작물 시장의 통합으로 유저들이 GMRX 토큰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다시 팔거나 디지털 저작물의 대여도 가능하도록 발전되었다.
-

자산을 Gaimin GMRX 월렛에 저장할 수 있다.

-

모든 거래는 GMRX 토큰으로 가능하며 커뮤니티와 시장의 통합이 가능해졌다.

-

그 외에도 여러가지 기술적인 디테일이 있다.

-

거래 시 오더를 여러 개로 나눠 리스크를 최소화 한다.

-

최우선으로 하는 규칙은 안전한 토큰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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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API 로 스마트 협약의 개입이 필요 없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

서버는 몇 개의 유명한 거래소와 （예를 들어 Binance）연결하여 필요시 거래

요청을 한다.
-

거래 금액은 서버 유저와 상의 하에 정한다.

-

거래 API 연결은 시스템을 협조해 마이닝 토큰의 선택에도 기여할 것이다.

6. 왜 EOS 블록체인이여야 하는지?
EOS 블록체인을 선택하는 원인
-

게임에 적합하다

Gaimin.io 의 미래 계획에는 디지털 게임 자산을 포함한다. 이로 인해 EOS 의 특성은
현재와 미래의 수요에 부합한다.
-

빠른 거래 속도와 양호한 확장성

그림 출처 https://blocktivity.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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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에 가까운 거래비용

이더리움과 다른 것은 EOS 블록체인에서 유저는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기에 관련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일부 EOS 를 stake(잠금 혹은 담보로
이해할 수 있음)해야 CPU 와 저장공간 자원을 얻을 수 있다.

EOS 설정
EOS 에 스마트 계약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RAM 즉 내부 메모리를 구매해야 한다.
스마트 계약은 보통 1MB 의 RAM 혹은 더 많은 양을 수요로 한다. 현재 가격은 120 EOS
즉 600 달러다.

EOS 프로그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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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 체제에서 모든 계정이 개발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자는
형성 계정의 명의로 새로 등록된 유저들에게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블록체인 계정의 비용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EOS 와 이더리움의 다른 점은 EOS 는 실제로 어떤 dApp 운행 자원이 필요 없으며 단지
조작을 stake(잠금 혹은 보장)하면 되어서 dApp 를 사용하고 나서 자동으로 고객의
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는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젝트로서 토큰을 구매하고
stake 조작을 하면 된다.
-

거대한 커뮤니티

EOS 는글로벌 커뮤니티로 글로벌 범위에 능력인고 열정 있는 기술개발자들이 많다.
-

역동성

EOS 가장 큰 특징은 역동성, 우수한 진화 능력이다.
-

충분한 자원

block.one 가치가 120 억 달러에 달하며，EOS 블록체인에서 자금 조달 금액이 가장 큰
프로젝트임을 알린다.
(https://www.businessinsider.com.au/commonwealth-banks-chief-financial-officer-has-resigned-2018-5)

-

DPoS 주권 증명 (Delegated Proof of Stake)

이는 gamin.io 에 필요한 기술이다.
-

간단한 계정 회복 (씨드 시크릿)

일반의 경우 모든 EOS 계정은 3 개의 특수 권한을 갖고 있다. 소유자 권한(Owner),
관리자 권한(Active), 회복자 권한(Recovery)이 있는데 자금을 선택해 친구 혹은
가족들에게 새로운 회복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만약에 두 계정의 회복 권한이
신청이 되면 회복 권한 신청이 가능하며, 잃어버린 계정을 다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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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혹은 가족을 지정하고 잃어버린 암호 키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계정이
잠길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OSIO 블록체인의 권력 부여 연기 혹은 연기
거래기능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이는 유저인 게이머들에게 굉장히 이상적인 기능이다.
-

계정 이름 설정

EOS 유저들은 계정에 이름을 지어 복잡한 데이터 계정의 이름을 지어주거나 복잡한
숫자 계정을 지어줄 수 있다. 게이머들은 이런 간단한 기능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다.
-

자치화 관리

EOS 는 자금 체인체제 기구를 보유하고 있어 21 개의 슈퍼노드로 운영되었다. 통화
팽창으로 결제운영이 가능하며 유지와 인터넷 안보의 기능에 대한 비용도 지불이
가능하다.
-

개발자 사용 용이

현재와 앞으로의 개발에 큰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

OCI 와의 관계

GGaimin.io 모든 개발팀은 미국에 있는 OCI(Object Computing 회사)에 방문해
우리의 블록체인 통합 계획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OCI 엔지니어 Phil Mesnier: Principal 및 EOS 부분의 핵심 개발자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Z2LLWEWSLzc
-

EOS 의 Dan Larimer 및 Block.one

EOS 는 Dan Larimer 제 3 의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Block.one 팀이 구축했으며
Dan 의 초기 프로젝트 Bitshares 와 Steem 의 순위는 50 위 안에 있으며 EOS 는 줄 곳
5 위내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시장 가치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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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다양한 수익원
Gaimin.io 는 특정 산업에서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인 Uber 모델을 차용했다. 이
모델에서 공급력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되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공유 자동차 공유
서비스인 Uber, 숙박 공유 서비스인 Airbnb, 채용 중개 사이트 TaskRabbit 등 여러 산업에서
테스트 되었다.
분산되고 안정적인 컴퓨팅 파워를 컴퓨팅 파워 수요가 많은 장소(블록체인 트랜잭션 검증)에
연결함으로써 Gaimin.io 는 끊임 없이 증가하는 시장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aimin.io 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보유하고 있다.
1) 월간 구독료
Gaimin.io 비즈니스 모델의 초기 단계는 구독 서비스 App(SaaS)이다.
Gaimin.io 는 각 ‘활성 유저’가 매월 월간 구독료(최고 10 달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 ‘활성 유저’는 매일 1 달러 이상을 받는 유저로 정의된다.
일일 평균 수입이 1 달러 미만인 KPI 유저의 경우 비교적 낮은 월간 구독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요금이 적용되는 경우 월간 구독료는 유저 전체 수익의 33%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독 정보는 GMRX 토큰 인센티브에서 자동 차감되므로 유저는 지불 정보(Visa, Paypal 등)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즉 유저 지갑에서 구독료를 실제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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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저가 돈을 벌지 않았다면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소프트웨어는 무료 다운로드
및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
예 : Netflix 의 경우, 유저가 광고를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할 경우 유저는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과 동시에 돈을 벌 수 없다.

참고 : 모든 인센티브와 구독료 지불은 GMRX 토큰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Gaimin.io
시스템은 100% GMRX 토큰으로 구동되므로, 모든 유저는 GMRX 토큰을 사용하여 플랫폼,
커뮤니티 및 시장에 액세스 할 수 있다.

2) 시장에서의 디지털 자산 판매
GMRX 토큰을 기반으로 하는 Gaimin.io 비즈니스 모델은 구매력 있는 게이머 그룹을
만들었으며 유저에게 커뮤니티 및 시장 등 소비 플랫폼을 제공했다.
따라서 이는 Gaimin.io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한 부분이다. (i) 디지털 게임 자산 판매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한다. (ii) Gaimin.io 의 개발된 모든 디지털 게임 자산을 개발 및 판매하며
게임과 기타 제품을 게이머들에게 제공한다.

3) 시장 거래 수수료
커뮤니티 및 시장에서의 모든 거래는 GMRX 토큰으로 진행되며 이 때 약간의 거래 수수료가
발생한다.

4) 총 네트워크 컴퓨팅 파워 비율
Gaimin.io 는 커뮤니티 중요성을 이해하여 고정 비율(10% 추정)의 총 컴퓨팅 파워
인센티브를 설정해 해당 수입을 커뮤니티 발전에 사용한다. 커뮤니티 내 유저에게
에어드롭한다.
Gaimin.io 프로젝트 백서 37 페이지 ，총 85 페이지

5) 마이닝 비용
블록체인의 마이닝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Gaimin.io 는 자체 마이닝 풀을 건설할 계획이다.
마이너 수가 많으므로 해당 마이닝 풀은 주요 마이닝 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
마이너(비 Gaimin.io 유저)가 가입하려면 로열티를 GMRX 토큰으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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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관계:
블록체인 마이닝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통화 자산 거래소
현재 시장에는 게이머간 ‘End-to-End’ 솔루션이 없으며 게이머의 컴퓨팅 파워는 수동적인
형태로 토큰화된 다음 암호화폐 형식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토큰은 게임 인터페이스에
사용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블록체인 마이닝 서비스/소프트웨어
경쟁 업체의 제품이든 컴퓨팅 파워의 공급 및 수요 상황이든 현재 블록체인 마이닝 업계의
경쟁은 약한 편이다. 블록체인의 시대적 요구로 현재 경쟁 업체의 솔루션의 수에 따라 시장에는
PoW 마이닝을 다양화 하기 위한 더 많은 솔루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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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는 더 이상 암호화폐의 마이너가 아니다.

현재 마이닝 소프트웨어는 마이너의 마이닝 전문 지식과 우수한 학습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소프트웨어는 ‘자급자족’하는 유저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이러한 유저는 자신의
고유한 마이닝 솔루션을 구축하길 좋아한다. 이는 게이머들을 위한 Gaimin.io 의 솔루션과
다르므로 Gaimin.io 는 무료 솔루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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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통화 자산 거래소
Gaimin.io 의 경쟁력 중 하나는 자산 토큰화된 마이닝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Gaimin.io 는 원스톱 서비스로 암호화폐에 대한 유저의 수요를 만족시킨다. 즉 유저는 블록
체인 마이닝으로 GMRX 토큰을 얻을 수 있으며 GMRX 토큰을 사용하여 다른 암호화폐를
구입하거나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Gaimin.io 플랫폼 및 커뮤니티가 유저에게
제공하는 편리한 경험이다.
게이머들은 Gaimin.io 마이닝 프로그램을 장기간 사용하고 신뢰하므로 익숙하지 않은 다른
시장이나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 밖에도, 대부분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북미 및
서유럽 시장에 집중한다. 반면 Gaimin.io 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유저 그룹을 구축하여 경쟁
업체가 아직 개발하지 않은 시장에서 사업을 안정화시키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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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GMRX 토큰
GMRX 토큰은 Gaimin.io 및 기타 관련 플랫폼에서 디지털 통화로 주로 사용되며 유일한 거래
수단이다.

1) 토큰 주요 매개변수
-

총 토큰 공급량 고정: 5,000,000,000

-

토큰 판매 활동으로 판매된 총 토큰(20%): 1,000,000,000

-

초기 토큰 판매 가격: 토큰 당 0.10 달러

Gaimin 은 여러 차례의 공개 또는 오프라인 개인 토큰 판매 활동으로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할 것이며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프로그램 융자 하한선: 1000 만 달러
프로그램 융자 상한선: 10000 만 달러

Gaimin.io 프로젝트 백서 42 페이지 ，총 85 페이지

2) 토큰 배분 규칙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i) 회사에 할당된 30%는 비축금으로, 좋지 않은 시장 환경 또는 전체 GMRX 생태 시스템
균형 유지에 쓰인다.
(ii) ‘Kickstart 프로젝트’에 할당된 30%는 Gaimin.io 커뮤니티의 장기 유저들의 충성도를
높이는데 사용된다.
또한 CEO 는 자금의 15%, 컨설턴트 및 초기 투자자는 5%를 가지며 이 두 그룹은 많은
투자를 하므로 토큰을 할당할 수 있다.
남은 20%는 투자자와 대중이 토큰 판매 활동으로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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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 사용 배분

Gaimin.io 프로젝트 백서 44 페이지 ，총 85 페이지

유저에게 지속적으로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글로벌 유저를 확대하며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장 마케팅 자금은 50％를 차지할 것이다. 운영 및 팀
비용은 자금의 25％, 나머지 25%는 글로벌 커뮤니티 발전에 사용될 것이다.

관리/운영/팀
우리는 유럽 본부에서부터 시작하여 아시아에 지사를 설립하고 다음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다.
-

유럽 본사 설립

-

아시아 지사 설립(대형 게임센터)

-

미국 지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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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경비, 활동, 살롱 등

-

직원 임금, 인사이동(예, 소프트웨어 개발자)

-

최고 인재 모집

-

IT, 기술 인프라, 하드웨어 및 장비

-

훈련 및 교육

-

외부인사 영입

-

장학금 및 지역대학 등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개발
우리는 융자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모듈화 형식으로 설계했다. 모든 테스트
모듈(Alpha 및 Beta)부터 발행할 수 있는 완전한 MVP 까지 포함하며 수익 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
-

웹 사이트 유저 관리 영역 및 온라인 계정

-

소프트웨어 테스트(alpha, beta)

-

마이닝 모듈 개발(진행 중)

-

AI 기능 개발(진행 중)

-

NEP 기능 개발

-

모바일 앱

-

블록체인 기술 개발/통합(구축 및 수정 중)

-

관련 가치 변환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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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및 시장 소프트웨어 개발

-

언어 번역

-

AI, 머신러닝, 업그레이드

-

게임부문(게임 내 자산 및 게임 개발)

-

서버 및 기타 온라인 서비스 기본 비용

-

프로젝트 연구 및 개발

-

슈퍼 컴퓨터 서비스 조사/연구개발

-

부가 서비스 조사/연구개발(스토리지 등)

판매 및 시장 마케팅
마케팅 부분의 예산은 다음 마케팅 계획에 설명된 계획에 따라 사용된다.

법률/규제/준수
이 자금은 Gaimin.io 가 합법적인 법률 시스템 및 운영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을
충족시키는데 사용된다.
-

회사 구조 및 그 정당성

-

ICO/IEO/블록체인 감독

-

IP 보호

-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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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특허

커뮤니티 건설
Gaimin.io 는 커뮤니티 구축에서 고객 충성도, 고객 유지, 브랜드 인지도 및 평판 구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개발 및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비용을 투자할 것이다.
-

커뮤니티 및 시장 개발, 점유율 증가

-

내부 순위, 이벤트, 인센티브

-

파트너 및 제휴 협력

-

각 언어 관리자 및 중재자

-

소셜 미디어 및 커뮤니티 관리자

-

인플루언서

-

마케팅 활동 및 후원 활동

-

e 스포츠 팀

4) 지속 가능한 수요 창출, GMRX 토큰 사용 사례
다음은 GMRX 토큰 사용으로 계획된 응용 프로그램으로 GMRX 토큰의 사용량, 효율성, 사용
요구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Gaimin 마이닝 소프트웨어는 월간 구독료 지불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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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imin 커뮤니티 및 시장에서 사용된다. 게이머는 이 지불 방법으로 디지털 상품

구매하거나 임대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모든 Gaimin 스마트 컨트랙트는 GMRX
토큰을 통해서만 실행된다)
3.

Gaimin 마이닝 풀에 가입하려는 마이너는 이 고유한 지불 방법을 사용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5) 토큰 시장 보호
안정적인 토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Gaimin 는 기술 조치를 채택했다. 이는 토큰의 보안을
보장하고 다른 토큰과 마찬가지로 토큰이 직면하는 엄준한 시장 조건 및 시장 환경에
대처하는데 유리하다.
투자자 행위 제한
악의적인 시장 전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의 토큰이
잠길 것이다. 대량 매입 혹은 대량 투매는 토큰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다.
귀속기(vestment period)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CEO, 팀원, 초기 투자자는 vestment period 관리를 하며 그 중 CEO 가
총 토큰의 15%를 보유한다. 모든 귀속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CEO 가
재무적으로 회사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또한 컨설턴트 역시 vestment
period 관리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기부와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
이익이나 기타 회사 관련 이익을 희생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토큰 비축
Gaimin.io 는 총 토큰의 30％를 토큰 비축금으로 보유해 GMRX 토큰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외부 시장 조건과 환경을 조정한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 GMRX 토큰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비축금을 일부 혹은 전액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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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 & AML(고객 신원 확인 및 자금 세탁 방지)
Gaimin.io 에 투자해 GMRX 토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투자자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두 엄격한 KYC, AML 프로세스 인증을 받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Gaimin.io 는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투자해 개인 및 기업이 제한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KYC 또는 AML 에 의해 선별되지 않고 오류류허류위오도성 정보 제공하는 것, 다른
방식으로 규정을 회피하려는 개인이나 조직, Gaimin.io 이익 관련자 혹은 그 밖에 개인에게
악의적인 행위나 정보를 보여주는 개인,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토큰 수요
우리는 Gaimin.io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게임 및 GMRX 토큰을 보유한 유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GMRX 토큰 수요를 창출 및 유지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GMRX 토큰은 Gaimin.io 마이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월간 구독료)의 전용
지불 도구이자 Gaimin.io 커뮤니티 중 스마트 컨트랙트의 전용 지불 도구이다. 또한 커뮤니티
및 시장 중 디지털 게임 자산의 전용 지불 도구이며, Gaimin.io 마이닝 풀에 가입하려는 마이너
역시 GMRX 토큰을 지불 수단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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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큰 흐름 맵
다음 그림은 토큰 경제 흐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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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마케팅 계획:
간단하고 강력한 통합 마케팅 전략
간단한 개요
여러 채널에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Gaimin.io 는 간단하고 강력한 통합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게이머를 위한 마케팅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게이머에는 온라인 게이머, 오프라인 게이머가 포함되어 있으며 마케팅 비용이

저렴하다.
-

특정 소셜 미디어 채널, 웹사이트 및 포럼이 있어 타깃 게이머 그룹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Instagram, Twitch, Youtube 게임 채널 포함)
-

게임 세계에서 바이러스식 마케팅은 일반적이고 쉽게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게이머는 이러한 마케팅에 익숙하다.
-

게임 인플루언서들은 많은 충성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개방적이다.

자세한 내용
Gaimin.io 는 회사 성공에 중요한 세분화 시장을 이미 확정했다.
1.

투자자

2.

단말기 유저 즉 게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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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호화폐 혹은 블록체인 기술 애호가

이 세 집단은 모두 Gaimin.io 의 융자활동 및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Gaimin.io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인 활용과 성공을 확보함으로써 GMRX 토큰의
수요, 발전, 성공을 실현했다.
비록 Gaimin.io 의 주체는 유럽에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아시아의 주요 암호화폐 시장과 게임 시장에 주목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세분화해
특히 영어권 시장 이외의 주요 시장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인지도/이익
세 가지 주요 세분화 시장에서 인지도를 구축하기 위해 Gaimin.io 는 다음과 같은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다.
1.

네트워크 확장 계획 즉 내장된 보급 시스템

2.

에어드롭 이벤트

3.

투자자와 컨설턴트 지원

4.

소셜 미디어 마케팅

5.

관련 내용 및 자료

6.

공공관계

7.

a.

미디어관계

b.

저명인사 관계

c.

커뮤니티 관계

커뮤니티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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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디지털 광고
a.

검색 엔진 마케팅 (검색 및 표시)

b.

검색 엔진 최적화 및 마케팅

c.

사설 웹 마케팅(검색 및 표시)

d.

타깃 변경 마케팅(검색 및 표시)

e.

공공 및 사설 네트워크 비디오 마케팅

f.

직접 마케팅(예: 이메일)

후원 이벤트(예: e 스포츠 팀 후원)

10. 이벤트(예: 게임 대회)

Gaimin.io 는 이러한 이벤트를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이다. 전 세계 세분화된 시장에서
이벤트를 장기간에 걸쳐 개최하거나 추가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즉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1 차 마케팅뿐만 아니라 리마케팅(Remarketing) 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전/응용
세 가지 주요 세분화 시장에서 Gaimin.io 는 다음과 같은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다.
-

무료 게임(무료사용)

-

제품 품질 보증

-

제품 업그레이드로 품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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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모션과 한시적 혜택 이벤트

-

폐쇄 및 공개적인 Alpha, Beta 테스트 단계

-

Gaimin.io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의 게임화 특징

-

글로벌 개방적 거래가 가능한 GMRX 토큰

-

Gaimin.io 및 관련 플랫폼에서 GMRX 토큰으로 지불 가능

무료 게임(무료사용)
소프트웨어에는 신용카드나 PayPal 지불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유저의 진입 장벽을
제거해 줄 것이다. 그 외에도 Gaimin.io 는 제품 품질과 유저 체험에 집중하여 유저가
만족할만한 제품을 만들어 모든 경쟁 상대를 추월할 것이다. 더 나아가 유저가 제품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Gaimin.io 소프트웨어의 충성 고객을 확보할
것이다.

충성 고객
활성 유저를 Gaimin 의 충성 고객으로 전환하기 위해 Gaimin.io 는 다음과 같은 같은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다.
-

제품 품질

-

네트워크 확장 계획

-

게임화 및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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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고객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각 브랜드의 궁극적인 목표로, Gaimin.io 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뛰어난 제품 품질을 유지하고 네트워크 확장 계획,
Gaimin.io 소프트웨어의 게임화 특징 및 충성 액티브 유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결론
모든 Gaimin.io 채널에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통합함으로써 Gaimin 는 제품과 회사의 장단기
라이프사이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이고 건강한 고객 라이프사이클을 보장하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해 유저에게 한
차원 높은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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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이정표와 목표

2018 이정표 달성: 기본 개념 검증 및 회사 설립
● 회사 설립 : 영국 및 스위스 추크의 가상화폐 실리콘밸리
● 팀, 파트너, 전략 컨설턴트 영입(게임, 마케팅, 관리감독, 블록체인)
● 인터넷 콘텐츠(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
● 초기 문서(자금 사용 계획, 백서 초고, 마케팅 계획 등)
● 소프트웨어 개발 : Alpha 테스트 계획
● 유저 수요 확인 : 마드리드 게임 위크

2019 Q1 – 목표:
● 2018 년 상황에 따라 문서 업데이트
● 사모펀드 이벤트
● Alpha 테스트 진행 및 확장, 100 명 유저 달성
● Alpha 피드백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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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Q2 – 목표:
● Alpha 테스트 완료 및 상세한 보고서 생성
● 사모펀드 이벤트
● IEO 시작 준비
● EOS 플랫폼에서 GMRX 토큰 발행

2019 Q3 – 목표:
● 폐쇄, 공개된 소프트웨어 beta 테스트 계획 및 시작
● 적극적인 공공활동, 에어드롭, 커뮤니티 건설, 소셜 미디어 콘텐츠 배포
● 거래소에서 토큰판매로 융자진행

2019 Q4 – 목표:
● 거래소에서 토큰판매로 융자진행
● 운영 확장, 프로젝트 가동, 유저 가입 준비
● 파트너 및 제휴 계획
● MVP 상품 단계 완성 및 배표

Gaimin.io 프로젝트 백서 58 페이지 ，총 85 페이지

팀 소개:
CEO 및 핵심 구성원

더 자세한 파트너 및 제휴 정보는 https://gaimin.io/에서 확인 가능하다.

CEO
CEO 들은 15 년 이상 서로 알고 지냈다. 각자 다른 국가에서 생활하고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난제 해결 및 새로운 솔루션 창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Martin Speight - 공동 CEO / CEO
경험이 풍부한 기업가 및 비즈니스 전략 컨설턴트로, 28 년이 넘는
마케팅 및 판매 경험이 있다.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회사의 CEO 이기도 하다.
인터넷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시스템 개발 및 프로세스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다.

Clive Aroskin - 공동 CEO / COO
운영과 물류 분야의 전문가로 스타트업 운영 경험이 풍부하다. 마케팅에
대한 폭 넓은 전문지식, 커뮤니티 발전, 이벤트 기획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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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vin Adamus - 공동 CEO / CPO
특정 제품 지식을 가진 Gaimin CEO 이자 베테랑 전략 컨설턴트이다.
동시에 커뮤니티 구축과 프로젝트 보급 전문가로 개념에서 현실로 발전시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국어에 능통하며 세계 일주에 빠져있다.

Andrew Faridani - 공동 CEO / CMO
캐나다 최대 로컬 디지털 기관 CEO 로, 온라인 마케팅 광고, 브랜드
메이킹, 소셜 미디어에 전념하여 18 년이 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직원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시스템 확장 및 개발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

Robert van Schaik - 공동 CEO / CFO
30 년의 비즈니스 구성 및 관리 경험을 가지고 여러 온라인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창립했으며 과학기술 및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 전념하는
스타트업 투자자이다.

Buki Ben Natan - 공동 CEO / CTO
블록체인 기술과 IT 제품개발에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빅데이터
기술 및 AI 기술 습득에 많은 경험을 축적했다.

Gaimin.io 프로젝트 백서 60 페이지 ，총 85 페이지

핵심 구성원
Roman Golovakha – VP 제품개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전문가로 개념부터
제품까지 18 년이 넘는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블록체인
전문가이다. 또한 전문 게이머로 15 년이 넘는 개발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은행, TV 분야에서 많은 스타트업과 기업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 사이트,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Shaun Martelly - CIO
공공 관계, 마케팅, 공개 강연 분야 전문가로 여러 스타트업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Beverley Warburton - 브랜드 및 커뮤니티 컨설턴트
브랜드 메이킹 전문가이자 게임 커뮤니티 컨설턴트로 직접 개발 및
실행에 25 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운영 전략 수행 및 국제화 업무
확장에 능하다.

Enrique Santos – 시장분석가
19 년 경력의 주식 애널리스트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Elliott Wave
Theory)과 피보나치 수열(Fibonacci Sequence)을 분석한 서적 4 권을
저술했다. 기술 분석을 둘러싼 인간 행위 모델의 안정적인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통화와 지수 선물 거래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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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uel Ferrero - CGO
스페인 시장에서 온 게임 컨설턴트로 게임업계 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
스페인 게임 및 가상현실 비즈니스 회사 CEO, 비즈니스 멘토, 팀 구축 코치,
게임 및 대회 기획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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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Alpha 테스트 보고서’
100 명의 유저가 작성한 Gaimin.io Alpha 테스트 보고서

소개

비 기술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개요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단계 및 위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 여러 가지 설계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출시 가능한
버전은 ‘최소요건제품(Minimum Viable Product, MVP)’이라 한다.
프로젝트의 복잡성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는 다음 단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될
수 있다.
● 기능 요구서(FRDs)
● 소프트웨어 설계서(SDDs)
● 프로토타입 소프트웨어 초기 모델의 내부 테스트
● Alpha 테스트
● Beta 테스트
● 최소요건제품(MVP)

소프트웨어의 MVP 버전은 ‘버전 1.0’으로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지만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기능이 이후 업데이트에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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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테스트 시기
● Alpha 테스트 2018 년 7 월 시작, 2019 년 4 월 종료
● 8 개월의 테스트에는 2 개월의 준비기간과 6 개월의 테스트 기간이 포함됨
● 2 단계로 구성
● 1 단계: 내부 초기 프로토 타입 준비 작업
● 2 단계: 100 명이 넘는 외부 유저 대상(친구, 가족, 컨설턴트, 게이머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게이머)에게 개방
테스트 기간 동안 초기 테스트 목표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능과 전반적인 개념 및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했다.

ALPHA 테스트 목표
Alpha 테스트의 주요 목표는 프로토타입 소프트웨어를 설계 및 개발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해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 증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단순한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아닌 우리의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제품을 MVP 버전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로드 맵을 제시할 수 있다.
상세한 Alpha 테스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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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작업 증명(PoW)’ 메커니즘(블록체인
마이닝)에서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검증 및 확인하여 관련 유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소프트웨어를 현재 사용되는 마이닝 풀, 관련 알고리즘, 관련 프로세스에
적용한다
● 마이닝할 세 가지 암호화폐 및 두 가지 알고리즘을 잠그고 실제 마이닝
인센티브를 생성하는데 사용한다.
● 다운로드 및 설치 과정의 모든 문제(방화벽 및 백신 문제 포함)와 붕괴 여부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취약점을 찾아내 해결하며 일시적인 ‘누락’ 기능과 이전
버전에 필요한 유저 기능 목록을 생성한다.
● 유저 진입 프로세스를 개발해 유저에게 편리한 다운로드 환경을 제공한다.
● Beta 테스트의 각 매개 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테스트 단계가 될 것이다.
● 외부 제공 데이터 및 정보를 통해 Alpha 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기능을 추가하고
기능 요구서의 최종 버전을 완성한다.
● 소프트웨어 코딩 기능이 분산중합된 GPU 컴퓨팅 파워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이는 CGI 랜더링 등에 사용될 것이며, GPU 컴퓨팅 파워 토큰화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의 실행가능성을 보장해준다.
●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향후 다른 계획의 기능 혹은 모듈의 통합을 허용하는지
확인한다. 머신러닝 엔진, 네트워크 확장 계획, 토큰 마이닝 자동 변환 기능, 시장 및
커뮤니티, 완전한 블록체인 통합 계획 등이 포함된다.
● 플랫폼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저를 모집하는 것을 포함해
지리적 위치, 인터넷 연결 속도, GPU, CPU 버전, Widonws 운영체제의 차별화된 샘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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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 개인 측면에서 네트워크 확장 계획(NEP) 가입 후 수익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유저 마이닝 수익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유저 및 회사에 적합한지 증명한다.
● 참고: 우리는 하루 1 달러의 수익 KPI 를 설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유저를

‘활성 유저’로 분류한다. 우리의 목표는 KPI 표준을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제공하고 수익성이 높은 암호화폐를 선택해 마이닝한다.
인공지능 처리 개념을 확인하여(가장 수익성 있는 화폐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컴퓨팅
파워를 분배해 마이닝함) 유저가 전반적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 테스트 기간 동안 NEP 커미션과 레버리지 토큰 구매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CGI 랜더링과 같은 기타 GPU 컴퓨팅 파워로 더 높은 수익을 낸다.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 암호화폐의 마이닝 수익은 이미 감소했고 낮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신러닝 엔진을 이용하여 마이닝 수익을 최대화한다.

초기 단계 유저 인센티브 조건
●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개발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우리는 컴퓨팅
파워의 기여율이 아닌 Alpha 테스트 요원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 현 테스트 단계에서 Alpha 테스트 요원의 토큰 인센티브과 구현된 마이닝
인센티브 간 연관성이 없다. 실제로 이미 취합된 유저 컴퓨팅 파워의 일부만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마이닝을 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 대부분의 컴퓨팅 파워는
플랫폼 테스트 개발에 사용해야 한다.
● 테스트의 어느 단계에서든 우리는 최대한의 가능성으로 마이닝 수익을 제고시킬
것이지만 이는 하나의 목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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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우리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다른 기능(예: CGI 랜더링)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Alpha 테스트 중 블록체인 마이닝을 제한했다.

유저 참여
● 12 개국에서 100 명이 넘는 유저가 공식 Alpha 테스트에 참가하여 광범위한
테스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 이로써 서로 다른 컴퓨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지리적 위치,
인터넷 연결 속도, GPU, CPU 버전, Widonws 운영체제(다른 Windows 업데이트 버전) 등
차별화된 샘플을 갖게 되었다.

BUGS
● 현 단계에서 유저는 플랫폼의 내장 보고 시스템 또는 수동 보고서를 통해 총
203 개의 bug 를 보고했으며 현재 모든 bug 가 해결되었다.

마이닝 알고리즘 및 암호화폐 마이닝
● 우리는 두 가지 주요 블록체인 마이닝 알고리즘(ethash 및 ryptonight)를
성공적으로 테스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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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ereum (ETH), Monero (XMR), Dubaicoin (DBIX)을 포함한 세 가지 암호화폐의
마이닝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XMR 과 DBIX 는 ETH 의 복제 버전이다.
● ETH 와 DBIX 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알고리즘과 동일한 컴퓨팅 파워 자산을

마이닝 하는 상황에서 수익에 차이가 있지만 암호화폐 종류에 따라 마이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마이너 경쟁, 마이닝 난이도, 통화가격 등) 가 다르다.
● Alpha 테스트 기간 중, 인공지능(머신러닝 엔진)은 수동으로 마이닝 통화를
전환하는 조작을 한다. 컴퓨팅 파워가 다른 통화를 마이닝할 때 마이닝 인센티브(단위:
달러)의 차이(이 경우에는 3)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작업을 수행했다. 이는
인공지능 엔진이 블록체인 마이닝에 효율적으로 수익을 제공함을 증명한다.

블록체인 마이닝 인센티브
● Alpha 에서 블록체인 마이닝 수익을 극대화하는 테스트는 하지 않았지만 정확한
시뮬레이션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사항 중
하나이다.
● 테스트에서(수익 극대화를 위해) 시간당 최고 수익은 평균 1060/1070
그래픽카드(마이닝 컴퓨팅 파워 속도 약 15/20MH/s)을 기반으로 하여 최적 통화
DBIX 에서 시간 당 0.0516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
● 그러나 모든 데이터를 추출할 때 모든 통화의 시간 당 마이닝 수익이 크게
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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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ro (XMR) 평균 시간당 0.03 달러(데이터 부족)
- Ethereum (ETH) 평균 시간당 0.0218 달러
- DubaiCoin (DBIX) 평균 시간당 0.0516 달러

에너지 소모
Gaimin 의 시간당 에너지 소모량은 게이밍 PC 의 운행 전력 비용과 여러 요소를 포함한다.
이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평균수치를 제공하고 전 세계 여러 국가 혹은 지역의 상황이 달라서
정확한 계산치를 드릴 수 없어(NewZoo 의 게임산업 연구에 따르면 게임 산업은 100 여개의
국가 혹은 지역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출처: New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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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준 전력 비용 요소(키로 와트 당 가격)를 포함하지만 제한되지 않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구역：국가, 주, 성
● 전력 서비스 제공업체
● 환경 온도가 냉각 방식에 영향을 주는 법 (여기서 설비가 추운 곳에 있다면
실제로 냉각 비용이 매우 낮아진다.)
● 계절 요소 (가격은 월간 단위로 차이가 있다)
● 시간 요소 (밤의 시간은 낮과 다르기에 생기는 차이다)
● 특정지역의 에너지의 공급사의 경우, 수요가 급증할 때 공급 사는 가격을
인상한다. 수요가 하락할 때 에는 가격을 낮춘다.
● 공급사의 에너지 유형과 에너지 변화이다.
● 날씨변화이다.
● 정부 정책의 변화다.
● PC，CPU，GPU 등 타입, 모니터 스크린 사이즈, 팬 타입, 수량, 규격 및 타입이다.
● 백 스테이지 프로그램이 주는 에너지 소모 등 영향이다(바이러스 방지 스캔
프로그램 등).
● PC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예를 들어 오버 클러킹 같은 경우 (추천하지
않음)이다.
● 바른 PC 사용: 시종일관 PC 가 건강한 상태에 처하도록 한다.
● PC 냉각유형? 냉매 사용여부 및 기타 냉각 시스템 사용여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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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소에 있는 연구 내용을 근거로 Alpha 테스트의 유저 패치 문서와 (지리적 위치 확정
및 PC 스펙/1060/1070 그래픽 카드 확정)부합되는 데이터를 결부해 Gaimin 플랫폼의 매시간
평균 전력 비용이 0.034 달러 (즉 3.4 센트)임을 계산해 냈다.
참고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Electricity_pricing
https://sites.google.com/site/evanmillsresearch/home/projects/gaming
https://www.pcgamer.com/how-much-power-does-my-pc-use/
https://www.pcmag.com/feature/365866/how-much-electricity-does-your-pc-consume/5
https://forums.moneysavingexpert.com/showthread.php?t=5675867
https://www.reddit.com/r/pcgaming/comments/9k08h9/how_much_does_a_gaming_pc_ad
d_to_your_electric/
https://www.eia.gov/energyexplained/index.php?page=electricity_factors_affecting_prices

(그 외 C.O.O.개인 정보 및 개인 통계 데이터를 읽어보기 바란다)

기본 수익성
● 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채광의 평균 수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닝에 가장
유리한 세 가지 통화를 사용하며 시간당 0.0516 달러임을 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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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요금은 시간당 0.034 달러다.
● 따라서 1060 또는 1070 그래픽 GPU 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평균 수익은 시간당 약
0.0176 달러다(DBIX 토큰을 사용해 마이닝 한 경우）.
● 만약 ETH 혹은 XMR 로 마이닝 한다면 두 토큰을 마이닝 하면서 우리는 일정 정도의
손실을 얻을 것이다.
●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상응하는 기간의 블록체인 마이닝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예측에도 걸맞다.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 했던 대다수의 마이너들은 마이닝 테스트를
이 시간에 하며 이런 결과는 굉장히 전형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떻게 1 달러/일의 유저 KPI 를 달성할 수 있을까？
1) 인공지능（머신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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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샷 출처 https://whattomine.com/

이상의 테스트 결과로 알 수 있듯이 블록체인 마이닝은 마이닝 토큰 종류가 가장 중요하다.
유저들은 ‘WhatToMine.com/coins’사이트에서 자신의 그래픽 카드 유형을 선택하고 인풋
전력 비용을 입력하여 쉽고 빠르게 마이닝의 수익을 검색해 낼 수 있다.
계산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그 격차가 몇 배나 나기 때문이다.
테스트 결과로 보면 컴퓨팅 파워 위주의 ETH 보다, 동일하게 컴퓨팅 파워를 위주의 DBIX 가
우리에게 주는 수익이 237%더 많다는 것이다. (같은 컴퓨팅 파워, 같은 알고리즘을 기반을
전제로 하면)
2017 년 말기에 블록체인 마이닝이라는 개념에 대해 연구할 때부터 우리는 이러한 점을
예측했으며 이런 생각 때문에 Gaimin 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다.
어떤 시간이든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암호화폐의 수익 량이 변화하고 영향 받을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AI 기술을 개발해 자동으로 이런 요소를 검측 하고 밸런스를 맞추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기 다른 암호화폐 간의 자동으로 마이닝하고 마이닝한 토큰들의 자동으로 변환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최대화하고 모든 요소의 밸런스를 맞추고자
한다.
만약에 세가지 토큰 중에 수동으로 조작해 생기는 추가 수익이 237%라면 AI 기술을
적용하고 머신 러닝을 실현한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최고로 향상될 수 있으며 전통적인
마이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수동으로 토큰을 선택하고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기도만
하면 된다!)
테스트 과정에서 우리는 수동으로 토큰 종류를 선택만 해주면 기존에 사람이 수동으로
개입했을 때 3 가지의 토큰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 AI 시스템은 자동으로
선택하고 수백 가지의 토큰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선택사항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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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결과: 우리의 머신 러닝 엔진은 마이닝할 때 토큰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개입해
전통적인 마이닝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2) 네트워크 확장 계획 (NEP)
암호화폐 마이닝에서 제한 요소는 마이닝에 필요한 마이닝 컴퓨팅 파워의 총량을 제공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마이닝을 하는 자들은 더 많은 마이닝 머신을 사용해 컴퓨팅 파워의 규모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마이닝에서 얻는 수익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마이닝을 하는 자의 투자 비용이 점점 더 높아져, 새로 추가된
설비도 전력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마이닝을 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마이닝의 수익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우리의 목표는 분산형 블록체인 로직으로 네트워크 발전계획을 세우고, 유저 추천 시스템을
적용해 유저들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다른 유저들에게 이를 홍보하고, 증가된 GPU 컴퓨팅
파워를 친구에게 공유하며, 유저들이 장려 받은 컴퓨팅 파워인 10%의 컴퓨팅 파워를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친구의 증여로 얻은 컴퓨팅 파워의 전력 비용에 대해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1 분 동영상을 보고 NEP 시스템에 대한 수익모델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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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조합의 모의 수익획득 도표
테스트 기간의 실제 데이터를 수집해 다음과 같은 계산을 했다.

한 팀에 유저들의 친구 추천으로 150 명의 유저들이 생겨났으며 매일 4 시간 마이닝할 경우
친구에게 추천을 한 유저는 3.22 달러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현실에서는 150 명의 NEP 가 현실화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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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만약 게임산업의 여러 항복 데이터를 본다면 그런 산업들도 수많은 인구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150 명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이는 마드리드드 게임 위크에서
충분히 실현이 가능함을 입증한 상황이다. 다음 평가를 참고하기 바란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유저들이 몇 배나 되는 업적을 쌓아 유저의 수가 30%밖에 달성되지
못하더라도 하루 1 달러 KPI 를 실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NEP 는 우리의 유저들에게 ‘완벽한 마이닝 기계’를 갖도록 기회를 마련했으며 어떤
하드디스크를 구입하지 않아도, 또는 전력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마이닝의 컴퓨팅 파워를
향상 시킬 수 있다. AI 시스템도 결부하여 우리는 자동으로 이런 컴퓨팅 파워를 더욱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집중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유저들에게 이 모든 이익과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유저들에게 ‘완벽한 블록체인 마이닝 기계’를 선사한 것이다.

3) 블록체인 마이닝 인센티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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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lpha 테스트를 진행할 시기에 암호화폐 영역은 발전이 부진한 시기여서 블록체인
마이닝의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다. 따라서 수많은 마이닝 기계가 수익부진으로 작동을 멈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다음 그림은 CoinMarketCap.com 도표다. 그림에는 암호화폐시장의 최근 몇 년 사이의 시가
변화도표를 나타냈으며 빨간색 프레임은 Alpha 테스트를 하는 시기의 도표를 나타냈다.
이로 미루어보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기에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품이 어려운 시기에 더 큰 작용을 하고 영리 활동을 위해
노력해 앞으로 비전이 더 좋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7 년부터 2018 년 연초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에 처했으며 마이닝 산업도 그만큼의
보답을 받았다. 사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아무 노력을 안 하고서도 매일 1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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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비록 시장의 미래 추세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측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여전히 시작단계이고 시장의 변화로 인해 암호화폐 가격도 상승하고 마이닝의 기회도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4) 레버리지 구매력
블록체인 기술과 게임 산업은 미래에 함께 성장할 운명이다.
사실, 게임 개발 및 게임 자산의 소유권 측면에서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즉 우리는 두 산업 간에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임회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다음은 몇 가지
참고자료의 연결 링크다.
- https://coinjournal.net/guest-post-5-ways-blockchain-will-transform-the-gamingindustry/
- https://forbes.com/sites/darrynpollock/2019/05/06/blockchain-technology-can-givebillion-dollar-gaming-industry
- https://blockonomi.com/blockchain-games/

마지막 글을 빌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게임의 경우 암호화폐기술이 가장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빠르고 안전한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E 스포츠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한 결제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게임내의 토큰을 만들어 밀접거래의 방식으로 탈중앙화 거래가 발전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레버리지 구매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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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유저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이런 토큰들이 시장에서 사용되고 디지털 게임 자산
구매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런 디지털 자산은 큰 이윤을 갖고 있어 2~20 달러의 가격으로 디지털 자산을 판매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생산비용이 몇 센트밖에 안될 수도 있다.
Epic Games 과 Fortnite 가 얻은 성공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무료로 유저들에게
게임을 증정하고 게임 중에 유저들에게 이윤이 높은 게임아이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고
이윤의 게임 아이템/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Fortnite 는 일년 만에 10 억달러라는 놀라운
수익을 얻었다)
결론: 판매가격보다 낮은 루트를 구축해 디지털 게임 자산을 얻을 수 있게 하는데 모든/
일부의 혜택과 이득을 유저들에게 돌려준다. 이를 통해 구매력의 레버리지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몇 배에 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본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이는
존재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디지털 게임 자산을 다루고 있기에 상대는 게이머임을 잘
알아야 한다.
5) 기타 용도 (CGI 랜더링을 예로 들자)
본 백서는 블록체인 마이닝 수익을 연구하지만 앞으로 회사의 측면에서 마이닝은 저효율의
컴퓨팅 파워 사용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마이닝과 우리의 이념을 조합시키고자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매일 1 달러를 받으며 블록체인 마이닝을 통한 마이닝을 완성한다면 암호화폐시장이
저조할 때 우리는 더욱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CGI 랜더링 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CGI 는 ‘컴퓨터 합성 이미지’이다. 만약 거대한 처리량을 갖고 있는 컴퓨터가 이미지를
영화로 랜더링할 수 없다면 토이스토리, 아바타와 같은 훌륭한 영화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영화 아바타의 경구 40000 개 프로세서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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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억개의 PC 로 이뤄진 게이머 커뮤니티에서 4 억개의 장비로 고성능 GPU 를 탑재한
고성능 PC 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가설하면 우리가 대여하는 컴퓨팅 파워가 얼마나 될지 상상이
안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센티브를 만들고 유저들에게 배분한다.

결론: 현재로서는 CGI 랜더링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어줄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최고 운영책임자가 든 예로 보면 그는 시간당 25.42 달러의 고액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한다. 얼마든지 현재로서는 블록체인의 마이닝 수익보다 높은 것이 분명하다.

당사 최고 운영책임자의 사례
당사 Clive Aroskin 최고 운영책임자의 경우, Alpha 테스트외에 개인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다음은 그가 CGI 랜더링 테스트를 할 때 얻은 결과다.
출처: COO Clive Aroskin 의 테스트 보고서
‘회사 COO 로서 나는 Gaimin 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전력 비용이 얼마나 될지를 테스트
하기로 했다. 그래서 GeForce GTX 1080 GI 그래픽의 14 개월 사용한 중고 모바일을 구매했고
이 설비는 수냉 냉각시스템을 탑재했다. 16Gb 용량을 갖고 있으며 1000 와트의 전원 어댑터와
Intel Core i7 4.2GHz CPU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
‘90 일 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컴퓨터를 선택적으로 사용했고 특별한 움직임 없이
컴퓨터를 사용했다. 컴퓨터의 기본 오피스 프로그램만 사용한 것이다. 그 외에 영화를 보고
음악이나 동영상을 다운받았다. 그리고 Gaimin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시기에 우리는 현재 갖고 있는 디지털 전력 계측 설비를 사용하여 계측하는데 이
계측기는 몇 년 전에 공공사업부서에서 설치하고 정확도 검증을 마친 것이다.’
‘2015 년이래 우리는 아파트의 일상 전기요금 사용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사용 비용과 변화
트랜드 등 자세한 상황을 잘 알아야 한다. 지난 18 개월 매일 소비전력은 매일 5.5-7.0 단위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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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으로 정상 사용하는 게임 컴퓨터는 매일 사용량이 2 개 레벨 상승했다. 만약
Gaimin 을 사용하며 정상적으로 컴퓨터를 운행시킨다면 평균 매일 소비량이 12 에서 14 레벨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1.5 에서 5 레벨의 전력비용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이 13.43p/kWh 인 상황에서 24 시간내에 67.15p/일 증가해 매달 20 파운드 비용이
증가했다. (파운드로 계산하고 달러로 환산하면 평균 비용이 매시간 0.0355 달러가 된다.)’

Bulb 전기요금 2018 년 12 월 https://bulb.co.uk/tariff/
결론: DBIX 마이닝의 매시간 수익 데이터를 사용해 Clive 의 1080 그래픽 카드를 결부하면
Clive 가 매시간 0.039 달러의 이윤이 생기도록 돕는다.

CGI 랜더링 연구
‘최근 개인이 5 분짜리 영상을 랜더링을 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 파일은 현지의 이미지
스튜디오에서 제공했으며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실험을 했다.’
‘그리고 게임 컴퓨터와 동일한 GPU, 메모리, 전원공급시스템의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이
파일은 5 시간내로 랜더링을 마쳤으며 총 시간은 10 시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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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용 시 요금은 200 파운드 이며, 이는 각 기계가 100 파운드의 수입을 얻음을 의미한다.
단가는 시간당 20 파운드다(즉 25.42 달러/시간인 셈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Gaimin.io 를 사용하면 유저가 GPU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완성 할 때, CGI 랜더링이 실제로 블록체인 마이닝보다 수익성이 훨씬 높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현지의 70 여대의 게임 콘솔을 보유한 PC 게임 제조 팀이 있는 대학과 이
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Gaimin.io 는 이와의 협력으로 합자기업을 설립해 Gaimin.io 플랫폼을 사용해 현지 이미지
스튜디오에 플래쉬, 건축 모형, CGI 격식 등 3-5 분정도의 플래쉬 영상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 영화 제작 스튜디오와 연결하여 Gaimin.io 를 위한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대학과 협력해 실험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이런 협력은 토의 중에 있으나 gaimin.io 의 글로벌 분산형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여러
스튜디오에서 이런 협력 방식에 큰 흥미를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영화 스튜디오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외주 작업 시에 존재할 수 있는 영화 도용
혹은 불법 복제 문제다. 외주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단일 클라우드 서버로 외주하든, 단일
랜더링 처리 스튜디오로 외주를 주든 영화 파일의 도용 및 불법복제는 어디서든 가능하다. 이는
영화 제작자 및 모든 영화 배급 자에게 주어진 큰 난제다.’
‘다시 말해, 본인 개인의 경험으로 우리 프로젝트의 잠재된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드리드 게임위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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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엄격히는 Alpha 테스트의 일부가 아니지만 2018 년 10 월 Gaimin.io 이 마드리드
게임위크에서 홍보 구역의 한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게임 커뮤니티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잘 알게 되었다.
3 분 정리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5EOhJzLXk

ALPHA 테스트 결과
Alpha 테스트에 대한 분석, 마드리드 게임 위크에서 알게 된 프로젝트 인정도, Andrew
Faridani 수석 마케팅 담당자가 정한 마케팅 계획, 게임과 블록체인 그리고 비즈니스 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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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근거하여 보면, Gaimin.io 이 16 개월동안 추진되면서 우리는 프로젝트의 여러 목표와
목표 KPI 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평가 받았다.

다음 계획은?
‘ Gaimin.io 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내놓았으며 효율적으로 글로벌 컴퓨터
처리능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전세계 13 억 게이머들이 직면한 문제에 솔루션을
제공했다. 즉 어떻게 게임 체험을 향상시킬 지에 대한 문제다. ‘
Gaimin.io 프로젝트 혹은 GMRX 토큰에 관한 자세한 소식은 www.gaimin.io 혹은 당사
Telegram 공식 단체 커뮤니티 t.me/officialgaimin 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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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성명:
법률 면책성명
본 백서의 목적은 Gaimin.io 커뮤니티 가입을 희망하는 잠재적 고객에게 Gaimin.io 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Gaimin.io GMRX 토큰과의 마케팅활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빈틈없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계약서의 일부 혹은 전부가 될
수 없다. 본 백서의 주요 목적이 토큰구매자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드리는 것임을 잘 알고
Gaimin.io（GMRX）구매를 원할 경우 당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본 백서의 내용은 주식 모집의 일부로 이해해도 좋으며 사법 범위내의 투자수요,
증권 구매 협약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명시한다.
본 백서는 그 어떤 사법 관할 범위에도 속하지 않으며, 투자자의 법적, 법 규정 권한을
보호하는데 그 의미를 둔다. 특히, 본 백서에는 예측, 성명 등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데 전망성
성명의 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글들이 미래 혹은 기존의 리스크와 불확정성을 가져올 수
도 있음을 말하며 이런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현실 혹은(과) 결과가 될 수 있지만 전망성 글에서
암시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Gaimin.io 혹은 계열사, 협력파트너를 통한 직간접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투자 건의로 봐서는
안 된다. 기존 발표된 정보는 교육 및 참고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Gaimin.io 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래/투자 제의를 내놓지 않는다. 어떤 비즈니스 거래 혹은 금융거래, 행사, 투자를
하기 전에 전문가와 협상하고 상술한 실체를 지닌 개인 혹은 본사에서 운영을 할 실체가 하는
현재, 미래, 과거의 투자관련의 주장과 의견을 신중하게 보아야 한다. Gaimin.io 는 재무, 법률,
세무와 유사한 제의 혹은 Gaimin.io 에서 발표한 그 어떤 성명으로 생긴 결론에 대해 설명하고
싶지 않으며 어떤 사법범위 내에서도 건의 일뿐 임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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