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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자산을 보호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입니다.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 리플(Ripple) 등과 같은 암
호화폐(Cryptocoin)을 많은 사람들의 과감한 투자 덕분에 오히려 짧은 기간동안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
다. 때로는 트레이더나 투자자로서, 이익의 일부를 보존하거나 다음 번 기회를 기다리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해
야 합니다. 오늘날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용 가능한 솔루션은 극히 적
으며 비용이 많이 들고 완전히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장 안전한 규칙 중 하나는 다
양화입니다. 만약 당신이 많은 바스켓에 계란을 담고 있다면, 당신의 재산 가치는 매우 안정적일 것 입니다. 화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화바스켓이 그들의 어떤 구성 요소들보다 더 안정적인 이유입니다. 암호
화 커뮤니티에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설계된 바스켓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바스켓은 또한 가치 보유자에게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세계화
된 세상에서, 여러분의 국가 화폐는 회계 또는 지불 목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귀하의 부
를 실제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통화바스켓은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으로 판명 될 수 있지만,
이는 아마도 중앙은행이 통화바스켓을 만들려고 하거나 일반적으로 중국, 싱가포르에 공개되지 않는 이유일
것 입니다.
글로벌 암호화 플랫폼(GCP, GC 플랫폼)은 특정 커뮤니티/사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통화바스켓을 구축하기 위
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GCP 창립자들은 수십년 동안 화폐 관리 분야에서 혁신의 선두를 달려와, 그들의 특
정 한 요구에 맞춘 전용 통화바스켓을 대규모 고객 (기관 및 사무실)에게 제공해왔습니다.
GC플랫폼에서 출시될 첫 바스켓은 세계 15개의 가장 큰 화폐를 기준으로 하고 5%의 가중치를 적용한
“Flagship” GLOBCOIN입니다. 이 바스켓은 많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합니다. 2012년부터, 우리는 기존의
외환 선물 시장에서 이 바스켓을 대형 고객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스켓은 이전에 외환 시장의 구조
때문에 대형 고객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이제 이 바스켓 컨셉을 더 넓은 커뮤니티
에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00% 자산 담보가 100% 되어 있고 매우 안정적입니다. 아는 암호화폐 분야에 머
무르기를 원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확보하기를 원하는 암호화폐 소유자에게 이상적인 보완 수단이
될 것 입니다.
다른 통화바스켓은 아시아, 아프리카 및 서유럽의 특정 고객을 위해 이미 연구되어왔고 그 바스켓의 구성
요소가 거래 가능하다면, GC플랫폼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전용 바스켓을 시작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현재의 GLOBCOIN 다중 화폐 선불 카드에 이 바스켓을 추가하여 사람들이 (명목 통화로) 한번의 클릭
으로 바스켓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분산화는 우리가 이전에는 몇 개의 특혜 시장에 두었던 해결책을 제공되던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
니다. 이 혁명은 누구나, 쉽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국가들에 통화 노출을 관
리하는 중앙 은행처럼 행동할 수 있지 않을 까요?

- 현재 플랫폼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블록체인기술의 최고 장점을 활용한다.
토큰 판매(GCP) 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장 큰 사용자 커뮤니티가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적용될 수 있는 지역 규정에 따라, 세계의 특정 지역에 전용 바스켓의 사용을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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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1. 우리의 이야기
GLOBCOIN은 199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된 그룹의 소유로, Helie d’ Hautefort에 의해 자산을 중첩 관리 하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설립자는 제 3자를 위한 화폐 관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
습니다. BNP Paribas는 2001년에 Overay Asset Management SA를 매수했는데 이는 BNP가 유럽 최초의 독립 통
화 오버레이 매니저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스위스의 모회사는 Optimlvest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BNP
Paribas와의 10년간 성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동안 자산 운용은 22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회사가 세계
5대 화폐 관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12년 경영진의 주요 구성원들은 제네바에 있는 Optimlnvest Group으로 다
시 이동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혁신적인 화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
정했습니다. 점점 더 세계화되는 경제에서 큰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산 보존 통화바스켓＂로 출시되었습니
다.

2. 우리의 비전
Marshall Mc Luhan은 자신의 유명한 은유 법에서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디지털 시대는 세계를 “지구촌＂으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사람들이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혁명을 일으키고, 새로운 다극화 세계
회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재발명하는것 입니다. 우리는 혁신과 경험이 “지구촌“ 공동체 이익을 위
해 결합하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더 세계
화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로컬 화폐로 생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역을 구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이미 이러한 역설에 관한 여러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별첨 참조). 최근까지 이러한 솔루션
을 주요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3. 사명과 체계
블록체인 기술과 이더리움(Etereum) 덕분에 GLOBCOIN은 곧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바스켓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포트폴리오의 재산 보호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유동
성,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상의 해결책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제공할 것입니다. ERC20 토큰을 사용하면 양도
하기가 쉬워지며, GLOBCOIN 통화바스켓을 사용하면 전 세계 15개의 경제 대국과 골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
니다. 수십억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술과 다음 그
룹 구조의 경험에 의존해야 합니다.

- 준비 통화 솔루션(RCS SA)은 2013년 스위스 주그에서 ‘세계 화폐’에 동화될 수 있는 지수인 글로벌
준비 화폐와 같은 관리 화폐 상품을 만들어 개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RCS는 다중 화폐 지표
관리와 관련된 여러 IP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OptimInvest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 화폐 관리자이며 OARG(제네바 총독부 규정)의 회원입니다. 위에
서 언급한 “세계 화폐＂의 개념을 기반으로 대형 기관 및 작은 기관에 대한 자문 임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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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 설립된 런던 소재의 회사인GLOBCOIN Ltd는 현재 대부분의 세계 화폐 시장에서 은행 간
자유로운 환율제 P2P화폐 전환을 제공하는 직불 카드와 관련된 최초의 다중 화폐 지갑을 판매하
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RCS Zug, SA를 통한 GLOBCOIN은 처음에 Digix 및 Gold의 DGX 토큰을 통해 금을 토큰화
하는 작업과 유사한 이중 토큰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두개의 이더토큰:

- GCP, GLX (World Reseve Currency)를 비롯한 다양한 통화바스켓을 발행하고 접근하기 위한 플랫폼을
나타내는 유틸리티 토큰.

- GLX는 세계에서 가장 큰 15대의 명목 화폐와 금에 대한 노출을 나타내는 토큰입니다. GLX는 1X1 비율로

100% 지원 됩니다. 그 자산을 은행에 보관하게 될 것이며, 이는 발행되는 모든 GLX에는 그 은행에 보관되
는 명목 화폐와 금으로 담보가 발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GCP 유틸리티 토큰은 화폐 통화를 위해 GLX를
발행하고 교환하는데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하는 동시에 GLOBCOIN의 글로벌 시장으로의 빠른 진출을 촉진하기위해 RCS SA는 GCP
Utility Token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입니다. 1월 13일에 판매가 시작됩니다. 아래의 세부 사항을 보십시오.
GLX는 토큰 판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치 제안 : GCP
(GLOBCOIN 암호 플랫폼)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된 통화바스켓의 출시를 가능하게 할 것 입니다.

1. 통화바스켓이란 무엇입니까?
통화바스켓은 다른 가중치로 선별된 화폐의 포트폴리오 입니다. 그들의 구성 및 가중치는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집
니다. 통화바스켓은 일반적으로 환율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1] 통화바스켓의 예로는 유로화로
대체되기 전에 유럽 공동체 회원국이 사용하던 유럽 통화 단위입니다.[2]또 다른 예는 국제 통화 기금(IMF) 특별
인출권이 있습니다. 중앙 은행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고정 환율 시스템 내에서 일련의 화폐를 연결하는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는데, 완전한 교환성의 변형으로 이 시스템은 단일 기준 화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변
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합니다.
현재, 중국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잇는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중국 중앙 은행에 따르면 위안화 가치는 엔, 달러 유
로, 한국 원화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러한 통화의 각각의 비중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중앙 은행은 국가
의 무역에 대한 각각의 중요성에 따라 각 화폐의 가중치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무역의 50%가 유럽 지역에서 이
루어진다면, 바스켓의 50%가 차지합니다. 중앙 은행을 넘어서, 바스켓들은 몇가지 다른 기준에 따라 조립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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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화바스켓의 기회
통화바스켓은 광범위한 투자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술적, 주제적 또는 전략적 기반에서 여러 화폐 관점을 표
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투자자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한 국가나 화폐 그룹에 대한 견해를 표
현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약화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주요 세계 통화에 대한 선택권에 대해 달러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면, 그는 미래에는 1바스켓 화폐에 대한 미국 달러의 실적을 추적하는 토큰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
준비 화폐에 해당하며 GLX로 알려진 첫번째 바스켓은 보유자가 스위스 프랑보다 훨씬 안정적인 것으로 입증된
가장 안정적인 기구로 전략적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3. 구현 관련 문제
통화바스켓의 장점이 아주 분명해 보일지라도, 그 사용은 여러가지 장벽에 의해 제한됩니다.
-

규모의 장벽 : 외환 시장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보호되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

가격의 장벽 : 경험이 풍부한 화폐 관리자만이 바스켓의 통화 쌍(pairs) 구성을 사고 파는데 있어, 필요
한 유동성과 좋은 가격 책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인프라의 장벽 : 개별 화폐 쌍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것(일부 화폐는 매우 제한된 수의 화폐로 인용 됨 –
예 : 특정 화폐 통화)을 구매 및 판매하려면 전용 인프라와 전문 팀을 필요합니다.

4. 우리의 해결책 :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통화바스켓 플랫폼
이러한 모든 이유로 통화바스켓을 거래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전문 관리자를 통한 것입니다. GLOBCOIN 암호
화폐 플랫폼은 매우 경제적인 방식으로 시장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입니다. ‘토큰화’는 자산의 권한을 블록체인
의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프로세스입니다. GLOBCOIN 암호화 플랫폼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된 여
러 규칙에 근거한 바스켓을 출시할 것입니다. 각 바스켓에는 커뮤니티의 특정한 요구에 해당하는 초기 가중치를
갖습니다. 그것은 화폐의 기본 바스켓의 성능을 추적할 것입니다. 바스켓의 사용자들은 플랫폼, 우리의 디지털 지
갑, 또는 교환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개인에게 이런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주요한 이유는 외환 시장이 화폐당 최소 수천 단위의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안 자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현재 그러한 바스켓을 제공하는 소매 은행이나 중개인
은 없습니다. 중앙 은행이나 큰 기관과 같은 공공 기관들은 이것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비용은 개
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및 특히 이더리움이 가져온 혁명으로 이제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이러한 제품을 만
들고 배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화폐 통화를 안전하게 보유하기 위해 은행/브로커와 같은 실체를 필
요로 하는 반면, 본산 원장 기술(DLT)를 통해 바스켓을 ‘토큰화’하고 P2P방식으로 거래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토큰을 플랫폼에서 교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몇 분의 일로 줄일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미화 1달러에 해당하는 액수에 지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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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례 1: GLOBCOIN
글로벌 예비 통화 지수를 기준으로 한 바스켓

1. 문제 : 글로벌 세계에서 “글로벌 화폐＂의 필요성

우리는 정치와 경제 모두가 불확실한 VUCA(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및 모호성)의 세계에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는 세계 금융 시장의 격변을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중국에서 보았
듯이 대부분 국가의 통화 정책은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국 통화를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양적
완화 정책의 끝은 일본과 유로존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역과 투자의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기준 통화 개념” 은 시대에 뒤쳐지고 있습니다. 단일 화폐가 가치를 유지
할 만큼 안정적이거나 탄력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으로 단일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의 세계화는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구매력에 대한 위협으로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
늘날 커피의 가치는 부와 마찬가지로 통화 변동에 민감합니다. 세계 경제에서 여전히 주요 화폐로 인식되고 있
는 미국 달러의 가치는 2000년 이후 20%이상 하락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국 통화가 평가 절하
됨에 따라 세계적인 구매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단일 중앙 은행 통제 장치 및 사건 위험에서 벗어나 다양화를
통해 변동성을 완화시키세요.
커피 한잔의 통화 구성 요소는 경제가 어떻게 세계화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해외 여행이나 투자를 하지 않아도 화
폐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원화가 약세가 된다면, 당신은 커피 값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중앙 은행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로, 사람들은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를 잃고 “가치의 저장고＂
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므로 자신의 화폐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명확한 증거는 “국제 화폐＂가 교
환의 수단으로 가치의 저장고로서 그리고 화폐의 단위로 필요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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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결책 : 세계 경제를 재현하는 준비 통화바스켓
GLOBCOIN은 15개의 가장 큰 글로벌 화폐와 금을 추적하는 통화바스켓 입니다. 구매력 평가를 기반으로하
는 직관적이고 편견없는 접근 방식을 따르며, 이는 세계 경제가 진화함에 따라 발전합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
해 GLOBCOIN은 세계 최초의 “준비 화폐＂를 효과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세계적 가치 저장고로써 기능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스켓의 포트폴리오는 구매력 평가에 의해 조정된 각국의 GDP를 사용하는 스마트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세계화되고 다극화하는 시장 동향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화 할당량은 매우 다양하며 세계 경제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PP 요소는 화폐 대비 신흥 시장 화폐에 대한 비중을 다른 통화바스켓에 비해 더 높게 해 주는데, 이는 브라질의 국
내 총생산에 의해 가중 된 세계 15대 경제국의 통화와 중국의 비인도적 선도 계약은 16%가 높으며, 인도 루비는
6%, 브라질은 4%를 차지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제 화폐 기금의 특별인출권은, 세계 화폐와 가장 근접한
것으로, 선진국의 세계 통화로만 이루어 집니다.

글로벌 화폐 계산 방법론은 매우 포괄적인
“Rule-book”에 기반한 기술 플랫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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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수에 대한 설명 – 기본 원칙
이 USD 글로벌 준비 통화 지수(The USD Global Reserve Currency )는 화폐와 금 통화바스켓 실적에 대한 접근을 제
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수 가중치는 구매력 평가 (Purchasing Power Parity : PPP)에 의해 조정된 GDP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되므로
EM 화폐에서 더 큰 성장 잠재력을 반영 할 수 있습니다. PPP는 일단 현재의 환율을 고려하면 동일한 제품이 여러
나라에서 동일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시장 환율로 계산할 때 GDP에 포함된 가격
효과를 지우기 위한 것 입니다. 이 지수에 포함된 화폐는 10월에 매년 발표되는 세계 전망 데이터베이스(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에서 IMF가 발표한 국가의 PPP 수준 평가에 기초한 GDP 또는 이전에 사용 가능한
경우에 따라 발표됩니다. 이 지수는 최대 15개의 통화 쌍에서 위치를 취하는 성능을 추적합니다. 각 위치는 화폐
로 긴 위치와 USD로 표시된 짧은 위치로 구성됩니다.
색인은 또한 금으로 된 전방 위치를 포함합니다.
이 지수는 특정 유동성의 제약을 위반하고 있는 특정 국가의 화폐의 화폐 위치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치를
사용합니다. 자문 위원회는 이러한 유동성 제약 위반 통화를 “채권국＂또는 “제외 된 국가”가 될 수 있는 국
가로 지정하여 이러한 보호 메커니즘을 월 단위로 활성화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문 위원회는 또한 계산
에이전트가 수행한 월별 가중치 계산과 다음 가중 날짜(아래 정의 됨)에서 채택 할 순위를 검증합니다. USD
글로벌 준비 통화 지수(The Index)는 전방 거래소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이 지수의 기본 날짜는 2000년 1월 3일 입니다. 인덱스의 기본 값은 100입니다.

B. 지수에 대한 설명 – 가중치
GDP/PPP 수준 : 매년 10월에 발표되는 세계 경제 전망 데이터베이스에서 IMF가 발표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구매
력 패리티 수준 평가는 다음 연도에 적용 됩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만약 IMF가 예측을 발표한다면, 이 예측은 지
수 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 될 것입니다.
On-gold-adjusted weight : 가중치 Wi, T는 선택한 통화 i에 해당하는 가중치와 가중치가 적용되는 날짜 T에서 금으
로 정의됩니다.
Non-gold-adjusted weight : 선택된 통화의 경우, 선택한 통화 i의 GDP/PPP 레벨과 선택한 모든 화폐의 GDP/PPP
레벨 합계 (소수점 둘째 자리로 반올림 됨) 사이의 비율과 같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동일한 화폐가 두 번 이상
선택되는 경우, 해당 화폐에 귀속되는 가중치는 해당 국가의 GDP/PPP 수준의 상대적 크기를 참조하여 관련 국가
에 대해 독립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선택된 통화 i에 대한 비금속 조정 가중치(NGAW)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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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AWi의 합계는 100%
Adjusted Weight: 금의 정적 가중치는 가중치 부여 날짜 T에서 5%로 재설정되며, 이는 15개 구성 요소로
재할당됩니다. 각 구성 요소에 대해 조정된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선택된 화폐의 조정된 가중치 + 금 가중치의 합계는 각 가중치 T에서 100%와 같습니다.
Daily Weights:
가중치 데이터 T에서 선택한 통화 i에 대해:
가중치 i,T = 조정 W i 및 가중치 g,T = 5%
다른 영업일의 경우, 가중치 I,t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가중치 I,t 는 시간 t에서 선택한 통화 i 에 해당하는 가중치로 정의됩니다.
시간 t 에서 선택한 화폐로 지정된 가중치로 정의됩니다.
가중치 g,t는 시간 t에서 금에 기인한 무게로 정의됩니다.
지수 가중치t 는 시간 t에서 지수에 기인한 가중치로 정의됩니다.

Daily Performance:

Where:
Perfi,t 는 시간 t 시간에 선택한 화폐I의 성능으로 정의됩니다. Perfg,t t는 t시간의 금의 성능으로 정의됩니다.
Forward i,t 는t 블룸버그 통화 PX_LAST를 사용하는 선택된 통화의 선물 이자율이며, 다음 가중 날짜 T에 5 영업일
에서 t를 뺀 값으로 설정된 날짜에서 USD에 대해 가치가 있는 1M 화폐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는 블룸버그 통화와
1M 화폐 기능을 사용하여 선택한 화폐I 의 이자율을 다음 만기일 T +5 영업일을 기준으로 설정 한 공개 만기와 동일
한 Tenor 미화로 환산합니다.
Forward g, t는 블룸버그 XAUUSD 통화 PX_LAST를 사용하는 금의 포워드 이자율이며 다음 가중 날짜 T에 5 영
업일에서 t를 뺀 값으로 설정된 오픈 성숙도와 동일한 테너와 함께 USD에 대해 가치가있는 1M 통화 함수입니
다.
10

월 말 사이에 순방향 포인트(FWDpts i,t) 는 단순한 선형 보간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위의 계산에 따라) . 의심할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 만약 선택 된 통화가 USD이면, Perf I이면 t는 0이 됩니다. 투자가 완전히 이루어지
면,USD가중치는 LIBID 또는 동등한 수준의 이행 조건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 만
약 선택된 통화가 USD이면,Perf i,t0이 됩니다. 투자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USD 가중치는 LIBID 또는 그와 동
등한 수준의 이행조건에 따를 수 있습니다.

C. 지수의 설명 – 지수 값(Index Value)

Where:
처음에는, Index0 = 100
T 는 다음 달 말을 가리킵니다.(T=t 가중치 부여 날짜).
T-1 는 이전 월말을 나타냅니다.
i 는 선택된 통화의 화폐를 나타냅니다.
g 는 금을 가리킵니다.
색인 값은 5번째 소수 자릿수까지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계산 결과가105.123456이면 색인 값은105.12345입
니다).

D. 토큰으로 활용되는 경우 GRCI 의 혜택
디지털 토큰 ERC20 표준
명목화폐로 환불됨
안정적 (스위스 프랑 이상!)
교환 단위로 사용 가능

✓

✓

✓

✓
✓

감사 대상
1대 1 예약 비율
빅 5에 의한 예약 증명
개인, 교환, 암호화폐 보유자

✓

✓

✓

✓

숙련된 팀
스위스의 유리한 법률 생태계

✓

E. 타겟 유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 유동화된 암호화폐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
안정적인 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의 성장으로 시작되는 주요한 혼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은 금융 시스템에 혁명을 가져올 거대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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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불하고,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암호화폐의 증거 수용에 주요 장애물은 두가지입니다.
가치를 뒷받침하는 실물 자산 부족(일부 금 관련 업체 및 Tether $ 및 Tether € 제외)
토큰 판매 또는 ICO 스폰서는 과정에서 모금된 기금 가치의 일부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암호화폐를 GLX를 변환함으로써, 그들은 이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보통 명목 화폐를 필
요한 자금을 보호합니다.
통화 약세 국가들의 주민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화폐를 쓰지 못하는 나라들의 국민들은 자국의 명목 화폐를 다양화하기를 원하기 때
문에 투자와 재산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탈 중심화된 성격은 정부의 영향력과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고, 그에 따라 그들을 세계 시장의 투자처로 만듭니다. 전세계적으로 화폐를
쓸 줄 모르는 나라들의시민들은 심지어 명목 화폐의 혼란스런 투쟁 속에서도 투자와 재산 보호를 위해 암호화에 눈
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학적인 긴장감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은 지구의 많은 지역에서 현금
의 유입을 야기합니다. 이들 국가들이 금융 위기에 직면해왔기 때문에, 더 나은 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GLOBCOIN은 진화가 매우 부정적일 수 있고 세계 경제를 반영한 다양화를 제공할 수 있는 몇몇 화폐
로 부를 집중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결책 입니다. GLOBCOIN 소비자가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GLX시장도 마찬가지로 세계 통화바스켓 토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화폐와 신흥 화폐 모두에 노출됨으로써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스켓
은 우리가 지난 몇년간 다른 화폐에 대한 투자 없이도 세계 경제에서 자국 화폐의가치나 구매력을 보호하고
자 하는 국제 고객을 기반으로 수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GLOBCOIN은 우리의 지구촌을 위한 국제
화폐를 의미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여러개입니다.
국가 화폐가 약화되는 추세에 있는 경우( 2017년 CHF, 2016년 GBP, 지난 6개월 동안 USD, 지난해 중국 위안 과 러
시아 루블, 유로화, 브라질 제알 등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화폐는 약세의
흐름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보호를 제공하는 은행은 없습니다. 비록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GLOBCOIN을 기존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해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LOBCOIN을 사용하
면 특정 자산을 원래 화폐가 아닌 다른 화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부동산을 유리한 가격에 사고
싶어도 유로 화폐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을 것 입니다.
GLOBCOIN은 부동산 투자자가 투자와 관련된 화폐 노출을 변형시키고 화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
록 합니다.
암호화폐 보유자의 경우 현재 중앙화 된 기관의 정책 변화에 복종하지 않고 현재 화폐보다 훨씬 안정적인 코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바스켓의 다양화는 주요 화폐에 비해 스위스 프랑보다 변동성이 적음을 보여줍니다.
GLOBCOIN을 구입하면 암호 커뮤니티 보유자가 암호화폐 생태계에 머무르는 동안 고객의 연결된 바스켓으로 포
트폴리오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비적인 사전 평가 조사에 따르면,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암호화폐에서 투자기회를 기다리거나 포트폴리
오의 일부 가치를 동결하기 위해 위의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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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례 2: GLOBCOIN 카드
GLOBCOIN Ltd는 영국에 등록된 자매 회사입니다. GLOBCOIN는 지금까지는 대규모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
는 정교한 기술을 일반인들에게도 전달하고픈 열망에서 생겨났습니다.
2016년 6월부터 GLOBCOIN® 다중 화폐 저축 계좌 및 GLOBCOIN
다중 화폐 선불 마스터 카드가 SEPA 지역 (서유럽)의 고객에게 제공
됩니다.
플랫폼은 온라인 또는 앱을 통해 액세스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복
수 화폐 지불과 절약을 함께 제공합니다. GLOBCOIN®은 외환 노출
을 관리하는데 있어 생활을 더욱 간편하고 저렴하게 만들어주면 철
저한 통제를 제공합니다. 외국 화폐에 대한 노출을 관리하는 것에 관
한, 삶을 더 젊고 완전한 통제력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GLOBCOIN은 글로벌 화폐에 대한 전세계적 접근을 재발
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폐에 대한 범세계적 접근을 다시 가능하
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금융 보조원, 은행
및 외환 에이전트를 하나로 생각하세요. 당신은 지갑, 여행 카드 등
과 같이 GLOBCOIN 계좌에 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양
한 화폐로 바꾸고,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돈을 받고, 현금을 인
출하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세요.
GLOBCOIN은 모든 유형의 고객 (해외 거주자, 여행자, 학생 및 점차,
“글로벌 유목민＂)에게 적합한 사용하기 쉬운 앱으로 활용되어 시장
최고의 가격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여행을 하거나 돈을 해외로 보낼 때 돈을 절약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해결책 입니다. GLOBCOIN은
글로벌 시장의 힘을 카드 보유자들의 손안으로 가져와 글로벌 시장의 힘인 FX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카드에 적힌 화폐에 GLX를 추가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대대적으로 광고하지 않아도 매일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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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세일 안내
토큰 판매 자금의 수익금은 플랫폼 개발, 제품 출시, 마케팅 및 홍보, 고객 유치 및 제휴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률 및 행정 비용, 운영, 관리, 홍보 및 마케팅을 포함한 향후 2년간 GLOBCOIN의 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를 고용하여 우리가 GLOBCOIN에 대한 야망으로
가지고 있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1. GCP 생성 이벤트
GLOBCOIN GCP 토큰 생성 프로세스는 이더리움에서 실행되는 스마트 계약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GLO
BCOIN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지정된 주소로 이더리움을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함
으로써 그들은 1이더리움 당 10.000 GCP의 비율로 생성합니다. 참가자 크라우드는 크라우드 펀딩 기간
(블록 번호로 명시)이 시작된 후에 이 주소로 이더를 보내야 합니다. 엔드 블록이 생성될 계정으로 전송된
이더리움의 양이 최대치에 도달할 대 크라우드 펀딩이 종료 됩니다.

토큰 이름

GCP

1이더리움당 GCP 생성

10,000

최소 이더리움(목표도달에 부족할 경우 참가자는
1

환불을 청구할 수 있음)
최대 이더리움(한도에 도달할 시 토큰 판매가 종료

12,000

됨)
최대 이더리움 (한도에 도달할 시 프리세일
종료)
크라우드세일 참가자에게 생성된 최대 토큰 수

12,000

204,000,000

40%

204,000,000

40%

토큰 수

102,000,000

20%

생성된 최대 GCP 수

510,000,000

100%

향후 비즈니스 개발 및 시장 확장을 위해
생성되는 토큰의 최대 수
팀, 고문 및 초기 후원자에게 생성되는 최대

2. 요약
ICO 기간 후에 최소 한도(1이더리움)에 도달하지 못하면, ICO 참가자는 계약에서 자신의 이더리움을 다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드캡에 도달하면 이벤트가 자동으로 닫힙니다.
트큰은 ICO 캠페인 종료 후 14일 이내에 양도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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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너스 프로그램
이더리움으로 환산한 누적 금액
프리 세일

판매

이더리움 1개당
GCP

0 - 10,000

17,000

0 - 3,000

13,000

3,000 - 5,000

12,000

5,000 - 7,500

11,000

7,500 +

10,000

토크노믹스
1. GCP 유틸리티 토큰
GCP는 순수 유틸리티 토큰으로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통화 바스켓을 대표하는 토큰을 발행하거나 교
환하는 서비스에 접속하는 데 사용됩니다. GCP 토큰은 독점 통화 지표와 관련된 다양한 바스켓을 사용하
기 위한 라이선스에 대한 링크입니다. 각 GCP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 통화바스켓에 원하는 거래액당 GCP 보유 수준을 계산하여 그리드에 따라 0% 수수료로 발급 기관과
직접 통화 잔액 토큰(예: GLX)를 교환합니다.

- Globcoin 거래소에 직접 접근하여 플랫폼에 의해 만들어진 유동성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GLX 글로벌 화폐 토큰
첫번째 바스켓, 글로벌 통화 지수 및 관련 토큰 GLX가 출시되면 GCP소유자들은 그들의 명목 화폐를 0%
의 수수료로 GLX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GLX는 GCP 토큰과 함께 비공식 통화로만 발행 또는 교환됩니
다. GCP 소유자들은 원하는 만큼 명목화폐(fiat currencies)를 GLX로 교환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습니다..
GCP 유틸리티 토큰은 100,000,000개의 제한된 공급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GCP가 발행되지 않을 것 입니다. 통화
바스켓과 관련된 토큰에는 공급 제한이 없습니다.
GCP 토큰은 Globcoin팀과 GLX토큰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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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즈니스 모델
GCP를 소유함으로써, 사용자들은 다음 일정에 따른 수수료 없이 플랫폼과 GLX와 같은 통화바스켓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GLX 바스켓 거래 금액

GCP 토큰 필요 레벨

1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USD X 0,40

1,001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USD X 0,30

10,001달러에서 100,000달러까지

USD X 0,20

100,001달러에서 1,000,000달러까지

USD X 0,10

예 : 투자자가 USD 1,000 000의 상당의 금액으로 GLX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Globcoin플랫폼의 유동성에접근할 수있고지불할 수수료가 없으려면다음을 유지해야합니다. (1,000 x 0.4) +
(9,000 x 0.3) + (90,000 x 0.2) + (900,000 x 0.1) = 400+2700+18000+90000=111100 GCP
GCP의 시장 가격이 1/100 이더리움 즉 현재가격이 8달러 인 경우 거래 금액의 8,888달러 또는 0.88%를 나타
냅니다. 그가 GCP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GLX는 무제한의 거래를 허용하는 반면 거래당 1~4%의 비용을
부담해야하며, 그는 거래소를 통해 기존의 보유자로 부터 GLX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GCP가 제공하는 접근은 거래 횟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1100 GCP를 사용하면 원
하는 만큼 최대 1,000달러의 돈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역학을 분석하기 위해GCP와같은 플랫폼활용토크의 가치는제공되는 서비스 및 할인이라고 가
정해야 합니다.

4. GCP코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GCP가 Globcoin 플랫폼의 기본 통화이며 이미 5년 전에 검증된 제품, 첫 번째 바스켓(GLX) 및 고객 경험
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는 GLX가 지수 성장 잠재력을 높여 줄 중요한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 기관들에 의해 GLX 모델에서 다른 종류의 바스켓을 요청 받았습니다. 새로운 통화바스
켓의 사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GCP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우 확장 가능한 제품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GCP 공급이 510,000,000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GCP 가격의 상승
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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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사용
비록 Reserve Currency Sloutions SA 및 GLOBCOIN은 이미 잘 운영되는 기업들로 이미 경영과 명목 화폐의 디
지털화의 경험이 풍족하지만, 우리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원이 필요합니다.
토큰 세일 수익금 사용:

- 인프라 스트럭처, 시장 데이터, 시뮬레이션 도구, 통화 포트폴리오 관리 도구, 신제품 개발 등을 다루는 플
-

랫폼 개발의 지속을위한 예산.
마케팅 및 고객 확보
교환 및 플랫폼을 포함한 파트너십 프로그램 및 시너지 효과 발굴을 위한 인수
운영비 : 급여, 임대료 및 기타 운영비
다양한 관할 구역의 법률 비용 및 필요한 면허
특허권, 저작권, 산업 디자인 권,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토큰 세일 기간 동안받은 다양한 수준의 자금과 개인 판매 중 기금에 기반한 마일스톤 :

- 기금이 최소 3,000 이더리움에 도달하면 GLOBCOIN은 2018년 3분기까지 첫번째 바스켓(GLX)을 시작하기
위한 전체 인프라를 구축할 것 입니다. 교환과의 파트너십은 2018년 2분기에 구체화 될 것입니다.

- 기금이 최소 5,000 이더리움에 도달하면 GLOBCOIN은 이미 작년에 출시되었지만 운영 중단으로 제한된
GLOBCOIN 다중화폐 카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프로그래밍 된 네트워크 효과
를 활용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 대륙을 포괄하도록 네트워크를 확장할 것 입니다. GLOBC
OIN은 다중 통화 카드 프로그램에 GLX와 같은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첫번째 프로그램이 될 것 입니다.
카드사와의 제휴 관계와 다중 화폐 경험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데 큰 혜택이 될 것 입니다.

펀드 에스크로
초기 토큰 판매와 관련하여 GCP 토큰에 대한 모든 지불액은 안전한 다중 서명 주소로 에스크로에 보관되며 3개
의 3명 중 2개의 서명이 있는 계정에서만 발급됩니다.

• Helie d’Hautefort – 설립자
• Bertrand Weisgerber – 공동설립자
• Linda Leaney –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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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COIN 바운티 캠페인
GLOBCOIN은 “지구촌”을 가로 지르는 GLOBCOIN ICO 팬들의 시간과 열정에 대한 투자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GLOBCOIN은 우리 ICO 참가자들에게 바운티(Bounty)의 지분을 보상 할 것 입니다.
총 상금은 모금 총액의 2.5 %로 정해집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LOBCOIN 마을 통역관
그지역의 언어로퍼트리기 위해서우리는 지역의 글롭코인대리인을 의존합니다.
다음과 같은 언어의 경우, 실무 문서를 번역하거나 현지 ICO포럼을 주도해주세요.

-

포르투갈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로마
폴란드
터키

-

베트남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2. GLOBCOIN 마을 소셜 미디어 대표
최고 책임자; 지휘; 알림; 지역 및 / 또는 세계 지역에 동기부여 – 가능한 데로 적극적인 소셜 미디어 참여
를 통해 전파합니다. 페이스북; 비트코인토크; 기타 관련 널리 사용되는 ICO포럼 등.
3. GLOBCOIN 마을 ICO 전문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Bitcointalk 및 글로벌 수준에서 적절하고 관련성 있는 ICO 포럼/블로그
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참고 : 사회자는 각 마을 지도자의 참여도에 따라 ICO 이후 적절한 수준의 포상금이 결정됩니다. 진행자는 정확하고 관련성이

높은 공헌을 심사하고 확인할것 입니다. 사회자는 조정자는 기부금의 수준과 질에 따라 비례 지급하여 모든 마을 지도자들을
공정하게 대할 것 입니다. 보상급의 지급은 전 세계적으로 출시되는 GLX 이행시 25%가 될 것 입니다. GLX 구현시 75% (2018년
4월 추정)포상금 제도 및 보상금 지급은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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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략으로 이동
대상 고객 기반은 두가지 입니다:

- 암호화폐 커뮤니티. GLOBCOIN은 암호화 세계와 명목 화폐 사이의 격차를 메우는 최초의 회사 입니다. 우리
는 적어도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다양화하기를 원하는 암호화폐 소유자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 화폐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 학생 비즈니스 여행객, 휴가 모집인, 외국인, 온라인 소핑객, 글로
벌 유목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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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계획
GCP의 가격 인상은 플랫폼의 채택률과 인프라를 사용하여 시작되는 각 통화바스켓의 성공에 따라 추진될 것
입니다. GCP토큰은 소유자 분기마다 시스템에 수집된 거래 수수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
다. GCP 토큰 소유자들은 어떤 배당금을 받지 않고 발행되는 토큰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GLOBCOIN이
광범위하게 채택될 경우 토큰의 가치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간단한 평가는 GLOBCOIN이 대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를 총 토큰 수로 나누어 모델링 하는 것 입니다.
목표 시장은 두가지 입니다:

- 암호화폐 투자자는 안정적이고 자산 유동화된 코인을 찾고 있습니다.
- 다양화를 원하는 국가 화폐 보유자.
두 시장 모두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USDT와 같은 토큰화된 명목 화폐를 제공하는 몇 안되는 기존회사의 시
가 총액을 검토할 것 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GLOBCOIN과 같은 솔루션에 의해 상한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를 가정하고 1%의 단순화 목적으로 평가된 GCP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할인 금액을 계산하여 적용 합니
다.

Tether 는 토큰화된 명목 화폐(주로 USD) 중 하나입니다. 03/01/2018의 시가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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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은 최대 규모인 기관 투자자 및 사무소 50개 이상, 총 230억 달러 규모의 화폐 헤지 위임을 관리 헀기 때
문에, 우리는 안정적인 재산 보호를 위한 수요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우리는 Tether
의 시가 총액에 도달하는데 2년이 걸릴 것으로 가정합니다.

1

1.5

2

20,000

400,000

1,350,000

2,550,000

4,100,000

pct 의 혜택 (USD)

1%

1%

1%

1%

1%

누적 이익 (USD)

200,000

4,000,000

13,500,000

25,500,000

41,000,000

3

3,5

4

4,5

5

Year

0.5

2,5

누적된 금액
(1,000 USD)

Year
누적된 금액

5,900,000

8,000,000

10,500,000

13,600,000

17,400,000

pct 의 혜택 (USD)

1%

1%

1%

1%

1%

누적 이익 (USD)

59,000,000

80,000,000

105,000,000

136,000,000

174,000,000

(1,000 USD)

사명과 가치
GLOBCOIN 암호화 플랫폼의 사명은 세계화되고 다극화 된 세계 시장의 흐름을 자본화 하고, P2P사용자들이 사
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단위의 교환기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첫번째 사례인 GLOBCOIN의 글로벌 인재 확보 차원에서 글로벌 빌리지의 활용 사례로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격
차를 완벽하게 메운 것 입니다. 글로벌 거주자로서, 우리는 환경, 교육, 글로벌 관점에서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국
제 화폐가 필요합니다. 이 사명을완수하기 위해, GLOBCOIN은 경제적 불확실성의 왜곡 없이 가치 지향적인 대체
화폐 시스템을 설계 합니다. GLOBCOIN은 다른 암호화폐와는 달리 토큰이지만 실제 신용을 가진 실제 자산으로
뒷받침 됩니다. GLOBCOIN은 P2P 기반의 클라이언트로 비용대비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완전한 투명성을 갖춘
즉각적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GLOBCOIN 암호화 플랫폼의 핵심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혁신에 의한 추진.
고객 경험의 우선화.
전세계 모든 지역 사회의 GLOBCOIN 발급에 대한 동등한 권리.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 민주주의적 거버넌스 및 조직적 모범사례 제공.
GLOBCOIN 또는 소속된 기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관할 지역의 법률과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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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열쇠
다음 요소들은 GLOBCOIN의 보급.실제 사용 및 상당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것 입니다.:
1. 혁신적인 제품: GLOBCOIN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인 화폐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화폐 관리 산업의
최상단에 있어 왔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무제한 공급을 통해 실제 자산으로 지원됩니다. 공
정한 시세와 거의 0에 가까운 스프레드는 사용자들이 연결된 직분 카드를 통해 그들의 모바일 기기에서 서로
에게 돈을 송금할 수 있게 해주는 Venmo, PayPal 및 Square cash와 같은 P2P 결제 수단의 더 나은 교환을 하
지만 그것은 하나의 화폐입니다. P2P 지불을 “통화 중립＂으로 하는 것은 성장하는 산업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 성공적인 실적 : GLOBCOIN의 첫번째 통화바스켓인 GLX는 투명한 규정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잇
는 근거로 오랫동안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높은 동기가 부여된 대상 인구 통계 : 경제를 조정하고 위험을 악화시키는 위험을 막기 위해 자국 화폐의
대체물을 찾으려는 사람들. 여기에는 처음부터 더 비싸거나 불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신제품과
기술을 시도하는 것 이 포함됩니다.
4. 마케팅 및 채택을 위한 이중 전략 : GCP와 GLX가 개인 및 거래소에 소개 될 것 입니다..
강력한 팀 및 조직 계획: GCP 팀과 GLX 팀은 목표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 소프트웨어 개
발, 유통 경로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팀은 전세계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시장 종사자들로 이루
어져 있습니다.

프리세일
GLOBCOIN은 초기 가입자들에게 최상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용 목록에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제한된 예약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https://dash.globcoin.io/users/sign_up 주소로 가서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하시려면 구매하려는 당신의 이름과이메일, 패스워드, 퍼블릭 이더리움 지갑주소를 제공해야합니다.
프리 세일리스트는 70 %의 보너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GCP 프리 세일은 3 월 4 일에 종료됩니다. 이 정보는 웹사이트 globcoin.io 에서 업데이트 됩니다.

토큰의 가용성

글로벌 암호화 플랫폼 GCP 토큰을 판매하는 동안 GLOBCOIN 지갑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큰 판매 후에
는 교환 및 암호화 지갑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토큰 판매 이후 GCP를 열거하기 위한 몇가지
암호화 거래소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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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려 사항
디지털 토큰의 법적 지위는 다양한 관할권에서 여전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법과 규정에 따라 토큰 작동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GLOBCOIN 플랫폼의 일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으며 그에 다라 토큰 판매 조건을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GCP 토큰은 GLOBCOIN 플랫폼에서 트랜잭션을 지원하고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 및 유지 보수 수수료를
받기 위해 고안된 유틸리티 토큰 입니다. 우리는 투기목적의 투자 목적으로 GCP 토큰을 사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
니다. GCP 토큰은 투표권이나 배당권이 없는 회사의 지분을 주지 않습니다. 토큰은 블록체인 이더리움이라는
오픈 소스 IT 프로토콜을 통해 발급됩니다. 준비 화폐 솔루션 SA(RCS) 및 모든 관련 회사는 이더리움의 운영 네트워
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토큰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KYC/AML
고객등록(KYC) 절차는 고객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기 위해 수행되는 실사 활동을 의미합니다. 우리
는 GCP 토큰 판매에 대한 가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KYC 절차를 채택하여 각 가입자들이 그 과정에
대해 편안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AML 정책을 시행하기위한 자금 세탁 방지 절차를 가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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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소개
Helie d'Hautefort

Bertrand Weisgerber

CEO겸 설립자

설립자

Helie는 최초의 유럽 통화 오버레이 매니저를 설립하여 BNP

버트 랜드 (Bertrand)는 은행 업무 경력을 시작으로 IT로 이동하

Paribas AM에 판매하고 230 억 달러가 넘는 AUM으로 세계 최고

여 대규모 벤처 기업 (SESA-Cap Gemini, Axime-ATOS)에 적극

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푸조 그룹의 통화 헤지 펀드를 담

적으로 참여한 후 전통적인 분야의 신 기술 응용 프로그램 (급여,

당하기 전에 이전에는 다양한 은행 외환 부서에서 통화 옵션 포트

물류, 수직 어플리케이션). Bertrand는 또한 2007 년에 설립 한

폴리오를 관리했습니다. Helie는 파리에서 HEC를 졸업했습니다.

62 개국 (중국 내 15 개국)에서 활동하는 비자 신청 센터의 세계
리더 인 TLS Contac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트 랜드
(Bertrand)는 파리의 ESSEC을 졸업했습니다.

Jean-Marc Seigneur

Felix Velay

신뢰 및 평판 리드

CTO

Jean-Marc (JM) Seigneur 박사는 전산 신뢰 및 온라인 평판 관리에

펠릭스 (Felix)는 파괴 공학 분야의 선도적 대학 인 파리의 42 세

관한 100 개 이상의 과학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박사와 함께 2005

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설립 초기부터 GLOBCOIN에서 IT를 이

년 더블린 (Trinity College)의 컴퓨터 과학 (Computer Science)에서

끌었습니다. Felix는 통화 분야에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솔루션

JM은 제네바 대학 (University of Geneva)에서 EU가 자금을 지원하

을 제공합니다. 그는 런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는 수백만 유로의 R & D IT 프로젝트를 관리했습니다. 2016 년 그는
우수한 학술 연구를위한 Google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Philips",

Linda Leaney

"Amazon", "Thales"및 "Swissquote"를 비롯한 주요 우량 기업에 조

CFO

언했습니다. 2016 년 이래로 JM은 신뢰, 블록 체인 적용 및 디지털
화폐 통화를 포함한 디지털 화폐에 관한 ITU 표준화 그룹의 일원으
로서 fin-tech 세계에 온라인 평판 관리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17 년 8 월 31 일 18 분에 약 3600 만 달러를 모금 한 성공적
인 Monetha ICO의 팀원이었습니다. 출시 이후 JM은 GLOBCOIN의
최고 평판 책임자입니다.

Linda는 영국 Durham University를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선도
적 인 투자 은행 (Investment Banks)으로부터 거의 20 년간의 은
행 업무 및 FX 지식을 그녀에게 제공했습니다. Linda는 런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Xavier de Villoutreys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
Xavier는 프랑스 EDHEC에서 과학 및 위험 관리 석사 학위를 취득

Gaspard d'Hautefeuill
e
Lead Developer
Gaspard는 파리의 Métiers de l' Internet을 졸업하고 시스

했습니다. 그는 GRCI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이자 상인이며
2013 년부터이 역할을 수행하여 선도적 인 통화 리스크 관리 회사
에서의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는 또한 B-Sharpe의 부회장이기도
합니다. Xavier는 스위스에 있습니다.

템 공학, 데이터베이스 관리, 백엔드, API, MVC, 프론트 엔드,
Kanban 방법론 등 GLOBCOIN에서 전체 스택 개발을 시작
했습니다. 그는 오픈 소스 옹호자, cypherpunk, 체스 선수이
며 인라인 스케이트 마라톤을 좋아합니다.

Arnaud Breavoine

웹, UX/IX 디자이너
Art College를 떠난 후 Arnaud는 주요 계좌를 담당하는 주류 홍
보 기관의 아트 디렉터로 전문화되었습니다. 2011 년부터 웹 디
자인과 UX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7 년 그는 인터넷 검색을
재창조하기 위해 현재의 기술을 동원하는 창업 회사 인
Tomagop을 설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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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lie Neto

디지털 마케팅
Nathalie는 프랑스 Neoma Business School에서 마케팅 및 경

William Mougaya
r

영학 학사 학위를받은 후 디지털 마케팅 분야의 발전에 집중하

고문

여 시작한 monAlbumPhoto와 협력하여 M6 그룹이 처음 구입
한 국가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를 창출했습니다 . 그녀는 벨트
아래 집중된 디지털 경험을 통해 벨벳 컨설팅 (Velvet Consulting)
과 협력하여 모든 개발 매체에서 전략적 및 운영 적 마케팅 기회
를 활용할 수있는 다양한 회사를 지원하는 디지털 공장 대리점
을 개발합니다. Nathalie는 선택적 fin-tech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며 ICO의 최첨단에 첨단 기술을 추가합니다.

오랫동안 업계 관계자였던 William Mougayar는 가장 정교한 블
록 체인 비즈니스 사상가로 알려진 다작의 연구원이자 작가이자
이론가입니다. 그의 견해와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
니다. William은 신생 기업, 기업가, 개척자, 리더, 혁신가, 제작자,
기업 임원 및 실무자와 함께 일하는 암호화 기술 시장에 직접 참
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야의 선도적 인 조직의 투자자, 고문
및 이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William은 초기 벤처 캐피탈 펀드
인 Virtual Capital Ventures의 일반 파트너이며, 현재 분산 형 P2P
상거래를 개척 한 OpenBazaar 오픈 소스 프로토콜 인 OB1 이사
회, Ethereum Foundation의 이사회 고문입니다. , OMERS
Ventures Board of Advisors, Coin Center 및 Bloq의 자문위원 멤

Kevin Falhon

비디오 제작 책임자
Kevin Falhon은 런던에 본사를 둔 영화 감독으로 브랜드 전략을
전문으로하며 금융, 건설, fin-tech, 미디어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의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컨텐츠 및 기업 비디오를 제작
합니다. 그는 현재 영국의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Groupe INSEEC London의 Creative Producer, 삼성 베네룩스, 마

버, Startup Management의 설립자. 이전에는 Hewlett-Packard,
Cognizant 및 Aberdeen Group에서 고위 직책을 맡았으며
CYBER, Eqentia 및 Engagio 등 3 개의 신생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윌리엄은 워싱턴 대학, 웨스턴 온타리오 아이비 경영 대학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Ivey School of Business)을 졸업
했으며,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대학원 상학 대학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Graduate Commerce School)에 재학 중입
니다.

스터 카드와 같은 기업 고객을위한 디지털 및 소셜 미디어 비즈니
스 전략 개발 전문 부티크 컨설턴트 인 Ztudium의 비디오 프로덕
션 책임자, Startup Manufactory는 시작 이벤트 및 사내 및 클라
이언트 컨텐츠의 포괄적 인 범위를 제공합니다. Kevin은 The

Heiner Hartwic
h

Voice and Masterchef에서 Shine France의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고문
Heiner는 평판 좋은 은행을 위해 개인 은행 및 가족 사무실을 성
공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 25 년이 넘는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 제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싱가포르,

Giuseppe Ballocchi

고문

Giuseppe Ballocchi, CFA 박사는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오버레이 전략. Ballocchi 박사는 CFA Institute의 이사회 멤버
이며 감사 및 위험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로

일본, 영국 및 유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광범위한 네트워
크는 국경 간 및 대륙 간 촉진 활동에서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Anuj Khanna

고문

잔 대학교 (University of Lausanne)에서 강의를 하고 소액 금융
기금의 외환 자문을 합니다. Ballocchi 박사는 마닐라의 아시아

Anuj는 매우 존경받는 Fintech 업계 영향력 자이자 암호 통화 전

개발 은행의 고정 수입 관리자이자 CERN의 고 에너지 물리학자

문가이며 블록 체인, 암호 및 ICO 투자자의 대규모 커뮤니티와 관

인 Olsen Ltd의 수석 투자 책임자 인 Pictet & Cie의 재무 엔지니

계를 발전 시켰습니다. 지난 20 년 동안, Anuj Khanna는 80 개국

어링 및 위험 분석 담당 책임자였습니다. Ballocchi 박사는 CFA

의 50 개가 넘는 금융 기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통신 사업자

Society of Switzerland의 전 회장입니다. Ballocchi 박사는 볼로

들이 성공을 거두고 기하 급수적 인 성장을 거쳐 Peak State에 도

냐 대학 (이탈리아)에서 물리학 (laurea) 석사, 영국 오픈 대학

달하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Anuj는 셰필드 대학 (University of

(Open University)에서 MBA, 로체스터 대학 (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마케팅 석사 학위를 마쳤으며 뭄바이 대학교

Rochester)에서 고 에너지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University of Mumbai)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지난

는 물리학 및 금융 분야의 30 개가 넘는 학술지의 저자이자 다양

20 년간 여러 연구 논문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 국제 회의에서 빈번한 강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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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글로벌 경제를 대표하는 통화바스켓의 규정집 발간
스위스 Zug 에 위치한 Reserve Currency Solutions RCS SA
설립
글롭코인 다중통화 선불결제 마스터카드 런칭
블록체인 파트너들과 파트너쉽 체결
클라우드 스마트 컨트렉트 발행
글롭코인 암호화폐 플랫폼 프리세일
GCP 프리세일 마감
GCP 세일 시작
GCP 토큰세일 최종판단
GCP 발행 시작
GCP 여러 거래소에 견적 제공
글롭코인 암호화폐 플랫폼 런칭 : 규제 플랫폼, 은행, 약정,
감사원 발표, IT 백엔드 완료
GLX 토큰 스마트컨트랙트 런칭
최초 파트너들 발표
GLX 거래소에 견적 제공
GLX 글롭코인카드 전자지갑에 적용
새로운 파트너들 발표
글롭코인에서 P2P 거래 , 가장 안정적인 암호화폐
GLX 와 글롭코인 가맹점을 아시아, 유럽, 남미 브런치 오픈
을 시작하여, 전세계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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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

명목화폐(Fiat currencies) : 명목화폐는 정부 규제나 법에 의해 화폐로 확립되는 내재적 가치가 없는 화
폐 입니다. 이 용어는 질서 또는 법령의 의미로 사용되는 라틴어 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

암호화폐(Crypto currencies): 암호화폐는 거래를 보호하고 추가 화폐 단위 생성을 제어하기 위해 암호
를 사용하여 교환의 수단으로 설계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암호화폐는 디지털 화폐의 하위 집합으로 분류
되며 대체 화폐 및 가상 화폐의 하위 집합으로 분류됩니다.

•

통화연동(Currency pegged): 성숙하고 안정적인 경제 시장을 가진 국가들은 변동 금리를 사용합니다.
대체 시스템은 페그 (peg) 또는 고정 환율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환율이 설정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곳에서 환율은 다른 나라의 통화 (일반적으로 미화)로 고정 될 것이고 매일 변동하지 않을 것입니
다

•

통화바스켓 : 다른 가중치를 가진 선택된 화폐의 포트폴리오. 통화바스켓은 일반적으로 환율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통화바스켓의 예로는 유럽 공동체 회원국들이 유로화로 교체하
기 전에 회계 단위로 사용하던 유럽 통화 단위입니다. 또 다른 예는 국제 통화 기금(IMF)의 특별 인출
권입니다.

•

구매력 패리티 (PPP): PPP는 모든 국가에서 등가물의 상품 바스켓이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경
제적인 이론으로, 환율의 조정의 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라는 경제 정리입니다.

•

변동성: 자산의 가치가 어느정도 변화하는 가를 말합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자산의 수익률 변동을 나
타내는 수학적 척도입니다.

면책조항
아래에명시된정보는실행가능하지않을수있으며.계약관계의요소를의미하지않습니다.실질적인목표는회사의잠재적인분석을위해잠재적고
객을잠재적고객으로확보하기위한관련관련정보를제공하는것입니다.이 백서에 언급 된 내용 중 어떤 것도 투자에 대한 분류 또는 투자의 장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증권을 매수할 제안이나 제안에 어떤 방식 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의 전
적인 책임 귀하의 토지 판매에 참여하는 것이 귀하의 거주지 또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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