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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공유자

대한민국 누구나 다   가치공유자

ONE KOREA, ONE CLOUD

PC / LAPTOP / MOBILE

가치공유자란? 물리적 공유자 : 자신의 PC, LAPTOP, MOBILE 등 넘치는 유휴자원을 컨텐츠 공유자에게 기여하는 개념 
컨텐츠 공유자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한류 컨텐츠 창작자가 될 수 있으며, 물리적 공유자들이 공유한 유휴자원을 통해 자유로운 컨텐츠 생성 가능

컨텐츠 공유자
생성 / 제작 / 배포



대한민국 누구나 다   가치공유자

가치공유자의 배경 1.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가치            2.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            3. 누구나 소유한 고사양의 PC, LAPTOP, MOBILE

글로벌 킬러 컨텐츠 한류의 원산지 대한민국

대한민국만의 
특별함

01
세계 No.1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

02
국민 누구나 소유! 
PC / 노트북 / 모바일

03



수익의 공정한 분배

물리적 공유자
저비용 컨텐츠 수익 분배

컨텐츠 공유자
저비용 컨텐츠 생산

G L O B A L

ONE CLOUD GxG.style



ONE KOREA, ONE CLOUD

물리적 공유자

ONE CLOUD GxG.style

컨텐츠 생산자AI  감사 노드 체계의 도입

WHY KOREA? 1. 대한민국의 빠른 네트워크 속도            2. 고성능의 노트북, PC, 모바일 등 많은 유휴자원의 존재            3. 한류 컨텐츠의 생산지, 대한민국

공정한 분배라는 목표를 가진 집단으로 
컨텐츠 생산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

진정한 DAO(탈중앙화조직) 실현과 
높은 수준의 투명한 공정성 확보 가능

하이퍼넥스로 구현된 One Korea One Cloud 
환경에서 판매수수료 절감

HyperNEX™ 기술을 통해 가치공유자를 연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하나의 클라우드로”

부가수입 창출 가능 수익의 공정한 분배 가능
유휴자원을 공유

GPU계산, 그래픽카드, 네트워크, 스토리지(옵션) 등을 공유 > 공유 네트워크 인프라 생성



ONE KOREA, 
ONE CLOUD!

ONE KOREA, ONE CLOUD
Powered by HyperNEX™ GotG Platform

물리적 가치공유자

5대불교종단

유휴자원기술

모바일

PC
노트북

네트워크로 연결

컨텐츠 생산 가치공유자



D.A.G
DA시장 및 메타버스의 블록체인 보증/보험 플랫폼

GxG.style
Korea Originality NFT Marketplace

+



세계 최초의 DA 보증/보험 플랫폼

DA & NFT

D.A.G

· 사용자 간의 NFT, DA 
거래, 홍보, 교환Marketplace Metaplay

(디지털 자산 보증/보험 솔루션)

· 사업자 참여 
· NFT 발행, 판매 
· 미니마켓 형성

· DA 보관  
· NFT 거래 
· GotG 교환

*DA = Digital Asset 

HyperNEX™

Wallet
W

M M



DA 최초의 D.A.G 보증/보험 솔루션 
W-M-M 서비스와 보증자산바스켓의 선순환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보증/보험 솔루션

DA 시장 문제

보증력, 유동성, 안정성 제공
D.A.G 솔루션

문제 해결

유동성 및 실패의 위험성

나머지 거래(판매), 
일부 Deposit

D.A.G 
솔루션 
제공

- 실물가치가 내재된 NFT를 지속적으로 보증자산 바스켓에 담음으로써 보증력과 환금성 확보 
   → 디지털 자산이 가치를 상실하더라도 가치자산과 빠른 교환 가능 

-  DAG프로그램의 가치 지속 상승 구조  
    보증자산바스켓의 IP NFT의 일부는 거래용으로 판매, 일부는 보증자산바스켓에 예치함으로써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재단이 
    증가할수록 다양한 DA가 보증자산 바스켓에 예치  
    → 실패와 상관없이, 보증자산 바스켓에 신규 IP NFT와 디지털 자산이 추가되어 가치지속상승 구조 구현 가능

*보증비율과 예치할 토큰의 비율은 시장 상황 사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토큰 발행 재단과 GotG 플랫폼이 협의하여 결정

0실물가치가 있는 NFT, DA
· 사업진행 토큰 
· NFT발행재단 및 토큰 
· NFT자산을 보유한 개인

W-M-M

*보증자산 바스켓



GxG 마켓플레이스에서 생산되는 
가치있는 NFT

D.A.G (Digital Asset Guarantee) 프로그램 

*보증자산 바스켓

실물자산 NFT

실물사업 NFT

지적재산권 IP NFT

대형마켓 거래등록 NFT

NFT 
바스켓

Token 
바스켓

보증 및 보험 제공보증 및 인증 제공
D.A.G

Digital Asset Guarantee Program

 보증 프로그램 보험 프로그램

재단이 발행하는 DA (토큰, 코인) 일반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DA

DA의 상장폐지 또는 급격한  가치 하락 발생 보유한 DA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과 동시 자산 예치 > 자동청산기능을 통한 최초 계약 비율의 GotG 플랫폼에 예치된 GotG 교환

1. 새로운 투자 기준 : DAG 적용 여부 
2.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도 상승

1.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 
2.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3. 투자 심리 활성화를 통한 시장의 규모 확대

대상

설명

프로세스

기대효과

HyperNEX™ 기술로 투명하게 관리

보증 
자산 
증가

보증 
자산 
증가

상장된 DA의 
Deposit

재단 보유 자산 
개인 보유 자산

W-M-MW-M-M



Beta/Hot IP(Intellectual Property) 
콘텐츠 미니마켓 형성

Web3 Service : WMM
Wallet - Metaplay – Marketplace

· DA의 효율적인 관리 
· DAG 솔루션 현황 파악 가능 
· 플랫폼 참여자간 DA 전송 서비스 무료 제공

DA관리 지갑W
Wallet

· 커뮤니티 (투자간의, 재단, 개인간의) 
· P2P대화, 거래, 교환을 위한 에스크로 기능 제공 
· Airdrop 수신 및 사용자간 자유로운 P2P거래 
· 커뮤니티 생성 > 홍보, 세일, 마케팅

DA전용 메신저

HyperNEX™  기반 서비스 구조 모델 확립

Content Creator의 대폭발
크리에이터들이 진입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Conquest
스트리밍 네트워크 서비스 Content Creating Tool 제공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목표로 하는 
거시적 가치 공유자 (*WHA, 민주노총)

*WHA와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유휴 자원을 가치공유자로 참여하며, 생산자들이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컨텐츠 생산 가능한 물리적 환경 구축 

Main Net

POI (지능증명) 테스트 넷 기반 구축
*POI : Proof of Intelligence

HyperNEX™  

AI기계학습 알고리즘 기반 컨텐츠 생성 시스템
*AI기계학습 : 반응 기반 보정형 인식 알고리즘

· 자체 NFT 민팅 기술 > 세계 최초 1GB 민팅 지원 
· 코디니티 : 자신의 취향을 상품화하고 판매

취향 기반(인증) 미니마켓 형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고용량의 민팅 서비스를 통해 스트리밍 동시에 영상을 NFT에 박제(민팅)시킴으로써 
  위변조 가능성 (ex.딥페이크) 방지

M
Metaplay

M
Marketplace

Web3 System
5G Blockchain – HyperNEX™  – 선검사 후검증 (AI)

2

1

3

4

NFT 생산 공급     ▶    NFT 마켓플레이스 + NFT 자산 확보    ▶    DAG 자산바스켓 확장 

GxG.style



WEB3 
Service 
GxG.style

‘Wallet – Metaplay – Market’의 
상호연동을 통한 올인원(ALL-IN-ONE) 
통합 금융 서비스 제공 

DAG (Digital Asset Guarantee ) 
: 투자자 보호장치 
NFT, 토큰, 코인과 같은 DA의 가격이 하락하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자동정산 및 자동 청산 기능을 
통해 GotG 플랫폼의 기축 토큰인 GotG로 교환 

Web3 
System 
HyperNEX™

Wallet

통제 받지 않는 자유로운 커뮤니티 환경 
투자자간, 사용자간, 글로벌 사용자 간의 DA와 관련된 모든 
활동과 기능 지원 가능 

Metaplay

세계 최초 1GB 규모의 민팅(Minting)서비스 
플랫폼 내 가치공유자들의 스토리지 자원 제공 
→ 대규모 클라우드 구축 
 · 영상 NFT 활성화 가능  
 · 스트리밍 미디어 중계 서비스 대체 가능 
   -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은 크리에이터의 등장 
   - 수익의 공정한 분배 : 콘텐츠의 수익이 NFT 창작자와 
     가치공유자에게 전달되어 더 많은 콘텐츠 생산 가능

선(先)중앙실행 후(後) 분산감사 메커니즘 
+ ‘반응 기반 보정형 인식알고리즘’의 감사노드POI : Proof of Intelligence 
 · 진정한 DAO(탈중앙화조직) 실현 가능 
 · 공정의 투명성, 높은 수준의 공정성 확보

· 일정 부분의 스토리지, 스트리밍 네트워크, GPU 계산 공유 
· 자원과 수익의 공정한 분배 가능 

거시적 가치공유자 : 공유네트워크 인프라

· 네트워크 인프라 초강대국의 탄생  
· WEB3 HyperNEX    공유환경에서 공정한 분배를 받으며 글로벌 시장 장악 가능 

One Cloud System : 대한민국이 하나의 클라우드로!

Marketplace

에스크로 기능을 통한 실생활에서 ‘교환 가능한’ DA 
블록체인 서비스를 통한 상호인증 후 최종거래 발생 
→ 기존 발생되었던 범죄, 불안 요소 제거 가능,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가능 (ex. DA를 사용하는 게임 내기, DA를 
    사용하는 중고물품거래)

P2P 기능의 강화 
· 개인간의 소통(메신저 기능) + DA의 송수신 가능 
· DA의 월렛과 연동되어 있는 메신저에서 1:1, 1:多, 에어드랍 
  (Airdrop), 선물거래 가능

새로운 NFT ‘SNS‘의 탄생 → NFT화 되는 나의 일상 
코디니티 : ‘취향을 상품화’ NFT의 ‘인증’과 ‘기록’ 
→ 자신의 Life Style 기록, 인증 가능 

교환(Swap)기능 
G-wallet의 통합 금융서비스를 통해 자산을 같은 
플랫폼 내에서 편리하게 교환 가능  
→ 수수료x,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교환(swap)



이더리움

Main Net NFT 선택 

동시발행 
(페어링)   

1. 1GB Minting 
- 세계 최초 1GB의 민팅 지원을 통해 대규모 클라우드 구축 가능  
- 영상 NFT 활성화 가능

GxG의 독자적인 2가지 기술

트론

테조스

 
 

GotG NFT
1GB Minting

2. 페어링 발행 기술 
- GotG NFT 발행 시, 유저가 타사 Main Net의 NFT선택 가능 
- 범용성 확장을 위한 페어링 기술 : 다른 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NFT와 GotG NFT 동시발행 

솔라나

폴리곤



GxG.style
Web



GxG.style에서 이룰 수 있는 
독자적인 통합서비스 D-App!
DA를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뜰래

DA를 이용한 건전한 
Betting 게임

중고거래 
서비스

DA를 이용한 
중고거래 서비스

SNG 
Social Network Game

Metaplay 기반의 
소셜네트워크 게임

Minting App

NFT 인증과 기록에 
집중한 서비스

GxG.style 
D-App



GxG.style D-App

뜰래

중고거래 
서비스

SNG 
Social Network Game

DA를 이용한 건전한 Betting 게임 : GxG의 에스크로 Basket

DA를 이용한 중고거래 서비스 : LBS + 에스크로기능

아바타를 이용한 Metaplay기반의 소셜네트워크 게임

Minting 
App

“나의 Life Style을 민팅하자!”

- Metaplay의 에스크로 기능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있는 DA Betting Service 제공 
- 에스크로 Basket을 통해 중간 역할인 심판에게도 일정 퍼센트 만큼의 수익 배분 
 → 공정성 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DA Betting Service. 

- LBS(Location Based Service, 위치 기반 서비스)와 Metaplay의 에스크로 기능의 만남  
- LBS를 통해 가까운 유저와 DA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중고거래에서 에스크로 기능을 
   통해 신뢰있고 안전한 거래성사 가능!

- SNG에서 만든 아바타를 GxG 프로필 등 GxG의 모든 서비스에서 사용 가능  
- 아바타 조합을 통해 나만의 개성있는 캐릭터 생성! 

- Minting App을 통해 나의 일상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민팅 → 나의 Profile에 기록 
- NFT의 기록과 인증에 집중한 서비스 : 나의 일상을 NFT에 기록하자 
- 나의 NFT SNS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Market Place 형성 가능 



GxG.style 
DA환금 & 에스크로

수수료 X

*DA 환금 방법

Metaplay의 채팅앱의 P2P기능을 통한 SWAP(교환) 
- 개인간의 거래, 수수료가 없는 GxG플랫폼 내의 거래이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GxG의 에스크로 Basket을 통해 더욱 신뢰있는 거래 가능 

*GxG의 에스크로 Basket

GxG의 Metaplay  → DA의 에스크로 기능 제공 

수수료 O
일반 거래소 이용 (ex 업비트, 빗썸)  
- 일반 거래소에서도 DA 환금이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존재 

 - 거래를 하기 전 에스크로 Basket에 나와 상대의 DA를 넣어놓은 후, 거래 완료 시 에스크로 Basket에 있는 
    DA를 거래 또는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용  
→ 이러한 GxG의 에스크로 Basket 기능을 통해 안전한 NFT 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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