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PC SERVICE
PLATFORM
(Blockchain-based game service)
The AGPC goal i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anyone can enjoy fair and legal games beyond the
centralized servic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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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블록체인의 기술은 우리 삶의 곳곳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의 디지털화를
탈중앙화 형태로 이끌고 있으며, 가상화폐가 가상 자산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들은
블록체인 확산사업, 시범사업,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신규 개발 사업과 블록체인 전문 기업 육성 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신뢰 기반 사회 실현에 기여한다는
의지를 갖추고 다양한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이 블록체인을 토큰 거래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블록체인 2.0 시대’를 시작한 이후, 블록체인 플랫폼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보다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이를 지원하고 투자하는 블록체인 전문 액셀러레이터, 마케팅 자문 업체 등의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시장의 흐름이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가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글로벌 온라인 게임 플랫폼 시장은
코로나 19 이후에 분기별 실적을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고객층의 상당수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이며, 디지털 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온라인 게임 산업은 지속해서 변화를 겪으며 기존 시장을 넓히고 새로운
시장으로 도약했습니다.

AGPC 프로젝트는 글로벌 게임 사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 발굴하고, 잠재력이 충분한 온라인 게임 플랫폼
시장에 대해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통합 게임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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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C INFO
1-1. AGPC 사업 정보
AGPC의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양한 게임의 액셀레이팅, 펀딩 및 게임 퍼블리싱 등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즉, 새로운 게임 회사를 발굴하여 발전시키거나, 기존의 존재하는 게임 회사에 투자 및 협력하여
게임의 다양화를 만들어갑니다. AGPC 플랫폼은 사용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정보를 통해 어떤 고객이 얼마나
토큰을 구매했는지, 얼마만큼의 AGPC 토큰을 결제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얼마나 가져갔는지에 대한 정보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또한, 펀드에 참여한 자금은 합리적인 계약 코드에 따라 리워드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을 통하여 음지에서 운영되는 불투명한 자금들, 신뢰성 없는 업체를 벗어나 권익을 공용하며, 서비스 내의

모두가 공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AGPC가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게임 관련 블록체인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도박과 사행성 게임이었고, 합법적인 선에서 여러 국가에 서비스하기에는 법적인 이슈가 늘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AGPC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합법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① 글로벌 게임 업계와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 제공

③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게임 펀딩 조성

② AGPC내 일정 기준 이상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개발사 자금 지원 (ex. DAU 5만 이상)

④ AGPC 자체 게임 개발
지원 및 운영

⑤ 파편화 되어있는
게임의 재화 통합 (AGPC 토큰)

AGPC 게임의 핵심 정보들은 블록체인상에 업로드 됩니다. 이 토큰을 이용하게 된다면 각 자금의 흐름 정보는
트랜잭션에 기록되고 이 정보는 누구나 확인 가능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게임 아이템 재화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게임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AGPC 사업의 목표입니다.
AGPC의 핵심적인 서비스는 스마트 계약 (Smart Contract)과 토큰 생태계를 바탕으로 빠른 결제 정산과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GPC 게임 펀드 캠페인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최소 금액부터 최대
금액을 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AGPC는 블록체인의 최종 목적은 마켓 플레이스를 탈 중앙화 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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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C INFO
1-1. AGPC 사업 정보
그동안 게임 플랫폼 서비스들은 중앙화된 구조로 서드파티와 사용자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을 책정하였으나,
딱히 대안이 없는 업체들이나 소비자들은 기업들의 정책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AGPC는 기존의 게임 마켓
플레이스를 완벽한 탈중앙화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게임 개발에서부터 운영, 등록, 오픈 등 모든 과정들은 AGPC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서드파티 개발사에서 진행하며, 유저들은 이용하고픈 게임 상품들을 AGPC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여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AGPC 토큰의 트랜잭션을 통해 정보는
분산 노드에 저장되며 모두에게 공유됩니다.

기존 게임 플랫폼

유저

마켓 플레이스 기준의
정책 운영

서드 파티 개발사

서드 파티의 과도한 수수료 / 사용자 서비스 지원 미흡 / 수익 분배의 문제점

AGPC 플랫폼

유저

BLOCKCHAIN
NETWORK
게임
마켓 플레이스
정산

서드 파티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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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GPC 비즈니스 모델

① 글로벌 온라인 게임
•

전세계 온라인 게임 네트워크 구성

•

ESPN 중계로 각광받는 게임을 온라인으로 구현하여 AGPC 게임사이트 유저들에게 생중계

•

게임 유저들은 AGPC 코인을 게임 머니로 바꾸어 참여

•

코인->소설 머니를 시작으로 해당국가에서 합법적 라이센스가 필요한 코인->코인 등의 버전으로 결제 시스템 구축

•

각국의 스포츠 베팅:
- 스포츠 선수에 대한 분석 프로그램을 인공지능 (A.I.)을 통해 게임 유저들에게 앱으로 정보 제공
- 실제 스포츠 선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자기팀을 가상으로 구성해서 다른 참가자들과 경쟁
(중간 선수 교체 draft 가능)

•

2021년 5월,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메가 게이밍 플랫폼과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엔젤게임즈 (Angel Games Platform) https://www.angel-games.com/en
 2022년 1월 : 엔젤게임즈 플랫폼에서 AGPC 토큰 사용 가능

1-3. AGPC 사용처: 엔젤게임즈
엔젤게임즈는 급속도로 성장 중인 각국의 스포츠 베팅을 비롯하여, 수천 종의 슬롯머신, 라이브 카지노, 홀덤,
미니 게임 등 모든 종류의 게이밍 시장을 통합한 유일무이한 메가 게이밍 플랫폼입니다. AGPC는 엔젤게임즈
회사와 협력하여 전세계 겜블링 업계, 에이전트사, 게이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세계 최초의 페이먼트
시스템입니다.
주요 게이밍 종류:
•

국제 스포츠 베팅: E스포츠, 리얼 스포츠, 판타지 스포츠, 온라인 게임 스포츠

•

라이브 카지노: 세계 유명 카지노 50곳에서 라이브 딜링
•

테이블 게임: 바카라, 룰렛, 블랙잭, 포커, 크랩, 식보 등

•

슬롯머신: 온/오프 메가 잭팟

•

텍사스 홀덤: 라이브 & 그래픽 토너먼트

•

기타 빙고 & 미니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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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GPC 비즈니스 모델

② GSC 인터내셔널
•

전 세계 국가에 지사 62개, 센터 200개를 운영 (세계 각 국가별 지사화 사업)

•

주요 사업:
 GSC 인터내셔널  세계 지사 62개국 무역 거래 활성화 (한국 기업 우수 상품)
 전 세계 동시 진출/빅뱅 방식)

•

세계 한상(韓商)/세계 무역인 협회/벤처기업 협회/코트라 등 업무협력

•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사업 (법무부 공식 비자 발급)

•

특화된 상품 OEM 생산 공급

•

지사별 특수 상품 지사 간 중개무역

•

AGPC 코인 사용처 확산 노력

•

2021년 6월 AGPC – GSC 인터내셔널 MOU 체결 완료

③ 의료 관광
•

전략 : 모닝스타앤파트너 회사와 연계사업

•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한국의 유명 의료기관을 AGPC 플랫폼에 입점시켜 AGPC 토큰으로 의료 서비스 상품 구매

•

해외 고객은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관광까지 연결 시키는 복합 의료관광 서비스

한국의 제휴 의료 기관 및 서비스 분야
•

서울 삼성병원 : 건강검진 및 진료 과목 전체 (서울 강남 일원동 소재)

•

바노바기 성형외과 : 성형 관련 모든 과목 (서울 강남 역삼동 소재)

•

세인트 루이스 치과병원 : 치과 관련 모든 과목 (서울 강남 압구정동 소재)

•

서비스 이용 방법 : APC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든 회원들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AGPC 토큰을 구매 후 원하는
한국 의료 관광 상품 선택 가능

•

오픈 예정일 : 2022년 하반기

Copyright ⓒ 2021 AGP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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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GPC 보유 혜택
AGPC 법인은 AGPC 토큰을 발행 및 유통하고, 마켓 플레이스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 프랜차이즈를 지금보다
확장하여 나아가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들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앞으로도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거래소에 추가적으로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AGPC 토큰은 AGPC 자체 플랫폼
내에서 구매하거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구매 가능합니다. AGPC 토큰을 보유하는 고객들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① AGPC 멤버십
AGPC 토큰을 보유하는 사람은 AGPC 지갑 생성을 통해 AGPC 멤버십에 자동 가입되며, AGPC 토큰을 사용하여
AGPC와 연관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GPC 토큰을 보유한 회원의 경우, 일정 비율을 보너스로 지급받을 수 있는 AGPC 스테이킹 정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정책은 수익 배당이 아니라, AGPC 토큰을 보유한 회원이 해당 토큰에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AGPC 토큰을 추가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스테이킹 리워드를 지급받은 회원은 AGPC
토큰이 상장 되어있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토큰 매매 할 수 있습니다.

② AGPC 투자
AGPC 토큰을 활용하여 AGPC 토큰을 보유한 회원은 AGPC 게임을 구매할 수도 있고, 자금 운용을 하고 싶은 경우
직접 펀딩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참여를 원하면 AGPC 토큰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AGPC 멤버쉽에 가입한 회원들과 AGPC 홀더들은 투자를 이용한 수익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결국 AGPC 토큰의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1 AGP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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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회사 정보
AGPC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 검증된 합법적 형태의 AGPC 토큰 및 플랫폼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비즈니스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① AGPC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예상되어 스테이킹을 신청한 AGPC 토큰 보유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② BTC, ETH, EOS, XRP, USDT, SOC 토큰을 전세계 어디서나 온/오프라인 및 ATM 현금인출이 가능하도록
마스터카드 (Master Card)와 실시간 연동하는 방법을 준비중입니다. 특히, AGPC 플랫폼에 장착된 게임과
의료관광 서비스에서 사용할 시 AGPC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AGPC 메인넷 구축 전까지
위 6개 토큰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AGPC 로 매입하여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③ AGPC의 비즈니스 모델은 세계 최정상급 엔지니어 및 마케팅 멤버들이 개발 및 운영을 진행하고, 또한 관련
업계 최고 개인 및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사업 성공을 지향합니다.

④ 향후 AGPC 메인넷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토큰의 안정성과 발전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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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PROBLEM
2-1. 시장 문제점

① 독과점
게임 플랫폼 제공 기업들의 비즈니스는 독자적인 유통망을 통해 많은 키셀러가
존재하더라도 결국 거대화된 유통의 중앙화는 대체재를 불가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독과점의 논란은 무분별하게 서드파티 게임사들을 끌어오는 정책을 일삼고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② 평가 조작
게임 마켓 플레이스 랭킹을 올리기 위하여 본인이 제작한 게임을 스토어에 업로드
하며 평가 조작을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에 대한
제재를 취하기 위해 온라인 회사들은 스스로 심의 과정을 시스템화하고 그에 따른
독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게임 서비스의 수수료가 20~3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드파티 개발자 및 회사들의 부담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③ 관리 문제
온라인 플랫폼화 서비스 기업들은 독과점 형태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며,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게임 하나를 다운받으려면 과거
컴퓨팅의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서버가 좋지 않은 유럽, 중동 지역들은

이러한 플랫폼 환경에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으며, 다른 대책 없이 이런 서비스를
끊지 못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④ 중앙화 된 운영 구조 문제
만약 게임 플랫폼 마켓을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가 망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게임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고객들과 플랫폼 내의 서드파티 기업들은 게임 업계
전체에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해내야 하는 상황이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매하고 서비스한 모든 게임 관련 정보들은 없어질 것이며, 물리적인 방안을 취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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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3-1. AGPC PLATFORM SOLUTION
AGPC 마켓 플레이스의 모든 정보는 블록체인상에 업로드됩니다. 탈 중앙화 마켓 플레이스의 장점은 탈중앙화
시장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발생하며 교환되는 아이템들이 ERC721과 같은 공개 표준을 이용하기 때문에
빠르고 최적화된 디지털 재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 중앙화 마켓 플레이스는 P2P 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들과 서드파티 간의 직접적인 생태계 환경 구성이 서비스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 합니다.

AGPC 마켓 플레이스

① 탈 중앙화 게임 펀딩
프로젝트 생성 시스템

② 마켓 플레이스 정산 정보,
투자 게임 결과 정보

③ AGPC 자금 운용의
모든 트랜잭션 정보

④ ③의 모든 정보는
분산화된 노드에
저장 및 공개 데이터 노출

AGPC 마켓 플레이스는 전체적인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게임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마켓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드파티들은 자신들의 게임을 AGPC 플랫폼 내에서 홍보와 운영을 하면서 펀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 트레이딩을 오픈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분에 공헌하는 레벨링을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게임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커뮤니티와 공개화 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게임에 사용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닌,
게임 개발사와 그에 연계된 다양한 기업들과 AGPC 사용자들은 동등한 위치에서 게임 내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양한 P2P 또는 그룹화된 P2P 게임 방식과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자<->서비스 제공<->지분 공헌자가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공급과 수요의 법칙은
현대 시장의 논리이며, 이것을 탈 중앙화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것이 AGPC 의 추진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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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3-2. WHY, BLOCKCHAIN?

① 풀스택 구조 수립
디파이 서비스 나름의 오픈 게임 생태계 특징이 녹아들 수 있지만, 블록체인의 기반
서비스들을 구현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이드체인을 쓰거나 외부 개발자들에게
중요한 데이터를 중앙화하는 것은 오픈 생태계의 잠재력을 축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오프체인 상의 데이터와의 결합성과 공유된 데이터를 생성하여 운영하는데 필수
요소가 블록체인입니다.

② 보안과 투명성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해 구현된 코드와 결과는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자동적인 분배에
대한 코드가 실행됨으로 인해 다양한 AGPC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알고리즘을 조작할
수 없는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AGPC 토큰 거래는 블록체인에 등록되는 순간 변조 및
수동 조작이 불가능하고, 게임 결과에 대한 자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정확한 정보 제공
블록체인 펀딩에 대한 트랜잭션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개인별 펀딩 성향 정보,
게임 메타 정보, 게임 펀딩 프로젝트의 결과 정보 결과값을 정확하게 제공 가능합니다.
투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 – 가공 – 제공하여 고객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펀드 및 투자
방향과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고객들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자산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④ 해외 시장의 접근성
AGPC 토큰 및 서비스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지역 어디에서나 접근이 용이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⑤ 데이터의 견고성
AGPC 블록체인에 등록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노드에 전파되고 매우
독립적인 시스템과 네트워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정치적인 방해를
받아도 핵심 노드가 유지될 경우 시스템 자체의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탈 중앙화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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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SIZE
4-1. 글로벌 게임 시장 현황 (2020년)

2020 총 매출
모바일게임

1593억 달러
브라우저PC게임

PC게임

772억 (+13.3%)

30억 (-13.4%)

369억 (+4.8%)

스마트폰게임

23%

2%

636억 (+13.3%)

9%

137억 (+2.7%)

21%

40%

48%

태블릿 게임

다운로드 PC게임

28%
28%

콘솔게임
452억 (+6.8%)

339억
(+6.7%)

콘솔게임
452억 (+6.8%)
Source : 게임 전문 시장조사업체 뉴주(Newzoo)
Unit: Billion Dollar

2020년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9.3% 성장한 1,593억 달러로 전망되었습니다.
게임 전문 시장조사업체 뉴주 (Newzoo)의 ‘글로벌 게임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를 겪으면서 많은 이가 시간을 보내는 수단으로 게임을 선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대형 게임사
닌텐도와 텐센트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0년 1분기 동안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닌텐도는 게임 배포
방식의 절반을 디지털로 바꾸면서 수익을 41% 이상 늘었고, 텐센트는 전년 대비 온라인 게임 매출이 31% 이상
증가했습니다. 게임인터스트리닷비즈 (Gameindustry.biz)의 분석에 따르면 50개 주요 게임 시장 매출은 63%
이상 증가했습니다. E-스포츠 인프라 플랫폼사 빈덱스의 CEO 마이크 셉소는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의 여유
시간이 늘었고 게임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요가 급증해 게임 관련 산업의 모든 활동이 크게 늘었다”며 “특히
대화형 상호작용 게임의 수요는 독보적으로 늘었으며 더불어 게임 중계방송 스트리밍, VOD 시청도 대폭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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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SIZE
4-2. 글로벌 게임 시장 현황 (2021년)

2021 총 매출

1758억 달러

태블릿게임

브라우저PC게임

116억 (+2%)

7%
PC게임
333억 (-1.4%)

1%

26억 (-18%)

19%

45%
스마트폰게임
790억 (+4.7%)

콘솔게임

28%

492억 (-8.9%)
Source : 게임 전문 시장조사업체 뉴주(Newzoo)
Unit: Billion Dollar

그렇다면 2021년 전 세계 게임 시장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게임 전문 시장조사업체 뉴주(Newzoo)의 ‘글로벌
게임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게임 시장은 1,758억 달러를 창출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은 다른 업계와 마찬가지로 지연되기도 하면서 2021년 전반에 걸쳐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차세대 콘솔 및 고급 PC 구성
요소를 포함한 전자제품의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도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2021년의
콘솔 시장은 전년 대비 -8.9% 감소한 492억 달러, PC는 -1.4% 감소한 333억 달러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두
부문의 성장은 올해 이후 재개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모바일의 지속적인 성장은 PC 시장의 점유율이 향후 몇 년
동안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숙기에 접어든 새로운 콘솔 콘텐츠는 2024년까지 글로벌 게임
매출에서 콘솔이 차지하는 비율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시장은 2021년 소폭 하락세를 빠르게 회복할 전망입니다. 세계적으로는 CAGR (2019~2024년)이
+8.7% 성장해 2024년 2,187억달러에 달해 2023년 2000억달러 문턱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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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SIZE
4-3. 게임 시장 트렌드

"사용자 25억 명 중 7억 명 게임 콘텐츠 연관"
페이스북이 게임 플레이 스트리밍 서비스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택 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게임 등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자 관련 앱 개발에 속도를 붙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분야 1위인

아마존의 ‘트위치’ 등 기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와 본격적인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은 게임 플레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공개하였습니다. 아마존이 2014년 10억달러(약 1조원)에 인수한 ‘트위치’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게이머가 게임
플레이 영상을 라이브로 중계하면 사용자들이 모바일 앱에 접속해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현재 페이스북 월간 사용자 수(MAU) 25억 명 중 약 7억 명이 게임 콘텐츠와 연관돼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도 게임 스트리밍 점유율을 확대하고 스트리밍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꾸미는
트렌드로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Copyright ⓒ 2021 AGP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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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SIZE
4-3. 게임 시장 트렌드

2021년에 빠질 수 없는 키워드: ‘메타버스’(가상현실)와 ‘NFT’(대체불가능코인)

메타버스의 열풍이 뜨겁습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인 ‘로블록스’는 미국은 물론 전세계 초등학생들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고 모습을 한 아바타로 여러 종류의 게임을 직접 개발하거나 즐길 수 있는 게임
플랫폼으로 2021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한 3억 8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러한 성장세에
따라 로블록스는 2021년 3월 뉴욕증시에 상장했고, 투자자들은 로블록스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불었던 ＇로블록스 열풍＇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가상세계에 대한 수요가 지속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시장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더리움 기반의 메타버스 토큰 마나(MANA)와 샌드(SAND)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였고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Meta)로 바꾸며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판도를 뒤흔든 이후 두
토큰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디크립트가 보도했습니다.

대체불가능토큰(NFT)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동영상,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값과 희소가치를
줘 소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게 만든 NFT가 “디지털 콘텐츠도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다”는 그간의 욕구를 자극한

데다 메타버스 열풍과 시너지를 내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한국, 유럽 등지에 게임 기업들뿐만 아니라 패션, 미술계 쪽에서 앞다투어 NFT를 활용 할 수 있는 시장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NFT 거래액은 2021년 11월,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Copyright ⓒ 2021 AGP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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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AGPC 서비스 목표

AGPC DAPP 플랫폼은 독립적인 SNS를 활용하여 정보를 중점적으로 전달합니다. AGPC의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와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은 유저를 대상으로 AGPC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합니다. AGPC에 신규로 등록된
게임 펀딩 프로젝트와 다양한 정보들을 다수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직도 블록체인은 일반인들에게 낯선
주제이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래 블록체인에 대한 근황이나 트렌드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려는 사람들과 자발적인
전달과 확산을 하는 커뮤니티도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AGPC 플랫폼은 다양한 엑설레이팅을 제공할 것이며,

서드파티에서 게임 오픈 시 오픈 정보 범위, 토큰 이코노미 설계, 프로젝트 마케팅, 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역할을
자진하여 독려합니다. AGPC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중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체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서비스

Copyright ⓒ 2021 AGPC. All Rights Reserved

AGPC 게임 마켓 탈중앙화 서비스

서드파티 인큐베이팅
펀드 서비스
(AGPC 토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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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AGPC 서비스 진행 방향

② AGPC 토큰 운영

① AGPC 토큰 구매/판매

AGPC
지갑

AGPC
유저

⑥ AGPC 펀딩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수익 공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현금으로 토큰 구매

AGPC 토큰
③ 펀딩 참여 / 게임 컨텐츠 결제 /
기타 서비스
⑤ 펀드 자금 전달/
수익 공유
프로젝트 생성 및 게임 등록

AGPC 서비스 블록체인마켓 플레이스

④ 개발 자금 전달 및 운용

ON-OFF CHAIN

AGPC
블록체인 데이터

서드파티 개발사

블록체인 서드파티
펀딩 오픈

① 사용자는 AGPC 플랫폼과 제휴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 AGPC 토큰을 구매합니다.
② 사용자는 게임에 사용할 AGPC 토큰을 AGPC 지갑에 저장하고 운영합니다.
③ AGPC 플랫폼을 통해 펀딩 또는 게임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펀딩한 AGPC 토큰은 서드 파티 개발사에 운영 자금으로 투자됩니다.
⑤ 게임 개발사를 통해 수익 발생된 명세를 공유합니다.
⑥ AGPC 펀딩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수익금을 공유합니다.

Copyright ⓒ 2021 AGP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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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AGPC 주요 서비스

• AGPC 마켓 플레이스
AGPC DAPP 플랫폼은 자체 개발된 DAPP 게임들을 IN-DAPP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이드 체인으로
게임 내에 소요되는 자산들을 암호화폐와 연동시키고, IP 자원거래와 서드파티들이 협업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외부 개발사들은 자체적인 게임들을 AGPC 서비스내에 연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AGPC는 신규 브랜드로서 이러한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고 나아가, 유저들이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DAPP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동하여 게임 플랫폼 내에서 활용되는 토큰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제공합니다. AGPC DAPP은 온라인에서의 서비스 뿐 아니라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에스크로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유저들이 디지털 암호화폐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DAPP 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AGPC 게임
AGPC는 게임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생태계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GPC 플랫폼은 겜블링
뿐만 아니라 온라인, 메타버스 등 여러 장르의 게임들을 개발합니다. 유저들은 AGPC 플랫폼을 통해서 AGPC
토큰을 사용하여 새롭게 개발된 게임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 캐주얼 게임 입점
AGPC 마켓 플레이스를 통하여 전 세계 모든 캐주얼 게임 개발자 혹은 게임 회사는 자신의 게임을 입점할 수

있습니다. 단, 입점 시, AGPC 토큰 사용은 필수이며, 입점 시 공유되는 정보와 AGPC 자체 검수 과정, 펀드의 자금
정책에 따라 모집 금액은 정해집니다. 유저들은 누구나 AGPC 토큰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 발생이 이루어질 경우 AGPC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자동으로 수익은 각자 공유됩니다.

• AGPC 생태계
AGPC 토큰 이코노미가 적용되는 AGPC 플랫폼을 기반으로 게임, 무역, 의료관광 서비스, 무형자산 등 여러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

게임 서비스 :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메가 게이밍 플랫폼 ‘엔젤게임즈’와 글로벌 파트너십

•

국제 무역 : GSC 인터내셔널을 통한 전 세계 지사 62개에 무역거래 결제

•

의료 서비스 : 세계적인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 상품 구매 및 관광까지 연결 시키는 복합 의료 관광

Copyright ⓒ 2021 AGP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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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AGPC 지갑
AGPC 프로젝트는 토큰 흐름의 투명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위하여 플랫폼 형태의 암호화폐 지갑을 제공합니다.
생태계 참여자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지갑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정 및 지갑 생성을 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솔루션 : 하이브리드 지갑, 핫월렛 개발

•

버전 : 모바일 (안드로이드 및 IOS)

•

보안성 : 프라이빗 키를 개인이 보관

•

편의성 : 간편한 스마트 폰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 (트랜잭션 해쉬 조회 방벙을 몰라도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

•

확장성 : AGPC 사업에 맞는 다양한 기능들을 DAPP 기반으로 확장, AGPC 마스터 카드 및 토큰결제 플랫폼과 호환 가능

•

플랫폼 지갑 오픈 : 2021. 04. 27

탈 중앙화 된 공정하고 투명한 블록체인 기반 AGPC PG (Payment Gateway) 결제 시스템을 탑재하여 게임
콘텐츠 구매와 클라우드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하며, 불합리한 중개 수수료 구조가 없는 P2P 솔루션 역할을
수행하여 시장의 소비자, 공급자, 파트너사 등 플랫폼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결제 유통구조 통합에 의한 서비스 비용 절감
AGPC 지갑은 기존의 복잡한 결제 절차를 중개 및 환전소가 필요 없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투명한
거래 증명 방식으로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불필요한 유통경로를 없애며, 이러한 공정하고 투명한 결제 시스템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소비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 글로벌 사용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
AGPC 지갑은 국가별 다른 통화가치로 인한 고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다국어
지원을 통해 글로벌 유저들이 국경에 관계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투명한 거래내역 제공
AGPC 지갑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사용자 간의 계약을 작성하여 전송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동기화된
계정관리를 지원합니다. 이는 프로젝트 제공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며 수요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

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향상된 수요공급 환경을 생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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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AGPC ARCHITECTURE

Application Layer

Administrator

Device
Management

Task
Management

Data
Visualization

Distribution

P2P Protocol

Smart
Contract

Ge blockchain Layer
Consensus

Blockchain Network

Connectivity Layer
Routing
Management

Network
Management

Security
Management

Data
Visualization

AGPC Layer

Storage

Computing Resource

Communication User
Interface

AGPC 시스템 워크 플로우는 블록체인 플랫폼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연결성과 구조를 제공합니다. AGPC
아키텍처에 설계된 플랫폼은 기술 인프라뿐만 아니라 분산 원장과 스마트 계약을 애플리케이션에 노출하고
사용자들이 서비스 콘테이너 UX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AGPC DAPP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AGPC 캐주얼 게임 정보 등록, 게임 콘텐츠 정보, 유저 게임 구매 이력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고객의 소비를 위해 제공합니다. AGPC 아키텍처는 블록체인 데이터 기반으로 노출할 수 있는 직관적인 UI와
논리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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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ARCHITECTURE STRUCTURE
AGPC SYSTEM ARCHITECTURE는 확장된 블록체인 플랫폼의 계층 기반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개발자들이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새로운 모듈을 교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각 계층이 다른 계층과
분리되는 모듈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의 물리적 계층은 통신, 컴퓨팅 및 데이터 스토리지 기능을 갖춘
다양한 링크드 디바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층에는 네트워크 관리, 보안 관리와 메시지 브로커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른 모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GPC 블록체인 서비스 계층에는 공통 서비스를 구성하는 모든
모듈이 담겨 아이덴티티 관리, 컨센서스, P2P (Peer-to-Peer) 통신 등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분산 원장은 복제·공유·동기화된 디지털 데이터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체에 확산되는 공유 데이터이며,
네트워크를 가진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동일한 원장 사본을 가질 수 있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은 외부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이 원장의 액세스와 수정을 관리하기 위해
호출하는 일종의 코드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모든 피어에 설치 및 인스턴스화됩니다. API 인터페이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노출합니다. 최상위 계층은 물리적 장치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장치를 조작하고 제어하기 위해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는 분산 애플리케이션 DAPP 계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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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AGPC DATA FLOW
AGPC의 서비스는 게임과 관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게 AGPC 서비스는 2가지의 서비스 방향을
가지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계층에서 게임의 운영 및 구매, 판매, 활용하는 탈중앙화 마켓 플레이스와
서드파티 게임사들이 캠페인을 만들고 각 개인이 투자하는 마켓 펀딩 서비스입니다. 경쟁력 있는 게임사들의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자들에게 공유하며, 사용자들은 소액 자산부터 큰 투자까지 모두 가능한 자금을
연계합니다.
AGPC의 게임 서비스는 그동안의 중앙화된 구조와 과도한 수수료 및 고정 운영 비용의 발생 이슈를 탈피하고 해킹
및 보안 취약점 등에 취약한 기존의 DBMS (Data Base Management System)의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탈 중앙화 게임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서비스와 문제를 해결합니다.

PHYSICAL FLOW

게임 마켓
플레이스

게임 개발

펀딩

VR 렌탈

디파이 금융

AGPC 보유/홀더

블록체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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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C TECH
6-4. AGPC 블록체인 플랫폼
블록체인은 사용자의 거래 정보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 기반 분산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플랫폼입니다. 분산 저장 인프라에 저장하며 누구라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트랜잭션 결과를 마음껏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원장 관리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저장 환경의 분산 데이터 저장기술의 한 형태로, 지속해서 변경되는 데이터를 모든 참여 노드에 기록한
변경 리스트로써, 분산 노드의 운영자에 의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AGPC 서비스 블록체인 플랫폼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Ethereum)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자 운영 체제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이 제공하는 이더(ETH)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후에 등장한 알트코인 중 시가 총액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알트 토큰입니다.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계약을 처리하기 위한 이더리움 가상머신(EVM,
Etherium Virtual Machine)은 모든 형태의 알고리즘을 처리할 수 있는 튜링 기계로써 먼저 들어온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스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VM은 저 수준의 기계어에 가까운 바이트 코드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바이트 코드의 컴파일 머신은 ‘가스’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AGPC 토큰은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 중인 ERC-20 기반의 암호화폐 자산을 발행되었고, 통화적인 가치와
DAPP에서 운영되는 명확한 토큰 이코노미를 제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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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AGPC 합의 알고리즘
AGPC의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은 약 12초당 한 개의 블록이 생성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채굴에는 DAG 파일 (2차원 배열 데이터)이 이용되며, 이것은 GPU4) 연산을 더 효율적으로 높이고
ASIC5)을 이용한 채굴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속으로 생성되는 블록으로 인해 생성되는
엉클(Stale)블록이 보안성을 저하시키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된 GHOST (Greedy Heaviest Observed
Subtree) 프로토콜이 도입되었습니다.

AGPC DAPP 플랫폼인 이더리움은 각각의 서비스 주체인 법인 또는 개발사에서 자체적인 디지털 자산, 즉
토큰들을 발행하고 이를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서비스 알고리즘과 로직을 구현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규칙을 통해 발행된 토큰들을 매매하고 자산 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더 많은 분야에서 안전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화폐와 자산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AGPC는 자유로운 게임 마켓 플레이스 생태계를 제공함으로써 유저들과 서드 파티 개발사
간의 새로운 인프라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연결사회 (Hyper-Connected Society)에서 온〮 오프라인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구축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는 로컬에서의 국한된 서비스 뿐 아니라 글로벌의
생태계 구조가 필수이기 때문에 국경의 경계가 무의미해졌고, AGPC 플랫폼 서비스는 해외 확장을 기준으로
다양한 캐주얼 게임과 사용자 간의 수익 공유, 기타 서비스들과의 교류(교체), 다양한 게임과 사용자 편의, 서드파티
운영과 같은 생태계 환경에 맞추어 개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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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AGPC DATA

AGPC DAPP

AGPC OFF DATA

AGPC
BLOCKCHAIN DATA

AWS 클라우드 서비스

이더리움 노드

AGPC 펀드

AGPC 게임 캠페인

AGPC VR 렌탈

AGPC 결제 데이터

• AGPC 비즈니스 데이터
AGPC BUSINESS 데이터의 볼륨이 최대 트랜잭션 크기에 도달하면, 링크된 AGPC 데이터 정보는 새로운 블록체인
사이에 링크를 만들고 연결합니다. AGPC 의 블록과 이전에 생성된 블록을 연결함으로써 변경되지 않는 신뢰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해시 함수 반복은 항상 동일한 블록 데이터의 고정 길이 값을 생성합니다. 데이터 블록이 변경되면 결과
해시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는 AGPC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다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데이터는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AGPC 데이터 플로우 차트에서는 AGPC 서비스의 완전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AGPC 블록체인 데이터 네트워크
AGPC 네트워크는 각각에 대한 전체 레코드 (온/오프라인 데이터, 프로젝트 참여 과정 데이터, 디파이 참여 데이터, 토큰
트랜잭션 데이터)를 포함하는 노드로 구성됩니다. AGPC 네트워크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무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블록체인에 의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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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C DISTRIBUTION
토큰 종류

유틸리티 토큰

토큰 발행량

300,000,000

심볼 (Ticker)

AGPC

소수점

18

특이사항

소각, 클라우드 세일 기능, 에어드랍 기능 탑재

블록체인

이더리움 (ERC-20)

세일

20% (60,000,000)

AGPC 회사

30% (90,000,000)

팀 & 어드바이저

10% (30,000,000)

글로벌 마케팅

20% (60,000,000)

파트너사

20% (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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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C ROADMAP
2020. 2Q
• DAPP 개발

2020. 4Q
• DAPP 베타 오픈

2021. 1Q
• DAPP 1차 고도화 작업

2021. 2Q
• AGPC 플랫폼 지갑 오픈
• GSC 인터내셔널 파트너쉽 체결

2021. 3Q

• 백서 오픈 (영어, 중국어, 한국어)

• 글로벌 거래소 상장 (XT거래소)
• 엔젤게임즈 파트너쉽 계약

2021. 4Q
2022. 1Q

• AGPC 플랫폼 활성화

• 엔젤게임즈(AGPC 메인사용)
• 글로벌 거래소 추가 상장

2022. 2Q
• AGPC 펀딩 프로젝트
• 캐주얼 게임 입점

2022. 3Q
• AGPC 자체 게임 개발
• 의료관광 서비스 오픈

2022. 4Q
• 글로벌 시장 확장
• 글로벌 거래소 추가 상장

2023. 1Q
• AGPC 메인넷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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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C PARTNERS

① EMC United, 모닝스타앤드파트너

CEO : JOON HO BAIK

• 각국 관련법에 따른 리스 및 크라우드 무형 자산 투자 프로그램 개발
• 의료 관광 운영

② GSC 인터내셔널

CEO : DAE JIN YOU

• 전세계 지사망을 구축한 중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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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C PARTNERS
파운더

유승진
대한토지환경협회 회장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상임이사
세계한민족재단 상임이사
㈜ 오시오코리아 대표이사

구천서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졸업
베이징대학 박사
(사)한중경제협회 회장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14,15대 국회의원(원내대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황준호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신동아그룹 63씨티 홍보팀장
GN 컨설팅, GN 컴퓨터 대표이사
KBS N 방송예술원 원장
공원개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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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C ADVISOR
1. 백 준 호
엔젤 게임즈 글로벌 대표 파트너
보스턴 대학교 MBA
(현) 모닝스타엔드파트너 대표이사
(전) 파라다이스 미디어 아트 대표이사 (카지노 마케팅)

2. 김 정 규
필리핀 LOP Corporation 대표이사
부산 대학교 경영학과 졸
세븐럭(GKL) 카지노 중국 마케팅 본부장
(전)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영업팀장

3. 유 형 석
블랍스(주) 대표이사
(전) 삼성SDS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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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C TEAM
1. 최 병 도
경희대학교 겸임 교수(전)
외교통상부 (사)AAK 부회장(현)
에이스핀테크 조이글로벌 회장(현)

㈜아트리사 대표(현)

2. 김 태 호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 IBC21 대표이사

3. 전 영 훈

㈜ 썬코아 감사

가천대학교 무역학과
웰메이드건설㈜ 이사
㈜ 아세테크 전략기획실장
㈜ 콘텐츠링크 상무이사/CFO
에스디파크인베스트㈜ 대표이사

4. 유 소 연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콘래드서울 이벤트 지배인
펜실베니아 주정부 한국사무소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5. 서 범 규
단국대학교 졸업
엘라마 체인 전략기획팀
VIVA 마케팅 & 프로젝트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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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ICE
•

고지내용 고객 확인(체크) 사항

만약 암호화폐 구입을 하고자 하는 잠재 고객은 구매 결정을 하기 전에 거주국가의 관련 법이나 법적 규정 위반

요소를 스스로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토큰 구매, 보유, 처리 결과와 활용 가능한 교환,
통제, 규율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구매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AGPC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법 및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획득), 판매 유통하는
고객(User)은 경고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구입 및 플랫폼의 사용 제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본 백서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는 불완전할 수 있으며 법적, 계약적 관계에 관한 어떠한 요소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투자 관련 문서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고객은 관련 법 및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이나
결정을 해야 한다. 고객이 임의로 결정한 결과와 관련된 간접적, 특수적, 부수적, 결과적, 불법행위, 계약 및 기타
(수익 혹은 이익, 손실 포함)에 대해서 법인의 경영진 및 임직원은 책임이 없으며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또한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보안장치(보안키,생체인증)분실 미등록이나, 천재지변, 국가의 정책 변화 등 불가항력적

손실에 관련하여 그 책임을 본사나 임직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법인은 그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본사(AGPC)는 플랫폼 활용 및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고객의 사용 미숙으로 인한 손실이나
분실(비밀번호, 니모닉 코드, 단말기)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지 아니하며 암호화폐 규정 및 관련 법의 준수를 위해
플랫폼 등이 새로 보완되거나 변동, 수정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전 세계의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나 해당 국가의 법규, 규제 조치, 조사로 인해 본사의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향후 진행 업무가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으며, 토큰를 구입하는 고객은 본사의 기업 전략 혹은 플랫폼이 새로
보완된 관련 규정, 관련 법의 준수를 위해 변동 혹은 수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적 조치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 법인 임직원 및 법인 관련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인(P2P) 혹은 거래소를 통한 구매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구입에 따른 위험요소나
약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암호화폐 구입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구입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구입에 따른 위험요소 혹은 백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경우 구입을 삼가
하기를 권유한다. 필요할 경우 이에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자문)을 받거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구매해야
하며 구입에 따른 손실은 전적으로 구매자의 책임이며 AGPC 본사 경영진 또는 임직원은 책임이 없으며 그 책임
또한 전가 할 수 없다.

•

위험요소

토큰 구입에 따른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구매 또는 활용에 있어 백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 시
변호사 회계사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하는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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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ICE
•

보안 및 안전

AGPC 지갑은 사용자의 보안키 (비밀번호, 니모닉 코드), 생체 정보 등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며, 안전한 장소에서

이용해야 하고, 해당 보안키와 같이 중요한 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용자의 보안키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되거나 분실이 되었을 때는 암호화폐를 잃을 수도 있으며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다.

AGPC 지갑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비밀번호, 니모닉 코드 생체인증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인증
후에는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 이러한 보안 인증 기능을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발생 시 AGPC 법인
임직원 및 관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보안키를 도난 당하거나 잘못 전송된 암호화폐는 회수 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처리 권한의 대다수가 통제 또는 동의 없이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면 일반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

최신 프로그램 상태 유지

AGPC 플랫폼이나 지갑을 사용하는 고객은 프로그램 업데이트 요청할 시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서 최신 프로그램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유는 토큰 사용에 대한 서비스 특정 기술, 편의 기술과 같은 플랫폼 기능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중이므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오류로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재단은
지속적인 새로운 기능의 개발과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 기술과 기능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편리하고 다양한 기술 개발과 적용으로 향후 플랫폼 구현 기술 및 서비스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일부 기능은 고객의 요구에 미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

정책의 변동성

AGPC 법인은 플랫폼 서비스 내에서 토큰을 주요 암호화폐 수단으로 전 세계에서 채굴, 교환 서비스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유동성 안정성 등에 따라 관련 목표 또는 전략과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고 백서가 완전한 사실에
근거한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다. 그리고 백서에 기재된 운영목표 플랫폼 기술 및 서비스 등이
계획대로 진행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사정에 따라 연기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토큰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 가치가 크게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는 공급과 채굴 수량, 수요에 따른 가치 변동, 암호화폐의 시장 상황,
정치적 지리적인 이유로 인한 법 규제 및 규정의 변경, 환경의 격변 등 여러 기술적 요인이 이유가 될 수 있다.

토큰은 AGPC 지갑을 통해 유통될 예정이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기능의 고장 및 천재지변, 해당 국가의 통제 조치 등에 따라 안전하게 이동되지 않거나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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