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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본 백서는 GSLand에 서 발행한 것입니다. 


본 백서의 어떠한 부분도 복제하거나 배포 혹은 전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백서는 진행 중인 작업이며 더 자세한 내용을 수시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GSLand 및 토큰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시로 추가될예정입니다. 다른 피싱 사이트 및 유사 사이

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재정, 법률, 세금, 기술 또는 기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 백서와 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GSLand 의 기술 및 비즈니스 측면을 설명하는문서입니다. 본 백서는 법적 구

속력이 없으며, 본 백서의 기초 자료나 정보 사용, 참조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GSLand 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백서는 GSLand 의 현재 견해와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백서에 포함된 특정 재무제

표, 추정치 및 재무 정보는 미래를 전망하는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미래 전망 보고서나 정보는 예측 가능한 위험 

혹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수반하며, 실제 사건이나 결과는 미래 전망 보고서에 표현된 추정치나 

결과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GSLand 는 업데이트된 백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본 백서를 수시로 수정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재량권을 보유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된 백서는 게시 시점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백서의 유일한 목적은 수령자에게 GSLand 에 대한 예비 정보를 제공하는것입니다. 미래 사건이나 가능한 미

래 성과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모든 의견 진술과 예측은 현재 정보에 근거한 GSLand 자체의 평가 및 해석입니

다. 본 백서의 어떤 정보도 규제 당국에 제출되거나 검토되거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백서는 사업설명서가 

아니며 어떠한 종류의 문서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백서는 또한 어떠한 관할구역에서도 자본시장 상품, 증권 

또는 기타 금융 또는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제안하지 않습니다. 본 백서는 그러한 제안 또는 권유

가 허가되지 않은 관할구역 또는 그러한 제안 또는 권유를 하는 것이 불법인 사람에게 토큰을 판매하는 것이 목

적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백서는 한글로 구상, 설계, 작성되었습니다. GSLand 는 현재 이 백서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 여러 기

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쓴 백서들과 충돌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백서의 한글판이 번역본

보다 우선합니다.

중요 사항

일반 면책 사항

법적 면책 사항

언어 면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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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글로벌 페이먼트(결제) 시장

세계 디지털 결제 시장은 2021년에 7조 3천 6백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7 년까지15 조 2천7 백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researchandmarkets & mordorintelligence)


한국은 핀테크 솔루션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인도와 아프리카의 국가들과 같은 신흥 시장은 위조지폐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금융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 국가의 핀테크 솔루션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제 산업은 가상 화폐 실물경제 활용을 실현할 가장 현실적인 진입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실물 거래에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는 가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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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핀테크 솔루션 서비스 업체를 통한 하루 평균 거래액은 


약 8000 억 원( 약 5억 5천 8백만 달러)입니다.

 한국은행(2022) 「지급결제통계 보도자료」, 『2022 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2022 년 9 월 21 일 공보 2022-09-28 호」, pp.2



각 서비스 제공 업체는 자체 결제 시스템과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새로운 결제 

솔루션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마케팅 캠페인이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새로운 결제 솔루션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

은 매우 어렵습니다. 

신규 결제서비스 제공업체가 기존 시장 기업들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다 강력

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잠재적으로 그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

늘날 블록체인 결제 솔루션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GSLand 는 GSL token 과 자체 핀테크 기술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1

2

3

4

접근성 & 편리성 문제 :


현재 암호화폐는 기존의 결제시스템보다 접근성과 편리성이 낮습니다.

사용 가능 가맹점의 제한 : 


점주는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을 뿐더러 종류가 너무 많은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를 꺼려합니다.

POS 단말기의 제한 : 


현재 결제 기기는 현재 암호화폐를 받아드릴 수 없기에 암호화폐를 직접 결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모호한 규정 :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불분명하기에 사람들은 암호화폐관련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2.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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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t G pay 를 통한 해결책
a. at G pay: 인프라 


해결책 : 사용자 접근성 & 편의성

at G pay 는 실생활과 코인을 통합하였고, at G pay app 과 금융,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GSLand가 파트너사와 함께 개발한 기술과 플랫폼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제공할 수있습니다. 


at G pay 는 현금, at G Mileage, 코인을 통합하여 유저가 어디서든 간편하게충전, 사용,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Mileage 는 1원(KRW) 과 동일하기 때문에 at G Mileage 의 가치는 안정적입니다. atG Mileage 는 at G pay 

에서 자신의 연동 계좌 혹은 GSL Token 을 통해 충전할 수 있고,at G card 는 at G pay app 에서 충전할 수 있

습니다. at G card 는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등)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t G pay 는 편의점, 시장, 음식점과 같은 전국 모든 카드단말기가 있는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at G pay 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느끼는 기존 결제 시스템과 코인을 결합하여 사람들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pp 을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at G pay 는 기존의 접

근성과 편의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at G pay 는 현금, at G Mileage, 코인을 결합하였습니다

 at G pay app/card 를 통해 유저들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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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t G pay 를 통한 해결책
b. at G pay: 현재 at G card 및 at G pay app 사용처


해결책 : 사용 가능 업체들

현재 at G card 와 at G pay app 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인프라

 상점, 음식점, 인터넷 등 모든 온/오프라인 상점

전국 신용카드가 사용되는 가맹점, 인터넷 사용등록 후 ISP 서비스를 신청 시 잔액한도 내에서 온라인 결제 가능

합니다. 이와 같이 at G pay / card 는 전국 대부분의 교통, 유통 결제를 가능하게 함으로 기존의 업체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버스 : 시내/ 외 버스, 제주/ 서울 시티투어 버스, 공항 리무진 버스, 전국 고속버스 터미널 등


지하철 : 전국 지하철


택시 : 전국 택시


기차 : KTX, SRT, 새마을, 무궁화, ITX 청춘열차, 누리로, 코레일 관광열차 등 (승차권 창구에서 사용 가능)


고속도로 : 모든 고속도로 요금소, 공공 요금소 등

Copyright 2022 GSL. All Rights Reserved.



3. at G pay 를 통한 해결책
c. at G pay: 토탈 결제 솔루션 시스템


해결책 : POS 단말기 결제 수용

d. at G pay: at G pay Mileage


해결책 : 인증된 마일리지 시스템

at G pay 는 이미 POS 단말기에 수용되어 다른 핀테크 솔루션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결제시스템, at G card 및 at G pay 와 통합되는 검증된 기술 활용부분과 (NFC 및 QR 기술과결합) 암호화폐를 

통합하여 결제 서비스 시장을 재정의합니다. 자체 결제 솔루션과 기존 금융 기관과의 상호 운용성을 갖춘 


at G pay 는 암호화폐에 대한 결제 시스템 세계를 열어 기존의POS 단말기 결제 수용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한국부터 시작된 at G pay app(지원되는 모바일 장치에 다운로드 및 설치 시) 은 개별 가상 은행 계좌와 연결됩니다.

은행은 공식적으로 다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은행 이 1 at G Mileage 를 1 원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각 at G Mileage 는 안정적인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대한민국 전역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POS 기기에서 

허용되며,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도 허용 될 예정입니다.

at G Mileage 는 암호화폐와 현재 핀테크 인프라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at G pay 는 현재까지 설립된 암호화폐 규제를 지키며 대형은행의 인증을 통해 사람들이 GSL Token 과 


at G pay 시스템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at G Mileage 는 1원(KRW)입니다.

 가맹점은 at G Mileage 를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at G Mileage 로 at G card의 충전이 가능합니다

 at G Mileage 는 at G card 로 POS 기기를 통해 결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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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SL Token & Buy Back 모델

5. at G card 와 제휴카드

사용자들은 거래소를 통해 GSL Token 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GSL Token 은 atG pay 앱에 입금할 수 있으며, at G Mileage 로 실시간 


전환 됩니다.

GSL Token (ERC20)

GSL Token 보유자 혜택 수익의 일부를 회사가 자사 코인을 Buy Back 함으로써 코인의 가치가 높아져, 

GSLToken 보유자에게는 GSL Token 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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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G card 는 교통 결제 및 유통 결제 카드로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tG card 는 다른 선불

카드와 달리 카드를 충전할 수 있는 횟수에 대한 일일/ 월간 제한이없습니다. NFC 기술을 통해 사용자에게 편리

함을 제공하고 이미 확보된 결제 인프라와 자체 충전 기술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암호 화폐 결제생태계를 만들

어 가고 있습니다.

at G pay 파트너는 at G card 와 동일한 기능을 모두 갖춘 맞춤형 카드를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맞춤형 카드는 파트너에게 상당한 마케팅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파트너에게 실제 사용 사례를 


제공합니다.

카드 충전은 at G pay app 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at G card 는 HCE( 호스트 카드에뮬레이션) 


USIM 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통신을 사용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호환 될 예정입니다.

at G 선불카드



6. GSLand 및 제휴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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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Land 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는 물론 다양한 IT 인프라 사업을 수행했

습니다. GSLand 는 제휴업체 들과 함께 모바일 결제 카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러 충전방법, 사용 사례 

및 기능을 제공합니다. at G pay 를 통해 GSLand 는 이미 구축된 인프라 및 기술을 통해 암호화폐 도메인으로

의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결제 가능 업체들

(주) 지에스랜드 홈페이지: https://gsland153.com



7. GSLand Team : 기술 고문

GSLand 의 성공은 CEO, 기술고문에서 비롯되며 모든 구성원은 at G pay 프로젝트에 특정 경험과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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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ushin
CEO

GSLand 투자유치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GSLand 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발지원 및 자금관리

at G pay 플랫폼을 통한 모든 


온라인 영업 관리 감독 및 지원

 GSLand 의 영업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 및 지원

CMO

CFO
Cho Yongho

Kim Hyunsik Choi Yunwon
CSM



ADVISORS

공유경제총연합회 회장

ARA INNOVATION CEO

ARA INNOVATION CMO

BTF GLOBAL CEO ARA C&C CEO

ARA INNOVATION DIRECTOR

BTF GLOBAL CMOARA MK CEO

Kim Minjeong

Roh Kyungwon

Park Beomjoo Ryu Jonghyeok

OH Seo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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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구조
a. 생태계의 수익 부분

at G pay 프로젝트는 즉시 성과 (수익) 를 보여야 한다는 핵심 신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at G card 와 app 이 출시되면 at G pay 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GSLand가 파트너사와 함께 개발한 기술과 플랫폼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제공할 수있습니다. at G pay 는 현

금, at G Mileage, 코인을 통합하여 유저가 어디서든 간편하게충전, 사용,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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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G pay 수익 모델

전환수수료 (코인/ 현금 -> 마일리지)


카드 판매 (B2C and B2B)


앱 단말기 판매 및 결제수수료 (B2B)


온라인 쇼핑몰 (Market at G)


결제, 정산 플랫폼 판매 (B2B)



8. 기술구조
b. at G pay 시스템 인프라

at G pay 프로젝트는 GSLand 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의 다이어그램은 at G pay app 의 backend infra 를 보여줍니다.

아래의 다이어그램은 선불카드 및 마일리지 사용의 backend infra 를 보여줍니다.

GSL Token/현금 입금 -> at G Mileage 전환 -> at G card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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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END INFRASTRUCTURE OF CARD CASH

at G pay 

App

CARD : 500\

MILEAGE : 28,600

CARD 

TRANSPORTIATION


TERMINAL

GIFT

TRAFFIC

POS DEVICE

TRAFFIC

SUBWAY

BUS

STORE

RESTAURANT

MERCHANT

APP TERMINAL

at G pay

APP

MILEAGE : 0
CARD : 0

at G pay 

App

MILEAGE : 28,600
CARD : 500\

at G pay 

App

MILEAGE : 29,100
CARD : 0

MILEAGE CHARGE CARD CHARGE

WALLET
at G pay


ACCOUNT

300GSL 300GSL

300GSL


SEPARATE


COIN

STORAGE


ACCOUNT

ATG PRICE


API


300GSL


= 30,000\

CONFIRMED


300GSL

at G pay


MILEAGE


ACCOUNT



29,100

OK

BACKEND



300GSL = 30,000\


MINUS : EXCHANGE FEE 3% = 900\


RESULT : 29,100\

BACKEND FOR COIN TO 


MILEAGE CONVERSION

29,100


MILEAGE
29,100


MILEAGE

300GSL


VIEW ONLY

ESCROW


ACCOUNT



29,100\

at G pay


CRYPTO


ACCOUNT



300GSL

at G pay


MILEAGE


ACCOUNT



500

DELETE


at G pay


MILEAGE



500

TRAFFIC

VIRTUAL


BANK



500\

BACKEND FOR MILEAGE TO 


CASH CARD CONVERSION



 a. NFC 결제 및 앱 단말기

 b. 해외 결제

 c. SNAP (Social Network Access Point)

기존의 바코드 결제는 보안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t G pay는NFC 결제가 가능한 App 단말기를 보급하여 기존 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t G pay는 NFC 기술을 이용해 보안과 편의성을 높이는 Tagless(비접촉) 결제방식을 지원하여 


사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보안성이 높은 결제방식을 제공합니다.

at G Mileage 는 at G pay 와 제휴를 맺은 은행의(EMV) 카드를 통해 해외 결제가 가능하며 제휴카드는 

at G Mileage 를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GSLand 는 해외 유저 및 국내 유저들에게 at G 

pay 로 더욱 편리한 결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NAP 은 Social Network 와 WiFi 를 결합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망으로 기존의 SNS 를 

통합하고 연결하여 유저들에게 편의성과 무료 WiFi 를 제공합니다. 설치 방식은 SNAP Hardware 를 가진 

WiFi 단말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설치 및 보급을 할 수 있습니다. SNAP 은 SNS 계정을 통해  

간단히 인증할 수 있으며, 본사와 SNS 팔로우를 맺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NAP 에 등록된 계정

은 SNAP 서버에 저장되어 SNAP 이 설치된 전세계 모든 곳에서 자동으로 사용자를 WiFi 에 연결합니다. 

SNAP 은 사용자의 관심 분야에 따른 맞춤 광고(스팸성 광고가 아닌,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정보 공유의 개

념) 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업자는 SNAP 을 통해 광고를 수주할 수 있고, 수주된 광고는 SNS 와 연결되

어 있어 WiFi 사용자의 팔로워에게도 노출할 수 있습니다.SNAP 은 전 세계에 보급될 예정이며, 소셜 네트

워크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소셜 광고시장 또한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이때, SNAP 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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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ISION



10. GSL Token 구조

Sale : 50.0% / (4 months lock, vesting for 10months)   


Eco systems : 13.0% / (30% unlock, 40% lock for 1year)   


Partners : 3.5% / (12 months lock, vesting from 13th months for 36 months)  


Marketing : 10.0% / (1 months, 36 months vesting)   


Development : 2.5% / (1 months lock)   


Foundation : 10.0% / (12 months lock, vesting from 13th months for 36 months)  


Operation : 5.0% / (1 months lock, 36 months vesting)   


Early Contributor : 2.0% / (12 months lock, 10 months vesting)   


Bounty : 2.0% / ( 12 months vesting)   


Advisor : 2.0% / (4months lock , vesting for 10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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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세부 정보 (Name of Coin)

Coin Symbol

Total Issuance

Protocol

 GSL Token

토큰분배 (Token Distribution)

 5,000,000,000 GSL

 GSL



11. 로드맵

2024

2023

2022

SNAP 사업 본격화

4월 - at G pay 플랫폼 세일 시작

2월 - 핀테크 기술개발

5월 - at G pay 해외결제 서비스

11월 - at G pay 서비스 시작

6월 - at G pay 전기차 결제서비스 시작

9월 - IPFS 데이터 센터 사업

12월 - Market at G 온라인 쇼핑몰 시작

1월 - GSL Token 상장

1월 - (주)지에스랜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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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컴퓨터 하드웨어 및 인터넷에 대한 at G pay 의 의존성은 at G pay 에 시스

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유저의 at G pay 사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at G pay 

의 모든 전문가가 구성한 합리적인 네트워크 보안 조치에도 불구하고, at G pay 처리 센터 서버는 컴퓨터 바이

러스, 물리적 또는 전자적 침입 또는 유사한 성격의 기타 장애에 여전히 어느 정도 취약합니다. at G pay 는 제 3 

자에 의해 야기된 컴퓨터 바이러스 침입, 또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서비스의 중단, 지연 또는 정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GSL Token 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단계에 있으며 아직 실험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상당한 운영, 기술, 규제, 평판 및 재정적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큰 발행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은 일부 국가에서는 새로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는 차후 블록체

인 기술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존 규제를 적용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현재의 GSL Token 스마트 컨트랙트 설정 및GSL Token 개념과 충돌 할 수 있습니다.

토큰 소유자는 GSL Token 과 관련된 거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국가의 세법을 준수하고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토큰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토큰구매는 다음과 같은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하지만 아래에 설명된 위험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GSL Token 을 구매하기 전에 이 백서에 상세히 기술된 모든 정보와 위험,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를 알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A. 컴퓨터 인프라에 대한 의존성

B. 스마트 컨트랙트의 한계점

C. 규제 위험

D.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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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 및 유의사항
모든 법적 및 규제 표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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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소 및 유의사항
모든 법적 및 규제 표준 준수

관리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경우 at G pay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본 백서의 목적상 불

가항력은 GSLand 가 막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건 및 상황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자연 재해, 전쟁, 무

력 충돌, 파업, 대규모 시위,전염병, 폐쇄, 속도 저하, 장기간의 에너지 공급 부족 또는 기타 통신 서비스 장애, 

시,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의 법, GSLand 가 통제할 수 없는 기타상황

GSLand 가 법률,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GSLToken 소유자로부터 받은 

개인 정보, 보유 토큰 수, 사용된 지갑 주소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법 집행 기관, 공무원 및 기타 제 3 자에게 공개

할 수 있습니다. GSLand 는 이러한 정보 공개에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 불가항력

F. 정보 공개

GSL Token 은 구매 후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가치가 크게 변동 될 수 있습니다. GSLand 는 특정 기간 동안 GSL 

Token 의 특정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GSLand 는 GSL Token 의 가치 변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관련한 가정은 무엇보다도 미래의경제, 경쟁 및 시장 상황과 사업 결정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

니다. 이 가정의 대부분은GSLand 팀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at G pay 프로젝트 및 GSL Token 은 현재 해당 팀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G. GSL Token 의 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