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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GenForYou THE Token (GFYTT)을 확인해주시고 백서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GenForYou THE

Token에서 저희 팀의 노력과 헌신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젠포유는 우리의 비전을 여러분과 당당하

게 공유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멘스와 인피니언의 R&D 연구원이자 영업 및 마케팅 관리 매니저로서, 미래 지향적인 전 세

계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전 세계 최초의 국가 기반 프로젝트인 버

스와 지하철 시스템 비접촉식 교통카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 세계 최초로 한국통신과 2003년도에 VDSL 모뎀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 몸 속에 존재하는 DNA 유전자에는 늘 새롭고 큰 잠재 시장을 활용하여 미래 지향적 응용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시장을 창조해가는 DNA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과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GenForYou THE Token을 사용하여 토탈 헬스 케어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제 GenForYou의 유망한 비즈니스 가치 제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GenForYou는 사용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및 보험 회사등과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함께하는 젠포유의 유능한 팀은 R&D 엔지니어들, 우수한 의사들, 소프트웨어 개발

자 및 블록 체인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팀원의 다양한 배경과 목적의 결합은 건강 관리 솔

루션에서 전체적이고 스마트한 플랫폼을 만들 것입니다. GenForYou THE Token 팀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혁신적인 종합 의료 플랫폼을 개발 및 배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

리의 임무는 :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스마트 모바일 네트워크에 토탈 헬스 케어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통

합 헬스케어 에코 시스템의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 최첨단 솔루션 및 수익성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젠포유의 앱을 통해 여러분은 모바일 장치에서 자신의 건강 기록에 액세스하거나 전 세계 어디에

서나 의사와 웹 캠을 통해 상담을 수행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보다 포괄적인 통합 의료 건

강 관리 시스템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토탈 헬스 케어 비즈니스 플랫폼을 개발, 사용, 협

력하고 실현하는 놀랍고 풍부한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GenForYou THE Token에서 계속해

서 여러분들을 지원하여 글로벌 헬스 케어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01CEO 메시지

임송국드림

젠포유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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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중요개요

Hyperledger Fabric을 기반으로 하는 GenForYou 플랫폼 (Health Chain)을 통해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GenForYou (GFY)의 분산 원장에 기록된 각 의료 데이터 항목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엔티티에 대한 다양한 액세스 레벨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공

유하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블록 체인 기술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용자는 의사, 병원, 실험실, 약사및

보험사와같은 의료대리인에게 조건부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수 있으며 데이터가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GenForYou Health Chain은 협력하는 모든 병원 및 회사와 DNA 및 의료 데

이터를안전하고 빠르고투명하게교환 및사용할 수있도록합니다. 헬스케어 산업의 플레이어는 GFY

데이터 마켓 플레이스에서 구매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GenForYou Health Chain에 저장된건강 데이터를 사고팔수 있습니다. 또한 GFY 팀으로부터 지원을 받

아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GFY 팀이 구축 한 GFY 애플리케이션과 동기화하여 사용자에게 완벽한

의료솔루션을제공할수있습니다. GFY 앱을통해 사용자는 단일응용프로그램에서모든건강정보를

제어하고의료 서비스에 쉽게 액세스하며 협력 의료 기관 및 실험실에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판

매할 수 있습니다. GenForYou 생태계 전체를 강화하는 GenForYou THE Token은 사용자의 참여를 장려

할 것이며 GenForYou Health Chain에축적된건강데이터는의료산업의다양한플레이어가 GenForYou

생태계에참여하도록독려할것입니다.

사용자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GFY 팀은 미래의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함께 앞장서

나아갈 것 입니다.

그림 1. 젠포유모바일앱과스마트워치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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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부또는외부에서생성된 건강데이터에대한데이터관리시스템의일반적인문제는각서비스공

급자가 독립적으로 생성하고제어한다는것입니다. 다음은 중앙 집중식 의료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두 가

지주요문제점들입니다.

효율적인 건강 데이터 관리 시스템

현재는 한 곳에서 환자의건강 데이터에액세스할수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환

자와 의사 모두에게 문제를복잡하게 만듭니다. 다양한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건강솔루션 제공자간에 많

은양의 의료데이터가흩어져있어환자가 자신의건강기록을관리하기가매우어렵습니다. 환자들은처

방된약, 온라인 실험실결과, 수면패턴및 운동규칙등등을수동적으로관리해야 합니다. 환자의질병의

심각성과 복잡성에 따라 완전한 건강 기록이 없으면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어려

움을겪습니다. 결과적으로의사는환자에게 종합적인진단및치료 계획을제공하기가어려울수있습니

다. 이는종합적인건강데이터관리솔루션이필요함을나타냅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병원내에서생성된 의료기록은 매우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엄격한개인정보보호규정의적용을받습

니다. 반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생성 데이터에는 병원에서 보관한 데이터와 동일하게 민감한

개인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지만 많은 앱 개발자들은 건강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엄격하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모든원격 건강 및모바일 건강 (mHealth) 앱 개발자가

규정이나 기술 혁신에 뒤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개인 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도 아닙니다. 또

다른 원인은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든, 적지

않은 개발자가 사용자들의 건강 데이터를 처리하는데소홀히 했음을 나타냅니다. 9 천만 명이 넘는 사용

자를보유한 mHealth 앱인배란 추적기앱이사용자의 민감한개인 정보를 Facebook과공유하는사례는사

용자들 모르게 앱 제조업체가 데이터를 오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는 주로 데

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앱 제공 업체 또는 기존 의료 제공 업체의 서버가 중앙에서 저장

및 유지 관리를 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안이 취약해집니다. 데

이터에대한통제권한은필히환자와사용자에게제공되어야합니다.

03전통적인헬스케어시장의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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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젠포유해결방안
GFY 팀이 개발한 차세대 토탈 헬스케어 앱인 GFY Total Solution Healthcare App은 헬스케어 산업에서 두

가지 주요 문제들을 극복할 것입니다. GFY 앱은 보안 솔루션인 GFY Health Chain과 함께 ‘애플’ 및 ‘삼성’

두회사가사용중인헬스케어앱보다크게도약한솔루션을제공할것입니다.

GFY 앱과 건강 체인을통해 GFY 팀은사용자의 건강과 복지를위한 포괄적인 솔루션을제공하여환자가

여러 소스에서데이터를 가져오고 동기화함으로써 개인건강 기록을 추적할수 있도록합니다. 또한 유전

자검사및가상치료와같은의료서비스에대한액세스를사용자에게제공합니다.

건강 데이터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솔루션

GFY 응용프로그램을사용하여 사용자는기존의료서비스제공업체및새로운 모바일건강 솔루션제공

업체를 포함하여다양한소스에서 파생된 건강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적할수있습니다. 이 앱을통해사용

자는모든환자건강정보에대한완전한색인화된레코드를생성하고, 건강상태의변화를모니터링하며,

분산원장의모든데이터를보호할수있습니다.

환자에게 의료 기록을 관리할 권리 제공

GFY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가지며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에액세스 권한을할당할수있습니다. 사용자가 다른엔터티에대해다양한수준의액세스권한

을부여할수있으므로데이터프라이버시가보장됩니다. 따라서사용자의건강 정보를얻는 데관심이있

는개인이나 연구 기관또는개인 사업자는사용자의동의없이사용자의데이터를 읽거나 쓸수없습니다.

블록 체인과 고유 토큰 인 GFYTT에의해 구동되는 데이터 교환

병원내외부에서생성된데이터는블록체인으로구동되는 건강원장인 GenForYou Health Chain에기록됩

니다. 사용자는 GFY 앱을사용하여 GFY Health Chain의데이터를검색하고앱을사용하여의료서비스 제

공자와 데이터를공유할수있습니다. 또한 진정한의료데이터를원하는제 3 자에게데이터를 판매할 수

도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을 대가로 사용자는 GFYTT를 받게 되며, GFYTT는 GFY 앱에서 제공하는 프리

미엄서비스를지불하는데사용할수있습니다.

참고 : Health Chain에데이터를기록하려면사용자의동의가필요하며외부데이터소스는파트너의료서

비스제공업체및기타기술회사로제한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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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젠포유토탈헬스케어앱

개요

GFY 앱은 블록체인으로구동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솔루션입니다. 파트너의 의료서비스 제공업체에

서 mHealth 애플리케이션으로생성된데이터에이르기까지다양한 의료소스의사용자건강데이터를통

합합니다. 또한 GFY 생태계에참여하는파트너회사의다양한의료서비스및제품을제공합니다.

GFY 앱은 건강데이터를액세스 가능하고 공유 가능하며 안전하게 만듭니다. 사용자의 의료 데이터는 블

록 체인을 기반으로 분산 원장에 안전하게 암호화되고 저장되며 지문을 사용하여 GFY 앱에서 액세스하

고공유할수있습니다. 데이터를완벽하게 제어할수 있으므로사용자는다양한의료기관에다양한액세

스 수준을 부여할 수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교환시장의 의료실험실, 제약회사및마케팅 회사에데이터

를 판매하여 GFYTT 토큰을받을 수 있습니다. GFYTT를 사용하면 GFY 앱에서 다양한의료 서비스 및 제

품을구입할수있습니다.

의료산업의앱개발자들은 GFYTT를통해 생태계에참여할수있습니다. GFY 데이터마켓 플레이스에서

구매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독립형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지만 GFY 팀의 지원을 받아 애플리케이

션을 GFY 앱에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GFYTT는 GFY 앱에 액세스하는데 필요하며 애플리케이션에 액세

스하는데사용된직후소각되도록설계되었습니다.

GFY 

Genomics

Live 

Clinic

My

Health Data

GFY 

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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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유전자 분석

GFY Genomics는 사용자를 다양한 유전자 검사 회사에연결합니다. 이 회사는 A, B 및 C 유형으로 표시되며

완성도 및 가격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클래스 A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되며 클래스 C에는가장저렴한 유전자 검사가포함됩니다. 클래스 B 회사는 가격과포괄적측면에서 A

와 C 사이에 속합니다. 다른요구를가진사용자는자신에게 가장 적합한회사를 선택하거나 조상에대한정

보를찾거나 질병의 조기경고징후를감지할 수있습니다. 편리하고 저렴한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유전자 검

사 유형을 선택하거나 의료전문가와 관련된 보다포괄적이고 비싼 테스트를선택할수있습니다. 이검사를

통해 사용자는 특정 유전자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찾거나 특정 돌연변이가 신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감

지할수있습니다.

맞춤형 게놈 헬스 케어

GFY Genomics는 사용자에게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

는 게놈결함이있는지여부를확인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질병에 대해 알아보거나

수년간 지속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른 병

원 부서를 방문하는 대신에 사용자는 맞춤형 유전자

검사를 이해하는 대안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GFY

Genomics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검사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DNA 검사는 입안속 검체를면봉이나 침수

집튜브로 보내는것만큼간단할수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자신의 신체를 더 잘 이해

하고 보다 나은 건강 관련 의사 결정 및 판단을 내릴

수있습니다.

젠포유 유전체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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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포유 헬스데이터

1.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사용자 정의 가능 인터페이스)

GenForYou 건강 데이터는 사용자의 개인 의료 기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각 건강 아

이콘을 클릭하여 활력 징후, 실험실 결과, 진단, 치료 및 기타 건강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12 개의 아이

콘을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다른 건강 아이콘을 끌어다 놓아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GFY Health Data에서데이터를동기화하고 아이콘으로표시할수있으므로다른모바일애플리케

이션도 GFY 앱에서상호운용할수있습니다.

2. 일체형 의료 서비스

GFY Health Data는 여러소스의다양한건강데이터를단일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합니다. 사용자가자신

의 건강에 대해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단일 응용 프로그램

에서 흩어져있는 의료 기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GFY Health Data를 사용하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GFY Health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여 의사에게 완전한 병력을 제공할

수도있습니다.

각각의 건강 아이콘에서 사용자는 심박수, 체중및 수면주기를 포함한 생명징후를추적하고 의사의진단

에자유롭게액세스할수있습니다. 일부건강아이콘은암및당뇨병, 부인과질환과같은특정질병의예

방 또는 모니터링에 중점을 둡니다. 음식 추적기와 권장 피트니스 계획도 통합되어있어 사용자가 건강한

습관을 키우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 아이콘을 통해 최신 건강

관련정보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습니다.

* 대부분의 건강아이콘이 개발 중이거나 GFY 팀에 의해 개발될 예정이지만, 일부응용프로그램은다른

의료회사또는관련전문가와공동개발할것입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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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포유 케어

1. 직관적인 예약 시스템

전세계여러의료 기관과파트너 관계를맺고있으므로 GFY 응용 프로그램에서 의료전문가와 약속을 잡

을 수 있습니다. 거주 국가를 클릭하면 해당 국가의 의료 기관 목록을 탐색하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간단하고직관적인 GFY 예약시스템을 통해사용자는 다른병원에서여러약속을관리하고 대기시간

을줄일수있습니다.

2. 가상 치료

GFY는 가상 치료를 통해 환자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의료 상담은 연중 무휴 24 시간 이용 가능하

며,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와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독감, 호흡기 감염 및 두통과

같은상태에대한의사의진단을받을수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는 병원에 직접 내원할 필요없이 GFY 의사와 상의하여 상태를 보다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시골 지역이나 선진국에 거주하는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자들은의사를방문하기위해 내원할필요없이집에서 치료를받을수있습니다. 환자와 상담하기위해

라이브 캠을 사용하는 GFY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세밀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

다. 또한 환자가 공유한 건강 기록을 참조하여 건강 상태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

및치료를제공할수있습니다.

* 원격의료에대한응용프로그램은현재개발중이며 GFY 팀에서곧출시될예정입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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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포유 쇼핑몰

GFY 쇼핑몰은 다양한 건강 관련 제품을 제공하는마켓 플레이스입니다. 이 쇼핑몰은 전자 카탈

로그 형식으로 제공되며 사용자는 제품 이미지가 표시된 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개별 이

미지를 클릭하면제품을보다 자세히볼 수있습니다. 쇼핑몰은 건강과관련이없는 품목들도 포

함하도록 확장될 것이지만, 초기초점은 건강 식품, 음료, 건강 관리 기능 및 건강 키트 카테고리

로나누어건강제품에중점을둘것입니다.

3. 블록 체인 기반 개인 건강 기록

GFY Health Chain은 건강 정보를 저장하고 업데이트하는 블록 체인 기반 플랫폼입니다. GFY 앱을 사용하

면 사용자는 GFY Health Chain에 개인 의료 기록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보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는변경 불가능한 원장에저장되므로 사용자는자신의 데이터가 자신도 모르게 제 3 자와 공유되지

않도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의료데이터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존의관행과 달리

GFY 사용자는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완전히 제어할 수있습니다.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전문가나 의료전

문가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없습니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제약사나 연구소 개

발자에게공유하거나 판매한다면 임상실험 및신약개발을위해 자신의의료데이터에 액세스할수있도록

함으로써의료산업의발전에기여할수있습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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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포유 거래소 및 환전소

GFY 재단은 모든 사용자가 GFYTT를 사고 팔고 그리고 다양한 암호 화폐와 거래 교환할 수 있

도록 GFY 거래소 및 환전소 사업을 시작합니다.

GFY 재단은 참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암호 화폐를 상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참여 회사가 발행

한 모든암호화폐는 GFY 거래소에서 GFYTT와거래됩니다. 따라서, 참여회사가 출시한 앱에서

사용자가 얻는 토큰은 GFY Exchange에서 GFYTT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사용하

여 참여 회사가 발행한 다른 암호 화폐로 GFYTT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소는 또한 화폐

대암호화폐거래를지원하여사용자가가상화폐를사용하여 GFYTT 또는기타암호화폐를구

매할수있도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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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시스템

에코시스템 참여자

사용자

사용자는 GFY 팀이이끄는건강혁명에기여하는데관심이있는환자또는비환자입니다. GFY 생태계에

참여하려면사용자는하나이상의 GFYTT 토큰을보유해야합니다.

GFY 개발자

개발자는 환자관리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려는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여기에

는 mHealth 시장의 블록 체인 기회를 찾는 기존 플레이어가 포함됩니다. 개발자 커뮤니티 참가자는 라이

센스비용을지불해야합니다.

GFY 재단

재단은 GFYTT를 발행하고 GFYTT를 생태계 참여자에게 할당하는 조직입니다. 또한 GFY 개발자 커뮤니

티의참가자들에게기술지원을제공합니다.

06젠포유에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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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토큰경제
GFYTT 사용 사례들

GFY Foundation이 발행 한 GFYTT는 전체 GFY 생태계를 강화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GFY 생태

계참가자는다음목적으로 GFYTT를사용할수있습니다.

1. GFY 가족회원

2. GFY 앱활성화

3. GFY 건강관리서비스및제품

4. GFY 건강데이터관리

1. GFY 가족 회원

개인 및회사는 GFY 앱의로열티및라이센스 비용을포함한가족멤버쉽비용을지불하여 GFY 가족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GFYTT가 모든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GFY Family Membership을

기꺼이 구매하려는 개인 및 회사는 GFYTT를 조기 참여 보너스로 받습니다. GFYTT가 상장 등록 된

후 GFY 가족 멤버십을 구매하려는 경우 GFYTT 토큰으로 멤버십을 구매해야하며 GFYTT는 보너스

로제공되지않습니다.

2. GFY 앱 활성화

사용자는 하나의 GFYTT를 사용하여 GFY 앱을 활성화해야 하며 활성화에 사용된 모든

GFYTT가소각됩니다. 모든 법인회원은 GFYTT를고객또는사용자에게 양도할 수있으며,

고객 또는 사용자는 토큰을 사용하여 개별 장치에서 GFY 앱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핸드

폰 또는 태블릿 제조업체는 사용자가 GFY 앱에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GFYTT를 구

매하고모바일장치에 GFY 앱을사전설치및활성화할수있습니다.

14

개인 회원의 혜택 :

① GFY 앱에서구매한서비스또는제품에대한보상화폐지급

②회의, 세미나및기타건강관리행사에초대.

법인 회원의 혜택 :

①서비스를GFY 생태계에통합하는기술지원.

②네이티브토큰발행에대한기술지원.

③임상연구를공동수행할수있는기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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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토큰경제
GFYTT 사용 사례들

3. GFY 건강 관리 서비스 및 제품

사용자는 GFYTT를 사용하여 GFY 앱에서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건강 관리 제품

을구입할수있습니다

4. GFY 건강 데이터

사용자는자신의데이터를공유또는판매하고그에대한대가로 GFYTT를받을수있으며개발자는 해

당데이터를사용하여건강관리를개선할수있습니다.

진정한 건강 데이터를 위한 GFYTT

자신의 데이터를 기꺼이 판매하려는 사용자는 더 나은 건강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GFY

Data Exchange에서데이터를선택하고업로드함으로써건강산업의 회사들이진정한건강데이터를구

입할 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습니다. Data Exchange의구매자및판매자와일치하도록프로그램 된

인공 지능 (AI)은 데이터를 판매하려는 사용자에게 관심있는 구매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 구매자와

판매자는 조건을 협상한 다음 자체 실행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교환함으로써 거

래를 진행할수있습니다. GFYTT는 GFY 데이터교환에서 스마트 계약을실행하는데사용되는유일한

가상화폐입니다.

GFYTT, GFY 에코 시스템에 합류

의료 분야의 유망한 미래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료 실험실, 병원 및 mHealth 앱 개발자는 GFY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GFYTT로 지불해야 하는 멤버쉽 요금이 있습니다. 개발 팀에는 GFY 앱과 상호 작

용할 수있는 SDK 및 API 도구가제공됩니다. 새로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계획이거나 기존 애

플리케이션을 보유한개발자는 이도구를 사용하여 앱을 GFY 앱과 동기화할 수있습니다. 다른개발자

는 GFY 앱에서직접실행되는더간단한 mHealth 솔루션을구축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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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검사 등록 – 헬스케어 제품들

– 가상 케어 – 건강 키트

– 다른 건강관리 서비스 – 건강식품과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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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토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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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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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Healthcare Service

GFYTT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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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요약

Token Name: GenForYou THE Token

Token Symbol: GFYTT

Max Supply: 6 Billion

Platform: ERC-20

Company & Community 45%

ICO 35%

R&D 13%

Team 4%

Advisors 3%

Token Allocation

토큰 소각 정책

APK 파일을 통해 모바일 장치에서 GFY 앱을 다운로드한 후 사용자는 GFYTT를 화면에 나타나

는주소로보낼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GFY 앱에표시된주소로토큰을보내면토큰의 ID와모바

일 장치의 일련 번호가 일치하면 즉시 토큰이 소각됩니다. 따라서 GFY 앱을 활성화하는데 사용

되는 모든모바일 장치에서 하나의 GFYTT가 소각되어 GFYTT의 순환 공급이 감소하고 GFYTT

값의안정화에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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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토큰판매계획

18

Private Presale

0.9 billion tokens (USD 90,000,000)

For USD 1.00, ten GFYTT bonus tokens will be provided.

USD 100,000: 5% additional promotion bonus quantity = 1,050,000 tokens

USD 500,000: 10% additional promotion bonus quantity = 5,500,000 tokens

USD 1,000,000: 15% additional promotion bonus quantity = 11,500,000 tokens

USD 2,000,000: 20% additional promotion bonus quantity = 24,000,000 tokens

Public Presale

0.6 billion tokens (USD 120,000,000)

For USD 1.00, five GFYTT bonus tokens will be provided.

USD 100,000: 5% additional promotion bonus quantity = 525,000 tokens

USD 500,000: 10% additional promotion bonus quantity = 2,750,000 tokens

USD 1,000,000: 15% additional promotion bonus quantity = 5,750,000 tokens

USD 2,000,000: 20% additional promotion bonus quantity = 12,000,000 tokens

Public Sale

0.6 billion tokens (USD 300,000,000)

For USD 1.00, two GFYTT bonus tokens will be provided.

USD 100,000: 5% additional promotion bonus quantity = 210,000 tokens

USD 500,000: 10% additional promotion bonus quantity = 1,100,000 tokens

USD 1,000,000: 15% additional promotion bonus quantity = 2,300,000 tokens

USD 2,000,000: 20% additional promotion bonus quantity = 4,800,000 tokens

NOTE

• GenForYou 라이센스비용및가족멤버십가격 : USD 1.00.

• 제한된 수의 투자자를 위해 토큰의 개인 사전 판매가 개최됩니다. 보너스 및 잠금은 대규모

토큰구매자와개별적으로논의됩니다.

• 하나의 GFYTT는하나의 GFY 모바일앱을활성화하는데필요합니다.

• ICO 기간이지나면토큰가격은시장가격으로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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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로드맵
2019.09.09 to 2019.11.08

PRIVATE PRE-SALE 

2020.01.09 to 2020.03.08

Public ICO

Q1 2020

Medical platform integration

Q3 2020

Own Cryptocurrency Exchange

Q1 2020

Live Online Shop

2019.11.09 to 2020.01.08

PRE‐ICO OPEN

Q4 2019 – Q1 2020

Mobile App design

Q2 2020

1ST Version Service

Q4 2020

Official Version Service

Q2 2020

Total Integration Test

Q3 2021

Connect to the World

Q4 2021

Final Version Open

201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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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젠포유경영진

CEO Mr. Song-Kug Im

Siemens 9 years (World 1st Subway and Bus contactless card in S.K) 

Infineon 7 years (World 1st VDSL-modem project in S. Korea) 

YL Hightech Chairman

GenForYou CEO

CTO

Mr. Sang-Hyun Kim

Yonsei University, Computer Science

Hyundai Electronics S/W Developer 

Oracle Korea, Vice President

InnoBlock Advisor

CFO

Dr. Bu-Kug Im

Prof. in KNU in S.Korea

YL Hightech President

COO

Mr. Seok-Bin Yoon

IBM, Oracle Manager

CEO in Open Blockchain Forum

20



GenForYou Whitepaper ver 1.2

Copyright © 2019 GenForYou THE Token. All rights reserved

11자문역

Legal Advisor

Mr. Won-Hee Cho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Lawyer of  D’LIGHT

Patent Advisor

Dr. Byoung-Hong Jeong

Doctor D. in PNU

Researcher (A.D.D)

Patent Examiner(K.I.P.O)

Rep. Patent Attorney 

(Bestian Patent & Law Firm)

Finance Advisor

Mr. Jong-Ho Ba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Representative of private 

office for tax and acc.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 KNU

Finance Advisor

Mr. Yun-Jae Ryou

Certified Public Accountant 

7 years in KPMG Korea

MBA in KNU in S. Korea

Operation Advisor

Dr. Geon-Sub Hyun

Ex-Prof. in Columbia 

Mediapowerhouse 

President

Business Partner

Mr. Wha-Jae Jeon

Timegate Co. Ltd CEO

ITPlus VP

Samsung SDS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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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자문역

Business Partner

Dr. Jae-Su Kim

Former Minister of AFRA

CEO  Korea AF & FTC 

Administer RDA

Business Partner

Dr. Ildar Fazulyanov

Tuck School of Business

CEO in Well

Business Partner

Mr. Jong-Wook Chae

Morko CEO

Infineon KOR CEO

Siemens Manager

LG ELEC. Manager

Business Partner

Mr. Young-Seok Son

Samsung Electronics

Country Manager in  TI Korea

Business Partner

Dr. Kent Kim

Harvard Business Sch.

Founder of Dragon Forum

CEO in AMBLE Cryp Ex.

Business Partner

Dr. Charles Lee

Master Degree in KAIST

CEO in iSoft 

Cofounder for CAL Token

CEO in Blockchain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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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자문역

Business Partner

Dr. Sang-Don Moon

Doctor

Head of hospital

Business Partner

Mr. Jeong-Ung Yang

Manager in Korea Telecom

CEO in Credif

Business Partner 

Mr. B M JUNG

Hyundai Electronics

CEO in Celinx

CEO in Melper

Business Partner

Mr. Jong-Yeol Rheem

PRI Automation Korea CEO

STEAG ASIA Pacific CEO

V.P. of JT Corp

Business Partner

Dr. Sang-On Choi

Doctor D. in TUT

SEC Master

GLSI VP

Sensor Expert

23

Business Partner

Mr. Keun-Yong PARK

SECUHIGH CO., Ltd. CEO

Tupperware Koera IT G.M.

SAMICK Group IT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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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artner

Dr. Sung-Soo Kim

SKKU  School of Medicine Ma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Biomedical Science Ph.D. Candidate 

USEB CEO

24

* 주의
모든 고문들은 GFY 재단과 "GFY 토큰 할당 계약"에 서명해야합니다. 계약에는 각 고문에 대
한 토큰 할당 또는 주식 옵션 계획에 대한 조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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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정의및성명

아래에 제시된 정보는 완전한 것이 아니며 계약 관계의 요소를 암시하지 않습니다. 제품, 서

비스, 기술 아키텍처, 토큰 배포 및 회사 타임 라인과 같이 이 백서의 모든 자료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만, 해당 자료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어떠한방식으로도새롭게구성될수있습니다.

GenForYou THE 토큰은 이 백서에 포함 된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통화 또는 완전성으로 인

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잠재적인 GFY 토큰 보유자는 이

백서에 게시된 자료에 의존하거나 그에 기반한 약속 또는 거래에 앞서 적절한 독립적인 전

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GFY The Token은 어떠한 국가 관할권에서도 유가 증권으로

판단되지않습니다.

이 백서는 어떤 종류의 안내서나 제안서도 구성하지 않으며 어떤 관할권의 증권에 대한 투

자 제안이나 유가 증권의 제안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GenForYou THE Token은 GFY THE

Token과 함께 구매, 판매 또는 거래에 대한 조언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제공하지 않으며 이

백서의발표사실은계약또는투자결정. GFYTT의판매및구매와관련하여계약또는구속

력있는 법적 약속을 체결할 사람은 없으며 이 백서를 기반으로 암호 화폐 또는 기타 결제 수

단을사용할수없습니다.

이 백서에는 GFY 응용 프로그램 및 건강 체인에 대한 기술적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

습니다. 기술 문서는 별도로 출간 됩니다.

26

이 면책 조항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당신이 어떤 경우
에 취해야할 조치와 관련하여 귀하의 법적, 재정적, 세금
등의 문제들은 기타 전문 자문가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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