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조 달러의 글로벌 베팅 산업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GOAL BONANZA
축구 베팅의 혁명

블록체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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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 개요

Goal Bonanza는 ERC20 토큰 기준의 자율규제 및 블록체인 기반 축구 베팅 플랫폼입니다. 낮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기존의 베팅 방식과는 달리, 집단 베팅 같이 10가지 예상 경기 스코어에 베팅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복권 방식을 결합한 새롭고 신선한 축구 베팅 경험을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 베팅
집단 규모가 커질수록 십만 단위 이상의 수익률을 창출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성공적으로 예측한 10가지의 축구 경기 결과에 1$를 투자하여 $100,000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Goal Bonanza가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임 구조와 더불어, Goal Bonanza의 혁명적인 방식은 수익, 상태, 성취, 경쟁, 집단 협력을
중심으로 사용자들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Goal Bonanza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상금, 배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도록 게임화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금, 배지, 포인트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은 그들의 상태를 높이고 특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의 기술, 전문성 및 성취
업적을 나타내는 요소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Goal Bonanza는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으로 이더리움을 게임 환율로 적용하여 이더리움 가상화폐의
수요 증가에 따라 이더리움 플랫폼 및 암호화 사회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전세계의 베팅 시장에서 이더리움 채택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Goal Bonanza 게임 진행 시 신용화폐 사용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도박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이라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운영 및 배당금 지불은 전환이 가능한 이더리움 화폐를
이용하여 수행됩니다. 저희는 3년 후 총 6백만 이상의 사용자와 7천4백9십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구 베팅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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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개요

소개

스포츠 베팅은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예측 결과에 괘금할 수
있는 매우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스포츠 베팅은 전 세계의 베팅
시장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오늘날 온라인 베팅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의 20%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년에는 휴대전화
이용률이 45%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규제에 무관한 통합 글로벌
스포츠 베팅 시장은 3조 달러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 중 약 65% 
정도가 축구 베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시아
시장은 스포츠 베팅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와 같이
도박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나라에서 규제되지 않는
판매처에게 주요한 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0억달러의 중국 시장의 경우
합법적인 베팅보다 10배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베팅, 포커, 카지노, 빙고, 도박
기기, 복권을 포함한 전세계의
모든 합법적인 도박 시장은
2017년 5조3백3십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3조6백3십억
달러 시장이었던 2007년도 대비
47% 성장한 숫자입니다.

합법적인 축구 베팅 시장의
산업성장률(GGY)은 2017년
8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세계 모바일 베팅 시장의
도박산업 성장률(GGY)은
2018년 모든 상호 연관 도박
산업에 있어 44%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전체
도박 산업의 5%를 대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이용률 증가에 따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도박 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럽의 성인 한 명당 평균
모바일 도박 소비량은 2010년
$1에서 2018년 $17로 성장할
것임이 전망됩니다.



$3조 달러

$10억 달러

65%

$17

$800억 달러

전세계 스포츠 베팅 시장 크기

축구 베팅율

축구경기 당 중국 시장 베팅 금액

2017년 글로벌 축구 베팅 시장 수익률

유럽의 성인 한 명당 모바일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

2 시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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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개요

축구 베팅의 인기 유형

가 장 일 반 적 인 축 구 베 팅
유형으로 90분의 경기가 종료된
후에 승리, 무승부, 패배의 세
가지 결과에 따라 결과값이
산출됩니다.

바르셀로나 레알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우승 1     2.10

레알마드리드 우승 2     3.30

무승부 x     3.00

2 : 1

풀타임 결과 (1X2)

전체 골 스코어 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대부분의 경우
베 팅 은 2.5 골 초 과 혹 은
이하에서 이루어지며, 두 가지의
결과값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첼시 아스날

2.5 골 이하 1.75

2.5골 이상 1.95

3.5 골 이상 2.80           

골 횟수 (이하/이상)

이러한 축구 베팅 유형의 경우
90분의 축구 경기시간 동안
정 확 한 스 코 어 를 예 측 하 게
됩니다 . 수많은 경기결과가
가능한 관계로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인터 AC 밀란

스코어 1 : 0         8.50

스코어 1 : 1         6.50

스코어 2 : 1         7.50

정확한 스코어 (CS)

2 : 0 1 : 1

기존의 전통적인 베팅 방식
판매책을 통해 베팅에 임할 경우 판매책이 승산이
있다고 제공하는 곳에만 베팅을 거실 수 있으며 ,
정해진 수치의 결과값을 얻는 방법 외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 판매책을 통해 결정된 베팅은 부당한
수수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판매책은 해당 베팅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베팅 방식
판매책이 정하는 제한된 베팅 및 정해진 결과 수익
대신에, 사용자들이 직접 베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 서로간에 베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통적인 베팅 방식과는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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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rket Overview

라이선스 및 규정준수
라이선스 문제, 규제 파급 효과, 필수 준수 사항.
나라 및 정부마다 상이한 매우 엄격한 규제 및
법률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Goal Bonanza는 지역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암호화 화폐 기반
플랫폼으로서 어떠한 법률 및 라이선스 요구
제제도 받지 않습니다.

유일한 고객 관점의 문제 처리
도박산업에 있어 혁신 및 차별성의 부재는
독점제공 및 엄격한 시장 규제를 동반한 기성
해결책과 다를 바가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Goal Bonanza는 새로운 게임 시장을 개척해
나아가며 시장에서 차별화된 축구 베팅 경험을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확인
신원확인에는 신분증 , 신용카드 및 은행계좌
정보를 포함한 실제 개인 정보가 요구됩니다.
Goal Bonanza에서는 신원 정보 없이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 및 출금 내역 또한 기록되지 않습니다.

낮은수익률
판매책에서 책정하는 낮은 수익률과 결과물로
인하여, 판매책은 합당하지 않은 수익을 올리곤
합니다 . Goal Bonanza는 이러한 수익률을
책정하지 않으며, 모든 부분을 참여자가 직접
행하실 수 있습니다 . 베팅 그룹의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률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기간에
따른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Goal Bonanza는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으로 이더리움을 게임 화폐로 적용하여 이더리움
가상화폐의 수요 증가에 따라 이더리움 플랫폼 및 암호화 사회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전 세계의 축구 베팅 시장에서 이더리움
채택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산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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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Bonanza의 배경

3 Goal Bonanza 소개

스포츠에 베팅을 시도해 본다면
이제까지 흥미롭게 여기지 않았던
경기들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 예측이 맞을까?” “내
팀이 우승하게 될까?”라고 말이죠

우승 및 실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거는 것은 자연스럽게 높은
아드레날린을 방출하게 되어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할 때와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경기에
베팅한 경우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할 것인지 패배할 것인지 손에
땀을 쥐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축구 베팅에
열광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박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전쟁과 결투를
마주할 일이 없기 때문에, 대신
스포츠의 안전한 경쟁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좋아하는 팀을
선택하고, 그 팀을 선택한 다른
팬들과 함께 어울려서 팀의
우승을 응원하고, 승리하지
못했을 때 서로 격려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성들은 축구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즐기곤 합니다. 
서로 간에 결과를 예측하고 그
예측을 통해 내기를 하곤 합니다. 
1달러를 지출하여 복권을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축구 베팅은 이보다 더욱
많은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1달러를
축구 경기 예측 내기에 사용하여
엄청난 배당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판매책들과 베팅 결과
교환정책은 이러한 수익창출에서
오는 즐거움과 아드레날린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러한 기존의
판매책들은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베팅 모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참여자로
하여금 1달러 베팅을 통해
엄청나게 거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축구베팅의 혁신적인
방안을 개발하였다면 어떨까요?
참여자가 스스로 베팅 기술을
선보이고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참여와 활동에 따른
특권, 보상, 보너스를 획득하는
전례 없는 플랫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 방법이 혁신과
새로운 면이 부족한 축구 베팅
시장에 생기를 부여할 때의 그
짜릿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년 3조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산업의 기회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축구에 내기를 거는 것을
좋아하며, 저희는 이러한 면을
토대로 축구 베팅을 좀 더 즐겁고
흥미롭게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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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가지에서 6가지 숫자를 맞추는 간단한 복권
방식의 경우, 복권 참여자는 1부터 49까지 숫자
중에 6가지 숫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선택한
6가지 숫자가 모두 맞는 경우 , 복권 참여자는
거금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권의 경우, 우승
확률은 13,983,816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
저희는 10번의 축구 경기 스코어 예측결과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우승자가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 통계적 및 경험적인
관점에 의거하여 축구 경기는 보통 10가지 이상의
결과값으로서 예측되게 됩니다.

Goal Bonanza의 과학적 접근

3 Goal Bonanza 소개

0 1 2 3 4 5 6 7+

0 7.2% 6.3% 3.4%

1 9.8% 11.6% 5.6%

2 8.1% 8.9% 5.2%

3

4

5

6

7+

33
.9
%

최종 원정경기 스코어

최
종

홈
경

기
스

코
어

최
종

홈
경

기
스

코
어

최종 원정경기 스코어
0 1 2 3 4 5 6 7+

0 7.2% 6.3% 3.4% 1.4% 0.4% 0.1% 0.1% 0.1%

1 9.8% 11.6% 5.6% 2.3% 0.7% 0.2% 0.1% 0.1%

2 8.1% 8.9% 5.2% 1.8% 0.6% 0.2% 0.1% 0.1%

3 4.8% 5.2% 2.8% 1.1% 0.3% 0.1% 0.1% 0.1%

4 2.3% 2.5% 1.4% 0.5% 0.2% 0.1% 0.1% 0.1%

5 1.0% 1.1% 0.6% 0.2% 0.1% 0.1% 0.1% 0.1%

6 0.4% 0.4% 0.2% 0.1% 0.1% 0.1% 0.1% 0.0%

7+ 0.2% 0.2% 0.1% 0.1% 0.1% 0.1% 0.1% 0.0%

상단의 표를 확인해 보시면 지난 4곳의 주요
영국리그의 지난 126년 간의 모든 축구 경기
스코어로부터 도출된 결과값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경기에서 2골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가 66.1%에 달합니다 . 이는 9가지
결과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관점에서
3 골 이 상 획 득 한 경 우 는 33.9% 입 니 다 .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49가지 경우의 수에서 최종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33.9%의 예측 값을 “Goal
Bonanza”에 적용하여 저희 모델을 통해 10가지
결과를 예측해 냅니다.

1 종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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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방식

Goal Bonanza는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최소 10가지의
선택권을 토대로 참여자가 축구 경기 최종 스코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복권형 게임입니다. 낮은
배당금을 제공하는 기존의 판매책 및 베팅 거래와는
달리, Goal Bonanza는 거금의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게
도와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과 참여할수록 높은 수익을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 배당률이 높을수록 수익을
창출해낼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80,000명의 참여자가 각각 $1 가치를 지닌
토큰 총 100,000 개를 가 지고 축구 경기 베팅에
참여하였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 중 180 토큰이 실적
없는 무승부인 0-0 스코어에 베팅 되었는데 경기가 0-
0으로 종료된 경우, 180 토큰은 베팅한 참여자들에게
분배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매번 우승 토큰은 555 토큰
혹은 $555를 생성해 냅니다.

베팅 옵션

또한 참여자들은 연계 전략 방법을 이용하여 승리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한 가지 이상의 결과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가지 결과에 베팅한 경우 확률적으로 우승 확률은 30%가 증가하게
됩니다.

Goal Bonanza는 복권 방식 및 축구 베팅을 결합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특별한 기술 혹은 노하우
없이 무한한 배당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제품입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저희는
축구 베팅 시장의 유일한 명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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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필수 요소

게임 참여자는 매주 150~200번의 축구 경기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요 국내 및 국제 축구경기에 베팅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제 3자 API 서비스는 이용가능한 경쟁, 경기 스케줄 및 경기 결과를 제공하고 다방면의 데이터 유효화
시스템을 토대로 데이터 품질 및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100GOAL 토큰을 이용하시어 선택한 경쟁자와의 축구경기에 배팅하실 수 있습니다. Goal Bonanza는 경기
성사 24시간 전에 포상금을 지원받습니다, 베팅은 축구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용됩니다.

최소 베팅 금액은 1 GOAL 토큰으로, 런칭 시 1 GOAL 토큰은 0.0002 ETH의 가치를 지닙니다. 참여자는 최소 1 

GOAL 토큰을 10가지 결과 예측 중 최소 한 가지에 베팅하실 수 있게 됩니다.

게임은 참여자들간에 게임을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공유됩니다. 승자가 없는 베팅의 경우, 해당 게임은
레벨 5 계정 사용자들이 매달 참여할 수 있는 잭팟 게임으로 귀속됩니다.

Goal Bonanza는 게임 조직책으로서 매 축구경기 당 9.75%의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레벨 3이상의 계정 사용자들은 금액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으시려면 ERC20 호환 토큰 월렛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의 토큰 판매를 통해 우승 금액을 수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 레벨 3 계정에 도달한 경우, 참여자들은 추천 받은 참여자로부터 10토큰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추천 프로그램은 레벨 2 이상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성취, 도전, 단계들을 완료해 나감으로써 보상으로서 부가적인 토큰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레벨 4 이상의 사용자는 보상 토큰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Goal Bonanza는 신원 증명, 신원 보증 양식 제출, 신용카드 및 은행 계좌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Goal 

Bonanza 참여자들은 모두 익명으로 활동하실 수 있으며 개인 정보는 보호됩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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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경기 시뮬레이션

레알 마드리드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의 세 번째
프리메라리가에서 레반테와 전력을 다툽니다. 홈 경기의 평균
승산 가능성은 1.10이고, 원정경기 시 19.00, 동률이 될 확률은
10.00 입니다. 레반테는 지난 두 경기 동안 무패의 실적을
보이고, 수비에 철저하며, 존은 레반테가 마드리드에서 낮은
스코어 동률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레알 마드리드의 홈 경기 승리를 예상하고, 베팅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GOAL BONANZA”를 통해 홈
경기 경기 스코어를 확인합니다. 존의 경우 레알 마드리드가
레반테에 패배할 것에 대비하여 “GOAL BONANZA”에서 각각
0:0, 1:1, 2:2 동률에 5토큰씩 총 15토큰을 베팅합니다. 이와
같이 축구 홈 경기는 다양한 베팅에 있어 인기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은 총 $45,782.85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기존의 판매책
혹은 베팅 교환창구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홈 게임에서
높은 스코어로 승리하였다면, 존은 “GOAL BONANZA”에서
15토큰으로 동률에 배팅한 부분에서 2.10 비율로 베팅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인기 있는 경기로,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예측하곤 합니다 . 적은 수익률의
배당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적은 결과값을 선택하곤 합니다. 홈 경기의
우승에 베팅을 걸어 높은 배당금을 획득하는 것은 기존의 베팅
방식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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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Bonanza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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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축구 리그

베팅 산업 적용 가능 축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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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화, 유지 및 합병

Goal Bonanza는 게임화 플랫폼을
게임 기술에 접목시켜 참여자들이
새로운 활동을 취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게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게임화 플랫폼은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그들의 경쟁, 

성취, 상태, 인정, 협력의 자연적인
갈망을 충족시켜 주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Goal Bonanza는
결과를 성취하였을 때 보상을
제공하여 사용자 참여율을
증가시킵니다.

사용자들은 배지 및 토큰과 같은
보상을 통해 스스로의 기술, 

전문성, 성취도 상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여자들이 결과를 예측하고
베팅을 진행함에 따라, 전문
기술을 쌓고 새로운 특권, 토큰
보너스, 새로운 계정 특성, 

새로운 게임 특성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됩니다.

참여자들은 토큰을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친구를 사귀거나, 친구들 및 다른
참여자들과 축구경기에
베팅하여 경쟁하거나, 고급 알림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선호하는
팀 경기에 배팅할 수 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큰 거래 베팅이 이루어진
경우, 베팅 알림을 받아 그
기회를 잡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고급 상태의 참여자들은 최고의
베팅가의 예측에 따라 베팅할 수
있으며, 베테랑 레벨의
참여자들은 특별한 파워플레이
게임에 참여하여 승리 수익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천
게임당 1토큰을 획득하여 프로
레벨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면을 통해 Goal 

Bonanza 옹호 세력의
어마어마한 세력 설립을 가능케
하며, 이는 새로운 참여자로
하여금 게임 습득에 용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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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레벨 및 이용 가능한 특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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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레벨
처음

레벨1

초보

레벨2

프로

레벨3

전문가

레벨4

베테랑

레벨5

잠금해제 레벨 계정 생성 첫 번째 베팅 10베팅 이상 100베팅 이상 500베팅 이상

레벨업에 따른 웰컴 보

너스
25토큰 50토큰 100토큰 250토큰 500토큰

승리 토큰 성취 여부 O O O O O

친구 형성 가능 여부 X 10명 이내 50명 이내 100명 이내 무한

참여자 활동 확인 X X X O O

개별 계정 X O O O O

친구 요청 전송 및 수신 X O O O O

친구에게 도전정보 전

송
X O O O O

토큰 청구 X X O O O

특별 보너스 탑재 VIP 

이벤트 참여
X X X X O

추천 프로그램 사용 X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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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 • 배지 •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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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Bonanza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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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Bonanza 스마트컨트랙트
Goal Bonanza 사용자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프론트엔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Web3 프로토콜을 통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총 사용자 수와 같은
게임 정보를 제공하고, 토큰을 이용하여 베팅을 실행하며, 승률 및 성취도, 보너스 및 보상 분배, 규칙 및
규제와 같은 부분의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프론트엔드 페이지는 경기에 임하는 축구 팀의 최신 스코어 뿐만
아니라 게임의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3 Goal Bonanza 소개

Goal Bonanza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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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Bonanza 플랫폼의환경요소와의 상호작용 방법
Goal Bonanza는 ICO 잔여 토큰을 판매할 것이며, 자금을 충당하고자 2차시장에서 구매 수량을 보충하고,

플랫폼이 성장함에 따라 사용자 기반 및 GOAL 토큰 회전율과 함께 토큰 유동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저희는
2차시장에서 GOAL 토큰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것입니다. 이는 플랫폼 유동성과 더불어 참여자들에게
판매하고 제공하기 위한 보상 시스템에 필요한 GOAL 토큰 자금의 유지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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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환경 및 유동 개요
Goal Bonanza 토큰(GOAL)은 ERC20과 상용되는 토큰으로 기본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ETH 사용자들 간에
손쉽게 판매되고 이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Goal Bonanza 구성원은 GOAL 토큰의 초기 판매 종료 이후
다양한 거래소에 토큰을 등록하여 주요 거래처와 상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GOAL 토큰은
Goal Bonanza 플랫폼에서 보상시스템을 통하거나, 초기 판매 기간 중에, 혹은 2차시장에서의 거래소에서의
구매를 통해 직접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사업 모델

저희의 사업 모델은 매우 단순합니다. 게임화 방법을 통한 주기적인 베팅을 위하여 강력한 시뮬레이션
및 청구 방법을 공유하고자 새로운 참여자들의 효율적인 참여 방법과 더불어 지불 계좌를 보유하고
전향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토큰의 반환 주기가 높을수록 총 수수료는 플랫폼 순환 내의 총
토큰의 백분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Goal Bonanza 사업 모델 피라미드

9.75% 

수수료

지속적 베팅

높은 수익

첫 베팅
배포 및
인수획득

특별한고 유일한
방식

토큰의
높은 반환율

보장된
수익 구조

다른 판매책 혹은 베팅
거래소와 달리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다른 판매책 혹은 타 베팅
거래소와 달리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게임화 구조는 참여자 보유 비율과
더불어 잦은 주기의 베팅으로 높은
토큰 반환율을 보장합니다.

보장, 위험 비용, 게임 스코어 불가지론,
수 익 모 델 . 저 희 는 단 지 주 최 측 일
뿐입니다 . 저희는 축구 경기 베팅 시
9.75%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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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규정



4 사업 모델

3년 계획 | 가정 및 수치
사용자 계정

매월 평균 185,417개의 새로운 계정 개설

계정의 20% 가 30일 이후 레벨 3에 도달

계정의 8%가 30일 이후 레벨 4에 도달

계정의 3%가 30일 이후 레벨 5에 도달

계정의 5%가 매월 해지됨

계정의 50%가 매월 활성화됨

계정
레벨

보너스
성취 보너스

소개
보너스

총 보너스
사용자 당
사용금액

L 1 & 2 6 1 5 1.00 6

L 3 20 15 50 7.08 75

L 4 100 75 30 17.08 350

L 5 500 500 20 85.00 1300

월별 사용자 당평균 수치 (토큰) 5.86 82.7

총 계정 보너스 토큰 판매 토큰 총 토큰 보유 토큰 토큰 잔고 운영 수입 운영비 수익

1년차 1.56M 53.5M 313.9M 367.4M 110.6M 57.1M $ 8.56M $ 2.9M $ 5.6M 

2년차 4.21M 206.3M 1.346B 1.553B 467.4M 261.1M $ 39.1M $ 2.7M $ 36.5M 

3년차 6.34M 383.5M 2.616B 2.999B 903.1M 519.5M $ 77.9M $ 3.0M $ 74.9M 

총수치 6.34M 643.3M 4.276B 4.919B 1.481B 837.7M $ 125.7M $ 8.62M $ 117.1M 

1

2

3

보너스 토큰 포함 1년 홍보 및 인수 활동 총
비용: $ 10.949M

Y2에서 사업은 자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현금
유동적 운영을 보이며, Y3에서 $36.5M, 및
$74.9M의 P&L (수익)을 생성합니다. 

제품 개발 및 Pre-ICO/ICO 재정상황은 Y1의
운영 자금 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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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수수료 가정 (예시 모델 하단 기재)

월별 6회의 총 토큰 반환 순환

토큰의 각각의 순환 주기 20% 청구

월별 순환 POT 수수료 % 수수료 (토큰) 

1주기 1,000,000 9.75% 97,500 

2주기 722,000 9.75% 70,395 

3주기 521,284 9.75% 50,825 

4주기 376,367 9.75% 36,696 

5주기 271,737 9.75% 26,494 

6주기 196,194 9.75% 19,129 

총 수치 30.10% 301,039 



5 기여도

해결해야 하는 산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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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및 규정준수
라이선스 문제, 규제 파급 효과, 필수 준수 사항.
나라 및 정부마다 상이한 매우 엄격한 규제 및
법률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Goal Bonanza는 지역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암호화 화폐 기반
플랫폼으로서 어떠한 법률 및 라이선스 요구
제제도 받지 않습니다.

유일한 고객 관점의 문제 처리
도박산업에 있어 혁신 및 차별성의 부재는
독점제공 및 엄격한 시장 규제를 동반한 기성
해결책과 다를 바가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Goal Bonanza는 새로운 게임 시장을 개척해
나아가며 시장에서 차별화된 축구 베팅 경험을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확인
신원확인에는 신분증 , 신용카드 및 은행계좌
정보를 포함한 실제 개인 정보가 요구됩니다.
Goal Bonanza에서는 신원 정보 없이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 및 출금 내역 또한 기록되지 않습니다.

낮은수익률
판매책에서 책정하는 낮은 수익률과 결과물로
인하여, 판매책은 합당하지 않은 수익을 올리곤
합니다 . Goal Bonanza는 이러한 수익률을
책정하지 않으며, 모든 부분을 참여자가 직접
행하실 수 있습니다 . 베팅 그룹의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률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기간에
따른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Goal Bonanza는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으로 이더리움을 게임 화폐로 적용하여 이더리움
가상화폐의 수요 증가에 따라 이더리움 플랫폼 및 암호화 사회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전 세계의 축구 베팅 시장에서 이더리움
채택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토큰 분배 및 자금 할당

10%

5%

5%

10%

70%

토큰 분배

설립자 및 구성원

자문

협력업체

Pre-ICO

ICO

40%

50%

10%

자금 할당

개발

홍보 및 인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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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금 모금

Goal Bonanza는 1,000,000,000 GOAL 토큰을 발행하여 크라우드세일에서 배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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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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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세부정보:

허용 화폐: ETH, BTC, LTC

ICO 시작일: 2017년 11월 16일
ICO 종료일: 2017년 12월 15일
최소 투자금 목표치: 아니

ICO 세부정보:

최대 투자금 하드캡: $25,000,000

토큰 구매 제한: 무한대
최소 거래 금액: 아니
최대 거래 금액: 무한대

1 ETH = $300    1 BTC = $8,000   1 LTC = $55

시작일 종료일 단계 토큰 가격 보너스 %

2017년11월16일 2017년11월16일 단계 1 $0.03 100%

2017년11월17일 2017년11월17일 단계 2 $0.0316 90%

2017년11월18일 2017년11월18일 단계 3 $0.0333 80%

2017년11월19일 2017년11월19일 단계 4 $0.0353 70%

2017년11월20일 2017년11월20일 단계 5 $0.0375 60%

2017년11월21일 2017년12월15일 단계 6-30 $0.04 - $0.0545 50% - 2,0%



7 로드맵

Goal Bonanza 제품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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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발 계획
사업 계획
UI/UX 개발
Pre-ICO 개시

GOAL BONANZA 개시 버전
스마트 컨트랙트 런칭
공공감사

분권화
모바일 개발
월드캡 공공 런칭

모바일 앱 공공 릴리즈
커뮤니티 고객지원 런칭

주주 및 설립자 배당금 지불

2017년
10월

2018년
1월

2018년
6월

2018년
10월

2017년
11월

2018년
3월

2018년
8월

2018년
12월

ICO 공공 발표
기반 개발

프로토타입
플랫폼 개발

인프라 개발
보상 시스템 런칭
지원 시스템 런칭

UEFA 챔피온 리그
UEFA컵

상위 10가지 축구리그

GOAL 결제 시스템 API
플랫폼 툴킷 개발

컨설팅, 마케팅
법률 지원

주식 교환거래 릴리즈
부가통합

이더리움 플랫폼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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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CTO
Veljko Ristic Jon Santillan Jacob Lopez

수석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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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과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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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djan Erceg

Aleksandar Birovljev

고문

고문
Andrew Rippon
고문

Ivan Recevic
고문

Gaurang Manjrekar
고문

Ahmed Elmi
고문

Kamal El Agha
고문

Daryl R. Wallace
고문

Zorana Mitrovic
UI / UX 개발자

Poch Gonzales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Oscar Daniel Torres
소프트웨어 개발자

Loraine Razon
프로젝트 매니저

Leodan Buduen
소프트웨어 개발자





주요 공지사항

본 부분과 뒷면에 수록된 “책임 포기 고지사항”, “진술 보증 부재”, “사용자 진술 보증”, “전향적 진술에 대한
경고사항”, “시장 및 산업 정보와 타인의 비 동의”, “자문 부재”, “정보 및 업데이트 상황 부재”, “분배 및 배급
제약”, “보안 및 등록 비 제공”, “위험사항 및 불확실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부분에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법률, 회계, 세금, 및 기타 전문 자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GOAL 토큰은 어떠한 사법권에서도 유가증권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백서는 어떠한 부분에서도
계획서나 제안서를 대신할 수 없으며, 모든 사법권 내에서 유가증권 혹은 투자를 간원하고자 구성된 것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본 백서는 GOAL 토큰 판매처(이하 “판매자”)에서의 토큰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으며, GOAL

토큰 구매를 또한 요청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본 사안 및 기타 백서 내용은 계약 및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GOAL 토큰 판매에 따른 모든 수익금을 Goal Bonanza의 암호화 화폐 프로젝트, 사업, 운영에
배치할 것입니다.

GOAL 토큰의 판매 및 구매에 있어 계약 및 법적 확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본 백서 기반에 따라
암호화 화폐 및 기타 지불 방법 수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본 백서에 따라, GOAL 토큰 판매 및 구매 시
판매자 및 구매자 간의 모든 계약 사항은 계약조건 (이하 “조건”)에 문서로 명시하여 준수합니다. 조건 및
본 백서 간의 불일치 조건의 경우, 조건을 우선시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 (세금 및 기타), 영주권자 및 싱가포르 거주자는 본 백서에 명시된 바와같이 Goal

Bonanza 토큰세일에 참여할 수 없으며, GOAL 토큰 구매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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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백서의 정보는 어떠한 규제 기관으로부터도 검사되거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및 법적 필수 사항
혹은 사법권 법률에 의거한 검사 및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 백서의 발행, 배포, 보급은 적용되는
법률, 법적 필수 사항, 규제를 준수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백서에 의거하여 Goal Bonanza 및 해당 사업의 판매처, 세부사업, 운영, GOAL 토큰, Goal Bonanza

토큰세일은 위험 및 불확실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본 백서의 전체 혹은 일부, 백서의 복사본은 본 백서의 배포 및 보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어떠한
나라에서도 절대 배포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백서의 모든 부분은 본 부분 및 “책임 포기 고지 사항”, “진술
보증 부재”, “사용자 진술 보증”, “전향적 진술에 대한 경고사항”, “시장 및 산업 정보와 타인의 비 동의”,
“적용 조건”, “자문 부재”, “정보 및 업데이트 상황 부재”, “분배 및 배급 제약”, “보안 및 등록 비 제공”,
“위험사항 및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복제, 배포, 보급이 금지됩니다.

책임 포기 고지사항
법률, 규칙, 규제로부터 인가된 최대 한도에 관하여, Goal Bonanza 및 판매자는 모든 간접적 손실, 특수
손실, 부수적 손실, 결과적 손실, 기타 손실, 권리 침해, 계약 손실 (수익 손실, 수입 손실, 사용 손실, 데이터
손실을 포함), 본 백서의 수용 및 책임에 기초하거나 연관되지 않은 손실, 사용자 본인의 원인에 따른 상기
내용과 관련된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진술 보증 부재
Goal Bonanza 및 판매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본 백서에 기입된 정보의 진실성, 정확도, 완전성에 관계된
권리, 보증, 동의를 포함하여, 어떠한 단체 및 개인에게 권리 및 보증에 동의하거나 해당 권리를 주장하거나
해당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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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진술 보증
본 백서 및 관련 부분의 어떠한 정보에 접근하고 수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하단과 같이 Goal Bonanza 및
판매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보증을 나타내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사용자는 GOAL 토큰이 사법권의 유가증권을 구성하고 있지 않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나) 사용자는 본 백서가 투자설명서로서 구성되지 않으며 유가증권 투자의 간원 및 제공을 의미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계약 및 법적 구속력을 지닌 법률 확약에 관여할 필요가
없으며, 본 백서의 기반에 의거하여 해당 내용이 가상화 화폐 및 기타 지불 형태 승인을 의미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다) 사용자는 본 백서에 나타난 정보가 적법한 규제기관에 의하여 검사 및 승인되지 않았으며, 법률 및
법적 필수 사항 혹은 사법권 법률에 의거하여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 백서의 발행, 배포, 보급은 적용되는 법률, 법적 필수 사항, 규제를 준수함을 의미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라) 사용자는 본 백서의 Goal Bonanza 토큰세일 착수 및 완료, GOAL 토큰의 가상화 화폐 교환을 통한
차후 거래에 관하여 이것이 본 백서에 의거하여 Goal Bonanza 및 판매자, GOAL 토큰 및 Goal Bonanza

토큰 세일의 가치 향상 암시를 의미하거나 이로서 해석되거나 간주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마) 본 백서 및 복사본의 배포 및 보급은 관할 사법권의 법률, 규제, 규칙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며, 본 백서의 소지에 따른 제약의 경우, 관련된 모든 제약사항의 책임은 Goal Bonanza 및 판매자가
아닌 본인이 감수하며, 사용자는 관련 규제를 확인하고 준수할 것임에 동의합니다.

(바) 사용자는 GOAL 토큰 구매 희망 시 GOAL 토큰이 하단과 같이 이해되거나, 해석되거나, 정의
내려지거나, 간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ㄱ) 가상화 화폐 이외의 화폐 유형
(ㄴ) (Goal Bonanza 혹은 판매자임에 관계없이) 기관 혹은 개인으로부터 발행된 사채, 주식
(ㄱ) 사채, 주식에 대한 신주, 옵션, 파생상품
(ㄴ) 수익 보호 및 손실 방지의 목적을 의미하는 계약 하의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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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집단 투자 계획의 단위
(ㄹ) 사업 신탁 단위
(ㅁ) 기타 유가증권 및 관련 사항
(사) 사용자는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 (세금 및 기타) 및 영주권 소유자, 싱가포르 거주자의 경우 GOAL

토큰을 구매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완벽히 인지합니다.

(아) 사용자는 암호화 화폐의 운영, 기능, 사용, 보관, 이전에 관한 이해와 더불어 블록체인 기반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암호화 화폐 Wallet, 기타 토큰 보관 방법,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에
대하여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 동의합니다.

(ㄱ) 사용자는 GOAL 토큰 구매에 있어 백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Goal Bonanza, 판매자, 개별사업, 운영,

GOAL 토큰, Goal Bonanza 토큰세일에 대한 위험성을 이해하고 완벽히 인지하고 있음에 동의합니다.

(자) 사용자는 Goal Bonanza 및 판매자가 모든 간접적 손실, 특수 손실, 부수적 손실, 결과적 손실, 기타
손실, 권리 침해, 계약 손실 (수익 손실, 수입 손실, 사용 손실, 데이터 손실을 포함), 본 백서의 수용 및
책임에 기초하거나 연관되지 않은 손실, 사용자 본인의 원인에 따른 상기 내용과 관련된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차) 상기 진술 보증은 본 백서의 수용에 기초하여 모든 내용이 사실이며, 완벽하고,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음에 동의합니다.

전향적 진술에 대한 경고사항
본 백서에 포함된 Goal Bonanza 및 판매자, Goal Bonanza 혹은 판매자를 대변하는 개별 담당자, 행정
담당자, 직원으로부터 거론된 모든 내용, 공동성명 발표 내용, 모든 장소에서의 공동 및 구두 전달 내용, 비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된 내용은 “예측 전망 내용 보고”로 간주됩니다. 해당 내용 보고는 “목적”, “목표”,
“기대”, “믿음”, “가능성”, “예측”, “예상”, "만약", "의도", "아마도", "계획", "가능한", "가능성", "프로젝트",

"해야 하는", "하는", "할 것" 또는 기타 유사 용어와 같은 예측 전망적 용어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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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은 전망적 의사 거론을 식별하는 독점적인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Goal Bonanza 및
판매자의 재정 위치, 사업 전략, 계획 및 예측, Goal Bonanza 및 판매자가 내다보는 향후 예측에 관한 모든
성명은 예측 전망적 서술로 간주합니다. Goal Bonanza 및 판매자의 수익, 이윤률, 예측, 향후 계획, 기타
기대되는 산업 트렌트, 기타 Goal Bonanza 및 판매자가 고려하는 백서 내 거론 요소를 포함한 예측 전망적
서술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예측 값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전망 서술은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위험,

불확실성, 기타 실제 향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Goal Bonanza 및 판매자의 수행 및 성취와 향후
결과와의 차이점, 기대 수행 및 성취, 예측 전망 서술에 표현 혹은 암시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하단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 주식 혹은 암호화 화폐 시장 조건, Goal Bonanza 및 판매자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나라별 규제 환경
(나) Goal Bonanza 및 판매자가 사업전략 및 향후 계획을 실행하거나 개시하지 못하는 위험성
(다) 신용화폐와 암호화 화폐의 이자율 및 교환 환율 변화
(라) Goal Bonanza 및 판매자의 기대 성장 전략 및 기대 내부 성장 결과의 변화
(마) Goal Bonanza 및 판매자의 개별적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지불 비용의 변화
(사) Goal Bonanza 및 판매처의 개별적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구성원의 연봉 변화
(아) Goal Bonanza 및 판매자의 고객 선호 변화
(자) Goal Bonanza 및 판매자의 운영 하에서의 경쟁 조건 변화 및 해당 조건 하에서의 양 측의 경쟁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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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Goal Bonanza 및 판매자의 향후 자본의 필요성, 해당 필요 내역 지원을 위한 융자 및 자산 이용 변화
(차) 전쟁 혹은 국제 및 국내 테러 상황
(카) Goal Bonanza 및 판매자의 사업 및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대재앙, 자연 재해, 불가항력의 상황
(타) Goal Bonanza 및 판매자의 통제 밖의 요소
(파) Goal Bonanza 및 판매자, 사업 및 운영, GOAL 토큰 및 Goal Bonanza 토큰세일(백서 참조)과 연관된
위험성 및 불확실성

Goal Bonanza 및 판매자 혹은 Goal Bonanza 및 판매자의 대표자의 모든 예측 전망 성명은 해당요소에
관하여 명확한 서술 자격을 지닙니다. Goal Bonanza 및 판매자의 실제 향후 결과, 수행, 성취에 관하여 본
백서에서 예상되고 표현되고 암시된 전망 결과값에서 벗어나도록 영향을 끼치는 위험성 및 불확실성에
따라, 예측 전망에의 지나친 의존 성향은 반드시 해당 성명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측 전망
성명은 본 백서의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Goal Bonanza 및 판매자와 대표자는 상기 예측 전망 성명에서 논의되는 실제 향후 결과, 수행, 성취
결과를 보증하거나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Goal Bonanza 및 판매자의 실제 결과, 수행능력,

성취도는 예측 전망 성명의 기대값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백서에 포함된 어떠한 점들도 Goal Bonanza 및 판매자의 향후 수행 혹은 정책 방침을 약속하거나
표현하거나 이에 따른 책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Goal Bonanza 및 판매자는 해당 예측 전망
성명과 더불어 새로운 정보가 향후 발현된다 하여도 향후 발전, 향후 상황 및 사정을 반영하는 전망 성명
개정의 공식적인 발표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시장 및 산업 정보와 타인의 비 동의
본 백서는 시장 및 산업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장조사, 공공 정보, 산업 출판물과 더불어 내부
설문조사, 보고서 및 연구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예측값을 제공합니다.

9 규정

1 종합 개요

2 시장 개요

3 GOAL BONANZA 소개

4 사업 모델

5 기여도

6 기금 모금

7 로드맵

8 구성원

9 규정



이러한 설문조사, 보고, 연구, 시장 조사, 공공 정보, 발행물은 신뢰할 수 있는 근원에서부터 수집된 정보를
포함하나,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및 완벽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Goal Bonanza, 판매자, 개별
담당자, 행정 담당자, 직원의 권리를 위하여 본 백서와 연관하여 구성원의 성명, 기타 속성 및 인지 정보를
포함한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명, 보증, 지원사업이 해당 직원에 의해 전달된 해당 정보가
정확하고 완벽하다는 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구성원은 동시에 업데이트 제공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Goal Bonanza 및 판매자가 정보가 정확하게 추출되고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행하는 동안 Goal Bonanza 및 판매자는 제 3자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정보 기반에 의거한 기본 경제에 대한 특정 가정의 정확성 및 완벽성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Goal Bonanza, 판매자, 개별 담당자, 행정 담당자, 직원은 해당 정보의 정확도 및 완벽성을
진술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적용 조건
GOAL 토큰이 판매처에서의 구매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본 토큰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하고자 Goal

Bonanza 및 판매자의 사업 및 운영, 기술 용어 및 약어, 예시, 설명이 본 백서에 수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명 및 의미전달은 최종 확정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준 산업 의미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일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적용한 경우 복수형 및 상호 반대되는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며, 남성형 단어를 적용한 경우 여성형 및 중성형 단어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람을
의미하는 참조 내용은 법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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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부재
본 백서의 모든 내용은 사업적, 법률적, 회계적 관점에서 고려되지 않으며, 백서에 명시된 Goal Bonanza,

판매자, GOAL 토큰, Goal Bonanza 토큰세일과 연관된 세금 자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백서에
명시된 Goal Bonanza, 판매자, GOAL 토큰, Goal Bonanza 토큰세일에 관하여 법률, 회계, 세금, 기타 전문
자문가와 상의함에 동의합니다. 사용자는 규정되지 않은 시점에 GOAL 토큰 구매에 대한 경제적 위험성을
마주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및 업데이트 상황 부재
본 백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Goal Bonanza 및 판매자, 개별 사업 및 운영, GOAL 토큰 및 Goal Bonanza

토큰세일과 연관된 모든 정보 및 서술 성명은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 및 서술 성명은 절대
Goal Bonanza 및 판매자를 대표하거나 Goal Bonanza 및 판매자에 의해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백서에 명시된 Goal Bonanza 토큰세일은 모든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서술 성명을 구성하거나, 변화가
없는 제안 및 내포 영향을 구성하지 않으며, Goal Bonanza 및 판매자의 사건, 조건, 예측에 따른 물질적
변화를 포함하는 합리적인 개발과 더불어 백서에 기록되어 포함된 정보 및 사실의 성명을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배 및 배급 제약
본 백서 및 백서의 일부의 배포나 보급은 관할 사법권의 법률 및 규제 사항에 의거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 본 백서 및 백서의 일부의 소지에 따른 제약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비용을
처리하여 확인하며, 이에 관련하여 Goal Bonanza 및 판매자는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백서의 배포 및
보급을 위하여 복사하는 사람의 경우, 해당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경우 본 백서의 소유자는 허가 없는
목적에 의거하거나 그에 상응한 해당 복사본을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으며, 본 백서의 내용 및 정보를
복제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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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및 등록 비 제공
본 백서는 어떠한 관할 사법권내에서의 유가증권 투자를 간원하거나 유가증권 제공 구성을 의도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내용을 기록한 계획서 및 관련 문서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본 백서 기반에
의거하여 어떠한 사람도 계약 및 관련 법적 확약의 의무가 없으며, 암호화 화폐 및 기타 지불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백서에 따라 GOAL 토큰의 판매 및 구매에 관한 모든 동의 및 계약은 오직 해당
동의서의 계약조건의 지배를 받습니다. 계약조건 및 본 백서 간의 불일치 사항의 경우, 계약조건이 우선시
됩니다. 본 백서에 의거하여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세금 및 기타), 미국 영주권자, 싱가포르 거주자는
Goal Bonanza 토큰세일에 참여하여 GOAL 토큰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본 백서에 기입된 어떠한
정보도 관련 규제기관에 의해 검사되거나 승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사안은 어떠한 관할 사법권내에서의
규칙, 법률, 규제 요소 하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 백서의 발행, 배포, 보급은 관련 법률, 규제 요소,

규칙을 준수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사항 및 불확실성
본 백서에 의거하여 GOAL 토큰의 구매예정자는 GOAL 토큰 구매 전에 본 백서에 명시된 Goal Bonanza,

판매자, 개별 사업 및 운영, GOAL 토큰, Goal Bonanza 토큰 세일, 본 백서의 모든 정보, 계약 조건에
관련된 모든 위험 요소 및 불확실성을 신중히 고려하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모든 위험 및 불확실성이 실제
상황, 사업, 재정 상황, 운영 결과, Goal Bonanza 및 판매자의 예측으로 이어져 발전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GOAL 토큰의 가치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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