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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stract

ThankQ (땡큐) 프로토콜은 결제채굴 및 포인트통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에 특화되면서도

모든 온오프라인 사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결제 프로토콜 입니다. 결제 마이닝이란

결제라는 채굴 행위를 통해 결제 당사자인 고객과 가맹점이 토큰을 획득하고, 결제 활동과

연관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얻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은 가맹점은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하거나,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위주의 결제 서비스 였습니다. 다양한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 프로토콜은 가맹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땡큐프로토콜은 생태계 발전에

기여를 한 가맹점과 고객, 그리고 다양한 생태계 참여자들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속성과 실현 가능성을 큰 차별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암호화폐 결제 방식은 불편했고, 전통 결제 방식도 나라별 정책과 국가 간 절차들로

복잡했습니다. 또 포인트 시장의 경우 너무 많은 여러 개의 포인트들이 산재 되어 고객은

불편함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기업들은 포인트가 부채로 남아 부담이 가중 되어 왔습니다.

땡큐프로토콜을 통해 이제 소규모 가맹점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메타버스와 각종 온라인

상점까지도 큰 제약없이 TQ토큰을 기축으로 하여 결제하고, 적립하고, 사용하고 통합된 결제

수단과 적립 포인트로 더 편리하게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의 점주들은 떙큐프로토콜의 생태계 안에서 편리하게 혁신적인 결제 수단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더불어 혜택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생태계 참여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땡큐프로토콜은 기존의 다른 결제 시스템보다 더 빨리 확장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신뢰 있는 결제 및 포인트 통합 프로토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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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기존시장현황

Introduction

이커머스 (E-Commerce)

통계청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2022년 이커머스 시장은 역대 최대인 160조

6000억원을 거쳐 꾸준히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이커머스가 포용하지 못했던 분야인 신선식품과 중장년층을

고객층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높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여 2023년 이후 200조 이상까지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땡큐 프로토콜은 오프라인 결제 및

온라인 결제를 모두 지원하며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을 오프라인 상점과 연계 ,

이해관계자에게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여 함께 성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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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기존시장현황

Introduction

멤버쉽 포인트 (Membership Point)

국내 포인트 시장은 2019년 약 20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시장의 경우 약 200조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시장 규모에 비해 고객의 입장에서는 포인트의 사용이 한정되어 있어 사용이 불편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포인트 지급의 본래 목적인 사용자 확보와 광고 효과를 얻기

보다는 경쟁 기업과의 눈치 보기 지급 방식이 현 상황입니다. 결국 마케팅 비용이 아닌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기업의 포인트

통합 시스템으로 인해 소규모 상점들은 포인트 마케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

받고 있고, 사용자 또한 매일 이용하는 다양한 소상공인 들의 제품과 서비스 결제에

있어 포인트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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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기존사업의문제점

Introduction

포인트 시장의 문제점

포인트(쿠폰) 서비스는 기업(마트, 쇼핑몰)에서 매출 증대 및 고객 유치 등의 마케팅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고객에게 발급한 포인트는 국회 회계 법상

기업의 부채로 분류되어, 발급한 금액만큼의 부채 충당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포인트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사회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되지 않을 시 기업의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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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포인트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발행한 포인트는 기업의 부채로 남게 되어 비용적 부담으로 발생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사 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부족하고, 기업간의 포인트 들은

호환성이 부족하여 기업과 사용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한 유효기간

등을 모두 기억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roduction - 기존사업의문제점

Introduction

기존의 결제 시스템은 오프라인 매장 시스템과 온라인 시스템 연동이 어려운 점도 또다른

불편함 입니다. 그리고 최소 사용 가능한 포인트 단위가 있어 그 단위를 채우지 못한 많은

포인트들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고객은 획득한 포인트의 사용을 ‘유효기간의 제한’. ‘최소 가용 금액의 제한’, ‘전액 사용’ 등

현금처럼 제약 없이 이용하기를 원하지만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특정 장소 사용, 최소 사용

금액 등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대기업 프랜차이즈 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마케팅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일부 포인트 통합

서비스를 통해 포인트 서비스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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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경이코노미, 다양한 포인트 종류와 유효기간

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지만 해당

서비스 제공사가 포인트 적립과

소비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소 유 하 고 가 맹 점 은 별 도

마케팅이나 데이터 활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등의 한계 점이

있었습니다.

직접 관리하고 내 고객에 내가

주체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의 필요성을 점주들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Introduction - 기존사업의문제점

결제 시장의 문제점

사용자가 결제에 있어 해외 결제 시 카드사 수수료와 환율에 따른 수수료 이중 부담으로

사용자에게 부담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또 가맹점 입장에서는 평균 3일 이상의 늦은

정산으로 자금 유동성이 감소 되어 운영효율이 저하 되기도 했습니다. 또 결제에 따른

보상이 전무해서 어떤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가맹점에 따라 혜택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 너무 다양하고 다른 혜택들로 인해 챙겨서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온라인 기반이 각각 반대의 인프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부담이고 어려워서 많은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상점은 고립된 자체 포인트 시스템으로 포인트 호환이 불가능하고 고객입장에서도

점포별 포인트 이용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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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포인트호환이불가능하고, 고객입장에서

점포별포인트이용이쉽지않음. 

대형프랜차이즈대비경쟁력없음.

고립된자체포인트시스템

소상공인의특성상온라인인프라

구축부담및어려움

온-오프라인연계의어려움

포인트적립에다른사용자정보에따른

별도마케팅활용도가현저히낮음

결제/ 포인트정보활용불가

해외결제시카드사수수료와환율에따른

수수료이중부담으로사용자부담가중

높은해외결제수수료

평균3일의늦은정산으로가맹점의

자금유동성감소로인해운영효율저하

늦은정산

특정결제수단에따른혜택없음, 

여러결제수단동일취급에따른불편함

결제수단따른보상없음



인센티브기반 통합결제/포인트솔루션의필요성

Introduction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나온 지 벌써 십 수년이 지났습니다.

암호화폐가 실물경제에서 지불수단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데에는 아직 느린 처리속도, 높은

결제 수수료, 불안한 가치 변동성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 많은 암호화폐들이 등장하고, 실제로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사용이 아직 제한

적이기도 하고, 상점으로 하여금 참여를 할 동기가 많이 부족 했습니다. 사용처가 없는 지불

수단은 가치가 없으며 결제지불 플랫폼도 네트워크효과가 강력히 작용하는 시장이라 사용

할 수 있는 많은 상점과 그걸 사용하는 고객이 많이 모일수록 더욱 많은 상점과 고객을

유지 확장해 나아갑니다.

인센티브 기반 결제 플랫폼

땡큐프로토콜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상점들과 사용자들이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결제 활동 참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프로젝트

입니다.

땡큐프로토콜은 글로벌 결제를 용이하게 하고 편리한 암호화폐 결제를 사용하게 하기에

앞서 결제 프로토콜을 확산시킬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결제 방법은 기존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며 그에 따른 리워드로 TQ토큰을 획득 하고 결제의 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가 아닌 로컬 상점들의 경우, 프랜차이즈가 주는 포인트 시스템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 상점들 또한

적용할 수 있는 편리하면서도 고객들에 추가적인 포인트 혜택을 주고, 기존 포인트와

새로운 포인트의 호환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땡큐프로토콜 생태계 내에서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사용자는 네트워크효과에 따라 성장하는 가치로 인해서 더 큰 혜택을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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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 Economy

Token Economy

토큰 이코노미란 경제주체가 토큰(화폐)를 발행해 토큰과 실물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규칙을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자신의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설계하고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토큰을 발행하고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토큰 이코노미는 산업의 제약이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를 넘어 제조업, 유통업 등 전통적인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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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이코노미와네트워크효과

토큰 이코노미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사업분야에 정교한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면 토큰 이코노미의

직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강한 사업 분야에서는 사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치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참여자가 많아지면 효용이

급증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없는 락인 (lock-in)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사업에서 사용자들의 참여는 사업의 실질적인 자본가치를 향상

시킵니다.

현금을 참여 대가로 지급하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재무적으로 부담이 커서

지속적인 지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여자도 받은 현금가치가 고정되어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토큰은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개선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주식 대신 참여자에게 기여한 만큼 토큰으로 대가를 지불한다면

절차가 간편하고 환금성이 높으며 사용자가 많아 짐에 따라 커는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Token Economy

ThankQ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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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사용처의중요성

토큰은 서비스 사업자의 영업이익에 거래액 (거래적 화폐수요)이 더해져 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토큰은 실제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화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 할 수 있는 사용처가 많고 그에 따른 거래액이

커지면 토큰 가격은 상승합니다.

기존 결제프로젝트의 경우 사용처가 부족하여 좋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온-

오프라인 사용처 확보의 실패로 결국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특히 결제프로젝트의 경우 사용처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블록체인인가?

중앙화 된 시스템에서는 토큰 이코노미가 제대로 작동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토큰을

얼마나 발행했는지 , 추가적으로 얼마나 발행할 예정인지, 또 얼마나 많은 수의

계정에서 해당 토큰을 다루고 있는지 등등의 정보를 토큰 발행사가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수정이 불가능한 분산형 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 많은 사람들이

장부를 조회 및 기록할 수 있습니다. 토큰발행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토큰 보유자는

토큰 발행량과 거래 등 의 정보를 누구나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고 또 신뢰 할 수

있습니다.

토큰 발행자는 신뢰 가능 시스템을 바탕으로 토큰을 발행해 토큰 이코노미를 구축 할

수 있고 토큰 보유자는 투명한 토큰 발행 정책을 바탕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ThankQ Protocol

ThankQ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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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Q Protocol

인센티브기반의결제/ 포인트통합프로토콜

기업 포인트 및 쿠폰 시장의 새로운 생태계 구현을 추구하는 THANK Q 플랫폼

THANK Q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포인트(쿠폰) 교환/통합 결제 플랫폼으로 기업(마트,

쇼핑몰), 고객, 가맹점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통합 포인트(쿠폰)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제안합니다.

땡큐프로토콜 내에서 포인트는 카드사, 통신사, 이커머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용으로 사용되며, 사용 되지 못하던 다양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 지원할 뿐만 아니라 TQ토큰을 기축으로 다양한 유통코인을 통합

합니다.

또한 소규모 상점들은 자신들만의 포인트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땡큐프로토콜 참여를

통해 통합 포인트의 혜택을 누리고, 소비자들에게 플랫폼을 통해 효율적인 마케팅 (쿠폰,

이벤트 알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구축하고 개발하고 어려워 도입하지 못했던 시스템을 지원하고, 결제 행동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확장을 용이 하게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활용으로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어 한국에서 시작해서 동남아, 유럽 등 전세계로 진출이 용이합니다.

땡큐프로토콜은 카드사, 통신사, 이커머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적용과 함께, 세계

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로 프로토콜 경제기반 통합 포인트(쿠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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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Q Protocol

고객인센티브

고객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플랫폼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을 하거나 결제를 하고, 즐겨 찾는 가게 등록, 이벤트 참여, 포인트 와 코인 적립 및

사용 내역 등 생태계에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가장 큰 보상은 결제를 통해서 발생 되어 생태계에 참여하는 상점들에서 더 많은 구매가

이루어 지도록 합니다. 결제 방식에 기존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 옵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도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순환

더 많은 사용자를 획득하기 위해 토큰을 보상하는 것은 선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사용자에게 토큰 보상을 제공하여 사람들은 서비스 이용 동기를 가지게 되고 거래를

활성화 시킵니다. 결제 서비스의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토큰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토큰 가치의 상승은 보상의 가치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해 거래액을

높이는 데에 기여 합니다.

Increase 
Transaction

Increase 
Token Value

Increase 
Compensation



ThankQ Protocol

Main Partner

대한상인은 업력 9년, 매출 200억원의 탄탄한 기업입니다. 대한상인 현 파트너 회원사 및

예정 파트너 회원사들은 추후 TQ네트웍스의 파트너사로 순차적 발표 예정 입니다.

NICE평가정보 기술사업역량 및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T-4) 인증

• B2B

• NEEDS

• 1 => 

2020

• Pool (B2B, B2C )

•

• / POS / APP 

•

• TQ

•

•

2022 ~    TQ / 

국제케이뷰티산업협동조합(IBIC) 

2020 B2B 1

대한상인 주요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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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Q Protocol

Main Partner

ThankQ Mart 는 1만 2천여 슈퍼마켓 회원과의

친밀한 네트워크를 활용 , 원스톱 공동 구매 ,

유통구조 단순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편의점 및 ThankQ 마트 점포수 비교

1만 5,600 개

1만 5,160 개

1만 2,000 개

1만여개

5천여개

생큐마트 가맹점 현황 및 예측

즉, ThankQ Protocol 은 이미 개발된 TQ POS가 곧 적용되면 곧바로 TQP 코인 생태계를

적용할 수 있는 상점이 1만 2천여 개에 달한 다는 의미 입니다. 대표적인 편의점인 CU, GS25

등이 각각 1만5천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1만 2천 점포의 수는 대단히

많은 수 입니다.

또한 ㈜티큐네트웍스의 메인 파트너인 ㈜대한상인은 전국 10만 여개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슈퍼마켓 판매용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B2B 온라인 플랫폼 “생큐마트” “박스몰”

“생큐식자재”의 운영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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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QProtocol Foundation

ThankQ Protocol

Unit 1101, 11/F, Enterprise Square, Tower 1, 9 Sheung Yuet Road, Kowloon 
Bay, Kowloon, Hong Kong

T.Q Networks Limited.

㈜티큐네트웍스 법인설립

㈜대한상인과 포인트통합플랫폼 사업을 위한 블록체인 사업 협약

재단연혁

www.tqnetworks.io/

T.Q Networks Limited. 홍콩 법인설립

Value Of 

ThankQ Protocol

ThankQ는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할 수 있는 포인트를 ThankQ포인트로 전환하여

TQ네트웍스(대한상인)의 가맹점들에서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ThankQ포인트를 TQ토큰으로

거래소 실시간 가격에 연동하여 전환, 이를 소유/보관/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TQ토큰을 유통코인의 기축통화로, 다양한 유통 코인을 스왑을 통해 통합하고

TQ네트웍스(대한상인)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사용성 및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외 되어 있던 소상공인 및 소규모 프랜차이즈 상점들에게 블록체인

기술 및 프로토콜 경제를 기반으로 포인트/결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갑니다.

-14-



ThankQPay

ThankQ Pay

자체 개발한 ThankQ Pay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점에서는 기존 결제 방식과 함께 TQ토큰

사용을 지원하고 ,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결제, 적립 , 현황 확인 , 토큰 전송과

가맹점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고객은 모바일 앱을 통해 적립한 TQ토큰, 실시간 TQ토큰의 시세와 그에 연동한 내 자산의

현금 가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 TQ토큰을 다른 지갑으로 전송을 할 수도 있으며,

신용카드, 상품권, 코인 중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결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앱 내에 코인 획득하기 기능을 통해 상점은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이에 참여 함으로써 사용자는 토큰과 포인트를 획득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TQ토큰

사용처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소 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다양한 ThankQ Protocol 의

파트너사에서 서비스나 재화 구매 또는 마케팅 캠페인 등으로 소진하게 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TQ토큰의 수량을 줄여 가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 개발에 강한 자체 개발팀을 통해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손쉬운 사용과 눈에 보이는 혜택으로 더 많은 사용자들을 빠른 시간 내에

유입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ThankQ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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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QPOS

ThankQ POS

상점에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만으로 ThankQ 결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십여년 간

유통업을 진행한 대한상인의 노하우로 ThankQ POS 에는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지원하는

기능들을 모두 담아 내고 그에 TQ토큰의 활용과 통합 포인트 적립/활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생소하지 않고 익숙하게 ThankQ POS 를 적용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 지기 때문에 확장이 용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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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Q Business Model

ThankQProtocol Service Flow

ThankQ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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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결제(포인트)

결제(현금)

결제(토큰(코인))

결제(포인트)

결제(현금)

포인트 백

결제(코인)

포인트 백

결제 요청

결제 승인

결제 요청

결제 승인

결제 요청

결제 승인

TQ Protocol 
Pay System

포인트
Deposit

코인 스왑
Deposit

포인트내역 정산

코인 내역

TQ 
Networks

TARA Soft &
기타 유통코인회사

Deposit
잔고 유지

Deposit
잔고 유지

포인트& 코인
사용량

코인스왑사용량

ThankQ Protocol 에서 사용자는 ThankQ 앱을 사용해서 결제를 하고 포인트를 적립/사용

합니다. 상점들은 TQ Protocol로 결제를 요청 하고 포인트와 코인 등은 TQ토큰을 기축으로

프로토콜내에서 필요한 수단으로 스왑 됩니다. 이는 다시 다양한 유통코인 파트너들과 자체

스왑을 통해 해당 유통코인 또는 TQ토큰으로 스왑 하여 정산을 합니다. TQ Networks 는

포인트/코인 사용량을 관리하고 안정성을 위해 파트너사로 부터 프로토콜 사용을 위한 일정량의

TQ토큰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프로토콜이 결제를 승인하면 상점은 빠르게 원하는 수단으로 금액을 정산 받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이 기록, 추적 되어 이 결제 과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에 약속한 보상을 지급합니다.

포인트, 코인 등의 보상들은 선택이나 유통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상이 하며 계속 고도화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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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B2B

결제
스왑

포인트

코인

De-Fi

스테이킹

TARA코인외

유통코인10종

B2C

사용자

가맹점

회원

일반거래소

폐쇄형
복지몰
B2E

사원

사용자 파트너사

파트너 사

CASE 1

CASE 2

CASE 3

CASE 4

TQ
Platform

TQ 거래소

• 가맹점의 포인트와 TQ포인트를 스왑하여 사용 : 가맹점포인트80~90% 비율교환

• 사용자 암호화폐거래소에서 TQ토큰을 구매하여 TQ 프로토콜앱을 사용하여 결제 : 사용자의경우각종

할인혜택, 가맹점의경우 TQ토큰을결제수용시 5~10% TQ토큰에어드랍

• TARA코인과 같은 협업체 코인 사용자 : TQ프로토콜내코인스왑플랫폼으로각코인을 TQ토큰으로

스왑하여가맹점에서사용

• 사용자 : 유통코인으로 TQ토큰을활용하는것외에잔여토큰을 De-Fi, 스테이킹등을통해서자산으로활용, 

이후 TQ포로토콜에서진행하는NFT프로젝트등의사업에토큰으로참여가능

CASE 1

CASE 2

CASE 3

CASE 4

• 가맹점(슈퍼마켓 1만2천여개 점포부터 시작)은 B2B사이트에서 TQ토큰으로 거래 : 결제토큰사용

• TQ프로토콜 앱의 사용자들에게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 : 강제푸시알람을통해서기존사용자외에반경

2~5km 신규고객유치가능, 기존마케팅업체를통한비용보다최소 50%이상비용절감

• TQ회원 전용 B2C 몰 : TQ포로토콜사용자는자동으로 TQ회원으로회원전용 B2C몰에서최저가쇼핑가능, 

8만개이상식품,공산품,가전,명품등등록완료, 추후추가아이템등록예정

• ㈜대한상인 파트너사의 폐쇄형 회사 복지몰 회원 : 각회사에서복지몰전용포인트를최소 90%이상사용후

10%정도의포인트를 TQ토큰으로스왑하여거래소및기타 TQ프로토콜의De-Fi, 스테이킹등을이용가능

유통 코인 파트너 및 결제처가 늘어남에 따라 스왑을 위한스테이킹예치 TQ토큰증가,

이는 곧유통량감소및 TQ토큰의가치상승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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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참여혜택(사용자할인, 포인트통합, 고객관리등) 으로생태계의지속적인확장

통합포인트

카드사, 통신사, 이커머스등다양한산업

분야에서사용되는포인트를통합하여고객

확보에필요한마케팅용도로확장됩니다

페이먼트

유통파트너의 코인 및 포인트를

TQ코인으로 전환하여 결제/ TQ코인 결제

시 사용자 및 가맹점주 모두에 혜택

가맹점 확장 플랜

각종 포인트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하여

사용자를 늘리고, 다수의 협회들과의 협업을

통해 포인트 통합과 추가적인 가맹점 확장을

통하여 해외 한국 상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TQ 코인의 해외 가맹점들을 더욱 확대 해 갈

것입니다.

1단계

초기단계에는 가맹점 확장을 통해 사용처를 많이 확보하고, TQ토큰의 사용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포인트 통합과 코인 결제를 적용 해 나갈 예정입니다. TQ네트웍스는 메인 파트너

대한상인(주)의 오프라인 온라인 협력사들을 가맹점으로 시작하여, 소상공인 사업체들의 포인트 통합을

통해서 가맹점을 확대해 나아가는 것을 기본적인 확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인 파트너인 대한상인이 가입한 슈퍼마켓협동조합 을 통해 5만여 개의 가맹점에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가맹점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슈퍼마켓에 국한하지 않고 사용자의 일상에 사용하게 되는 지역

상점, 예를 들어 까페, 베이커리, 문구 등 다양한 가맹점들을 확보하여 생활권 내에 많은 TQ PAY 사용처가

있어 혜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 대규모 프랜차이즈들과 경쟁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의 상생과 성장을 장려하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대규모 프랜차이즈와 경쟁, 공존 하며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다양한 포인트 회사들 과도 협업을 통해 기업의 부채로 남아있던 포인트들을

TQ 생태계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사용자들은 유효 기간이나 최소 사용 포인트 등의 문제로

사용하지 못하던 포인트를 통합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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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BNPL

Buy Now Pay Later (지금사고나중에

결제하세요)의약자로후불결제를

의미합니다.  TQ토큰을사용하는

가맹점을대상으로TQ토큰의활용도를

높이고 De-Fi와스테이킹을통해TQ토큰은

더많은이익을제공할것입니다.

NFT / DEFL

온/오프라인을관통하는유통코인으로NFT와

결합한여러프로젝트를실행하면서메인유통

코인으로자리잡고, 동시에NFT 특성을이용한

다양한도전을통하여단순유통코인이아닌

트렌드를이끄는주류로의비전을세울것입니다.

BNPL (BuyNowPayLater)

BuyNowPayLater (지금사고나중에결제하세요,선구매후결제)의약자로BNPL은후불결제를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힘든 사람들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들이나 카드를 만들기 어려운 주부 등이 온라인에서

결제 후 나중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비자는 선구매를 통해서 구매력을 높이고 무이자 할부

개념으로 대금을 나누어서 내면 됩니다. 가맹점은 BNPL을 통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소비자의 구매 단가가 높아지면서

매출이상승하므로수익성측면에서조금의수수료를내고수익을높이는장점이있습니다.

BNPL업체들은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사 보다는 조금 높은 2.5~4%의 수수료를 받고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해주는

구조입니다.

TQ네트웍스는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BNPL시장을 키워 나가고 소비자들은 할부로 대금을 지불할 때 TQ코인을 거래소에서

구매하여TQ네트웍스에대금을지불하도록하여BNPL시장구축을통해서결제수수료수입과TQ토큰의활용도를높이고De-

Fi와스테이킹을통해서TQ토큰보유자들에게더많은이익을제공할수있을것입니다.

BNPL은 TQ네크웍스가 구축한 오프라인 가맹점들과 가망 소비자들에게 양방향으로 만족을 줄 수 있으며, TQ코인이 더

대량으로 상용화되어 TQ토큰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곧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TQ코인의

가치를상승시키고TQ토큰보유자들에게다시그이익이순환되는구조를갖게됩니다.

실물경제 생태계 지원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교통카드(티머니), 편의점, 구글플레이, 지로납부, 

결제,  온라인쇼핑등다양한영역의가맹점으로

결제및마케팅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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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메타버스

메타버스에서구현되는경제생태계에서

지불수단은필요하고TQ 토큰은NFT연계서비스

등과같이메타버스를아우를수있는지불

수단으로 오프라인과 연계하여TQ토큰이

지향하는 글로벌유통코인으로서의자리를

확보할것입니다.

메타버스와NFT

최근메타버스는실물경제에서도그영역이급진적으로확대되고있는개념입니다. 최근주식시장에서메타버스와NFT관련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내는데 이는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구현되는 경제 생태계에서

당연히 지불 수단은 필요하게 될 것이고 TQ코인은 NFT연계 서비스 등과 같이 메타버스를 아우를 수 있는 지불 수단으로

오프라인과연계하여TQ토큰이지향하는글로벌유통코인으로서의자리를확보할수있을것입니다.

Non- Fungible-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예술, 음악 등 창의성이 필요한 부분에서 그 실용적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확장과발달에따라메타버스세상에서NFT는그효용성이더욱부각될것이다.

TQ네트웍스는 온오프라인을 관통하는 유통 코인으로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NFT와 결합한 여러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메인

유통 코인으로의 자리 잡는 것과 동시에 NFT의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단순한 유통 코인이 아닌 트렌드를

이끌어가는주류로의비전을세워가려합니다.

메타버스에서의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브랜드들이 메타버스에 진출하며 구매할 수 있는 가상 아이템, 또는 실제

아이템들이 많아 졌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에서 결제를 통해 획득하는 많은 가상 아이템들이 소유권과 안전성, 투명성을

위해 NFT로 발행되고 있다. 다양한 NFT 자산들의 구매에도 땡큐프로토콜의 결제 수단이 활용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땡큐코인과 포인트를 통해 결제하는 재화가 메타버스에서도 가상아이템으로 지급 되거나, 특정 NFT 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땡큐프로토콜내에서의혜택을제공하는등NFT를활용한다양한혜택들을확대해나갈예정입니다.

글로벌 금융 서비스

국내외사용자의결제데이터,  글로벌

파트너의구축에기반하여가맹점 대출, 예치, 

파트너사투자등 다양한금융서비스가능

자체 메인넷 및 거래소

더욱빠르고효율적인결제및포인트시스템을

위해자체메인넷과거래소를개발. 파트너

코인을 TQ 토큰으로실시간직접스왑하고

사용할수있는 자체거래소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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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잠재적 부채로 여겨지던 포인트를 플랫폼에서 획득이 가능한 프로세스로 적용

2. 기존 포인트 시스템의 제약을 제거하고 사용처 확보와 고객 편의성 증진

3. 가맹점들의 신규 결제 수단 확보로 인한 고객 유입 및 공동 프로모션 마케팅 진행

Value of THANK Q

THANK Q는 통합 포인트 결제 플랫폼으로 고객이 각 사용처에서 소비를 통해 얻은 포인트

중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할 수 있는 포인트를 THANK Q 포인트로 교환하여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THANK Q 포인트를 THANK Q Token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교환하여

투자 목적으로 소유 및 보관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THANK Q 팀은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및 프로토콜 경제를 기반으로 포인트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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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1만2천여 오프라인 상점과, NHN커머스 기업 등이 이용하는 온라인 폐쇄몰을 바탕으로 즉각 적용 가능

• 대기업 프랜차이즈 외에도 소상공인을 통합하여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 기축 통화로 자리 매김

• 다양한 점포 섭외 및 확장 경험을 가진 업력과 팀의 노하우로 빠른 성장

• 결제 코인 경험이 많은 타라소프트와의 파트너십과 자체 팀의 탄탄한 개발능력

구분 M token P token THANK Q

발행량 10억 개 39억 4100개 30억 개

사용처
야놀자, 신세계 면세점

등 불특정 다수

㈜D사의 가맹점인 피자 체인점, 

치킨 체인점, 서점 등에서 사용

생큐몰 거래처를 시작으로

이커머스 시장으로의 확장

안정성
보통

TPS속도 미확인
보통

4,000 TPS
높음

최대 8,000 TPS

확장성 낮음 (일부 업체 제휴) ㈜ D사 제휴업체로 한정 높음 (마트, 쇼핑몰 인프라 기반)

특징 확장성이 낮은 플랫폼
사업자가 P token으로 결제시
할인 및 프로모션 혜택 제공

높은 화폐 안정성과 소상공인 인프
라 확장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가능



THANK Q 포인트 통합 플랫폼은 기존 포인트 서비스들이 제공하던 포인트 교환/전환, 결제 시

할인 등의 기본 기능들을 포함하고 전액 결제 수단과 오프라인 마켓을 위한 바코드 및 QR코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포인트 생태계를 구축하여

고객과 가맹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 고객들은 가맹점에서 구매를 통해 얻은 포인트 사용 뿐만 아니라 거래소에서 직접 THANK

Q Token을 구매해서 THANK Q 포인트 플랫폼내에서 THANK Q Point2로 전환 시에 추가 포인트

지급을 통해서 선 할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Token Tracker THANK Q (TQP)

Network Ethereum (Erc20)

THANK Q 토큰정보및분배

내 용구 분

이 름

심 볼

발 행

가 치

ThankQ Token

TQP

3,000,000,000 TQ

TQ는 잠재적 가치만 존재하며 특정 자산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 TQ는 TQNetworks와 그 제품의 소유권, 권리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15%

리저브 15%

포인트 리워즈 / 에어드랍 25%

에코시스템 12%

토큰세일 15%

파트너 8%

팀 5%

어드바이저 5%

추후 자체 메인넷 구축

ThankQ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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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 Economy

소비자(User)

A : THANK Q 제휴업체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후 각 매장 별 포인트 획득

B : 각 매장별 포인트를 THANK Q 플랫폼에서 THANK Q 포인트1로 교환, THANK Q 포인트1을 THANK Q 토큰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교환

C : 보유한 THANK Q 토큰을 거래소에서 판매하여 현금과, THANK Q 토큰을 거래소에서 구매하여 THANK Q 플랫폼에서 THANK

Q 포인트2로 전환

(전환 시 선할인율 반영 10%) 하여 제휴업체 및 생큐마트 B2C몰에서 사용

F : 보유한 THANK Q 포인트1 또는 2를 생큐마트에서 물품 구매에 사용

일반 소비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및 재화를 구매함으로써 THANK Q 토큰 이코노미에 기여함으로써

할인된 가격에 서비스 및 재화를 구매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얻어진 THANK Q 토큰을 장기 보유 및 거래소에서 유동적으로

현금화 할 수 있다.

제휴업체(매장점주)

A : 소비자에게 서비스 및 물품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각 매장별 포인트를 지급, 소비자가 THANK Q 포인트2로 서비스 및 물품

대금을 결제할 시 추가 포인트 지급은 없고 제휴업체(가맹점주)에게 일정 비율의 THANK Q 토큰을 지급

E : 소비자의 THANK Q 포인트2 사용에 따라 생성된 THANK Q 토큰으로 THANK Q 플랫폼에서 푸시 알람 마케팅 등 플랫폼

유저에게 다양한 방식의 홍보 툴 사용 비용으로 토큰 사용

D : 보유한 THANK Q 토큰을 거래소에서 판매하여 현금화

G : 보유한 THANK Q 토큰을 생큐마트(B2B)에서 물품 구매에 사용(사용 시점 거래소 가격 API연동하여 가격 산정)

제휴업체(매장점주)는 THANK Q 플랫폼을 통해서 신규고객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마케팅으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THANK Q 포인트2를 사용하는 고객들로 인해 THANK Q 토큰의 확보(채굴)로 부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토큰 재단

다양한 제휴 가맹점의 기준 재화를 THANK Q로 삼으며 제휴업체 지갑(THANK Q 플랫폼 월렛)에서 자동연산 포인트와 토큰 간

전송 & 교환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확인 가능 (추후 소각 및 유동성 공급에 참고)

생큐마트

B2C

USER

소비자
거래소

THANK Q

Platform

THANK Q

제휴업체

생큐마트

B2B

CF

AB D

E G

THANK Q 토큰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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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 ECOSYSTEM

마케팅

기업의 자체 쿠폰 및 포인트, 최저가, 투자 등에 니즈가 있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SNS 광고를 진행한다. 향후 리마케팅 및 바이럴 마케팅을 추가하여 핵심

타겟의 플랫폼 사용을 꾸준히 독려하는 마케팅 플랜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추출한

데이터베이스를 타겟팅하여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검색 광고

외에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는 새로운 고객들의 유입이 가능하다. 사용자들이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제휴된 마트에 일부 제품을 온라인 최저가로 제공함으로써 꾸준한

유저들을 발생 시킨다.

다양한 결제/교환 수단(플랫폼) 연동

향후 전국 상점에 대한 실물경제 생태계 지원

도서상품권 , 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 교통카드(티머니), 편의점 , 구글플레이 ,

지로납부, 결제,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영역의 가맹점으로 마케팅 및 확대 지원 예정

THANK Q 마케팅

THANK Q

재단

결 제

플랫폼

THANK Q TOKEN
Protocol Economy-Based

E-Commerce Innovation Business Systems

교환

플랫폼

암호화폐

거래소

SNS

플랫폼

고객 맞춤
구매 서비스

재단 공시
안내 서비스

토큰 구매
및 포인트

전환

제휴업체
리워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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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MAP

2021 2Q THANK Q Team 구축, 및 코인발행

THANK Q Token smart contract

THANK Q Token 플랫폼 구성 및 기획

Whitepaper. Ver. 01

2021 3Q

2021 4Q

2022 1Q

THANK Q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THANK Q wallet test

THANK Q 국내 제휴 확장

THANK Q 로드맵

2022 2Q THANK Q 국외 확장

Linden Inc.와 업무협약 본계약 체결

멍냥이비밀밥상과 업무협약 본계약 체결

국제케이뷰티 산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 본계약 체결

더아이디넷 미국본사와 업무협약 본계약 체결

나무포스 Inc 미국지사와 업무협약 본계약 체결

THANK Q  메인 파트너 대한상인과 TQ 토큰 이코노믹스 시스템 확장

국내 페이 회사와 메인파트너 대한상인 상호협력 파트너 체결

TQ Point회사와 메인파트너 대한상인 상호협력 파트너 체결

TQ Point와 TQ Networks 메인 파트너십 체결

TQ Point와 TQ Token 스왑을 위한 시스템 개발

2022 3Q 글로벌 거래소 Lbank 2022. 08. 18 TQP 상장 완료

TQ Pay (Point) Web 개발 완료

TQP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결제 서비스 제휴 예정

2022 4Q TQP  해외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

TQP  국내 원화 거래소 상장 예정

롯데멤버스 L Point & 대한상인 MOU 체결 예정

대한민국 NFT 1위 메타콩즈와 MOU 체결 예정

메타타오(NFT 탈린)와 MOU 체결 예정

TQP 해외 유명 블록체인 회사와 업무 제휴 예정

2023 1Q TQP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결제 서비스 제휴 추가 진행

TQP  국내 소상공인 관련 협회들과 결제 시스템 제휴 추진

TQP 글로벌 결제를 위한 시스템 준비 착수

1단계 THANK Q 토큰 포인트 플랫폼 서비스 시작

2단계 생태계의 검증

3단계 포인트 생태계 구축 확장



THANK Q TEAM

THANK Q 팀및어드바이저

CEO

Chang Beom Ryu

Blockchain Start-up Consultant
Led 4+ blockchain (payment-related) projects 
LM International Ltd. CEO
MyoungJi University Majored in Social Overhead Capital

CBO

Yang Jo Jeong

Pier6 CEO – Contracted with SKT, NCSOFT+
NEXON Korea Mobile Global Businessr
NHN ent. Global Game Business
Naver China BPO Management

Seung Hyun Lee

Assistant Projessor, Woosuk Universigy
Security Management Institute, Director
Adjunct Professor, Soongsil Univ, Database Design and Analysis
Adjunct Professor, Howonl Univ, Project Management Engineering

CDO

Sebastian Ciszek

BCA Education - Program Manager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Client Relations
Overseas Marketing Specialist
Simon Fraser University, Vancouver,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Cambridge

COO

ThankQ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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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Q TEAM

THANK Q 팀및어드바이저

ThankQ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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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ANK Q 면책조항

본 백서(이하 “백서”)는 매물을 제공하거나 증권 또는 기타 금융 수단을 구입하거나 증권 거래,

THANK Q 토큰 투자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직 정보 제공, 설명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백서는 2021년 5월 17일 현재 완성되었거나, 최종본이 아닐 수 있고, 변경될 수 있고, 투자

위험성 관련 특정 정보를 포함하여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일절 포함하지 않습니다.

THANK Q 토큰의 오퍼링은 그 어느 관할권의 증권, 선물, 금융 상품, 자본 시장, 교환 통제 법령,

규정 또는 법령에 따라서 등록, 승인,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할권에서 THANK Q 토큰의

판매 제안 및 구매 권유는 기관 투자자, 자격을 갖춘 전문 투자자, 적용 가능한 법규에 따른

라이센스, 등록, 자격, 승인 없이 제안 및 권유를 받은 개인(“인가된 개인”)을 대상으로 한합니다.

본 백서는 인가되지 않은 개인 대상의 제공, 배포, 권유,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소매

업체 대상의 제공이 불법인 관할권에서 그와 같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THANK Q 토큰에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THANK Q 의 서류를 주의 깊게 읽고 검토해야 합니다.

THANK Q 토큰에 투자하는 것은 투기적이며 위험을 수반합니다. 투자 전에 이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THANK Q 토큰은 가치가 변동적일 것이며, 때때로 단기간 변동이 심할 수 있습니다. 견해,

전제, 평가, 진술, 미래 사건이나 전향적 정보와 관련된 것은 THANK Q의 주관적 전망, 견해, 전망,

추정, 의도로 구성되고, 의존해선 안되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 및 경제 요인의 영향을 받고, 내재된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포함합니다. 이 위험성과 불확실성은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을 모두

포괄하며, 그중 다수는 예측 및 수치화가 불가능하고, THANK Q 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 있습니다.

THANK Q 는 본 백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대한 진술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백서에 포함된 정보나 계획을 업데이트하거나 최신으로 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ThankQ Protocol

-29-



THANK Q는 한국과 미국, 기타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1) 토큰 구매자가 투자 시 자금을 돌려받는다는 보증은 없습니다.

2) THANK Q 는 운영 경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때문에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3) 토큰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투표권이나 THANK Q 의 의사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갖지

않습니다.

4) THANK Q 는 운영 중단을 강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THANK Q 는 THANK Q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 마케팅, 런칭 하지 못할 수 있으며,

런칭을 하더라도 THANK Q 시스템이 널리 채택되지 않거나 사용자가 한정되거나

상당한 경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블록체인 자산의 가격은 매우 변동이 크고, 디지털 자산 가격 변동은 THANK Q

생태계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백서의 제공이 규제 요건 및 관련 법률과 관련하여 준수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토큰 구매자의 경우 THANK Q 토큰에 대하여 단순히 백서에서 제공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리스크에 따른 결과를 모두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본 백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토큰 보유자는 토큰의 일부로 유틸리티 기능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회사는 토큰

보유자에게 특정 추가 혜택(“특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토큰

보유자에게 회사가 임의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러한 임의 혜택은 경영진의 재량, 회사의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언어별 백서 및 요약본의 내용이나 해석 불일치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어 버전을 우선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THANK Q 토큰을 구매하기 전에 면책 조항과 백서 관련 정보를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ANK Q 면책조항

ThankQ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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