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V
AGOV is an NFT platform aiming to
closely connect the real offline economy
to the online digital economy.
The goal of AGOV is to help people find
the appropriate value of marketable
products in the real economy.
It increases the consistency of the
products’ market values by maximizing
the transaction activity of real products
through the NFT and allowing those who
want to have them to ow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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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equality of opportunity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Products do not find appropriate value in the economy of the real world
because of information asymmetry. When a good product came to the market,
only a small number of groups possessed the information exclusively.
Thus, information could not be spread to a large number of individuals, and
many individuals often could not even have a chance to use a good product.

Inefficiency caused by divided information
Information was scattered due to physical limitations and the segregated
markets between countries and companies. In this process, information could
not be delivered efficiently, and it was difficult to find appropriate buyers.
This inefficiency prevented the product from being valuated properly.

AGOV Marketplace
Solution: Efficient and transparent infrastructure
New infrastructure is now needed for a large number of individuals.
It should allow every individual to have an opportunity to access it and prevent
the information from circulating exclusively. We need a transparent, reliable, and
easily accessible infrastructure. AGOV provides this infrastructure.

Start with a limited edition product
The issues of information asymmetry and inefficiency are more pronounced for
limited edition products. Since only limited quantities of limited edition products
are available, it is was even easier for a small group to monopolize information.
AGOV marketplace will start with the trading of limited edition products and
expand to food ingredients, living, fashion, and high value-added information.

Unique Features of AGOV
Redeemable NFT
AGOV connects the economy of the real world and the digital
economy through the redeemable NFT technology.
The market has various players who want to “own” the product
and who want to “invest” in it as well. The redeemable NFT
technology of AGOV satisfies the players who want to “invest” in
it by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trading and those who want to
“own” it at the same time.

Trust
It transparently presents the trading status between players and
the trading situation. Mutual trust can be secured owing to
transparent information.

Fast market price discovery through fast trading
It is possible to save time and cost caused by physical
limitations. It is also possible to find the right price efficiently and
quickly. As a product quickly forms a market price, sellers get
optimal returns and investors get returns quickly.

Connecting the digital economy and the economy of
the real world
As the offline market economy is transformed into the blockchain
market, the information will be connected more quickly and
transparently.

Role of AGOV Token
Vote on platform development
AGOV holders can submit proposals and vote on AGOV platforms that the
AGOV team can develop or implement.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the AGOV platform, the vote will mostly act as
“advisory”. Although the AGOV team will abide by most of them, it will not
restrict it. However, after the initial exploration period, we will make a more
formal governance structure by collaborating with AGOV token holders.
AGOV does not give AGOV TOKEN the legal right to manage the business or to
benefit from the relevant platform. In the early stage, AGOV allows AGOV token
holders to vote for presenting their opinions.

Voting for the products that token holders follow
AGOV holders can express their intention to follow by voting for products that
will be or have been traded on the AGOV platform.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public opinion poll and the AGOV team is not legally or contractually bound
for the results. However, the team will try to reflect that opinion as much as
possible.

AirDrop
AGOV holders may irregularly receive AirDrop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event that is conducted by the AGOV platform.

AGOV Token Information
AGOV Token Matrix & Distribution
40% Partners (52 Weeks Vesting)
20% Liquidity mining (52 Weeks Vesting after Hyperinflation Period )
18% Platform Treasury (156 Weeks Vesting after Hyperinflation)
10% Evangelist Program (52 Weeks Vesting after Hyperinflation)
10% Private Investors (52 Weeks Vesting after Hyperinflation)
2% DEV Fund (Locked During HyperInflation Period)

Token Information
Total issue quantity: 1,000,000,000 AGOV
Smart Contract Address (Ethereum, ERC-20)
0xc1ad269f10bf36d6972ee30827051b59d0d2456b
Smart Contract Address (Klaytn, KCT)
0x588c62ed9aa7367d7cd9c2a9aaac77e44fe8221b
Ticker: AGOV
Decimals: 18

유동성 제공에 따른 보상

10 AGOV per block, 200,000,000 AGOV mined as liquidity supply r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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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기간에 마이닝 된 의 는 즉시 분배된
다
기간 동안 마이닝 된 의 는
기간동안 락
진행되며 이후 약 년에 걸쳐 분배된다
의 추가 물량은
이다 따라서
개의
는 먼저 마이닝 진행 된다 먼저 마이닝 된 물량은
과 관계 없다.
이라는 추가 보상 기간의 기준은 주간 단위가 아니라 블럭단위이다.

Legal Disclaimer
본 자료는 AGOV 의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의 추진 일정과 진행 상황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검토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문서 상단에 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되
었으며, 본 자료의 내용은 해당 날짜까지의 사업 추진 방향과 진행 상황 등의 내용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작성 날짜 이후로는 언제든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내용의 수정 필요성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변경되어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자금을 모집, 수수할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본 자료를 근거로 그 누구도 자금을 모집하
거나 수수할 수 없으며, 본 자료의 발송 등의 행위가 투자 제안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자료는 투
자를 제안하거나, 투자인을 모집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며, 어떠한 지리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라도
투자 제안이나 투자인의 모집 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이 불법으로 규정된 국가, 지역의 경우, 전체 혹은 일부의 복제, 수정, 배포되어서는 안됩니
다. 또한 본 백서의 내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지역의 사람들이 본 자료의 내용을 인지하고 투
자를 하는 경우, 그러한 투자는 본인이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서 AGOV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서 정의하는 AGOV는 채권, 주식, 증권, 옵션, 파생상품 등의 금융 투자상품으로 해석될 수 없으
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AGOV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 이자 등의 소
득 및 수익을 보장 않습니다. 또한 AGOV의 토큰 홀더는 어떠한 경우에도 AGOV의 보유 행위를 투자 및
수익창출을 위한 행위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그 누구도 투자수익, 이자 등의 금융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
체로 이해하거나, 인식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자료는 AGOV가 추진하는 사업의 무결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AGOV를 이용하고자 하는 계약 당사자
들은 AGOV의 서비스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합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서비스 제공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일정의 지연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책임 지지 않으며,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계획의 실현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단, 이를 보
장하지 않으며,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개발 완료된 서비스의 무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재무, 회계, 세무 등의 자문 등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AGOV를 보
유, 사용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별, 지역별 정책과 법률에 의거하여 별도의 법률, 재무, 회계, 세무 등의 처
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큰홀더는 이에 대한 별도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으며, AGOV는 이러한 사항
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않습니다.
제 3 자로부터의 시스템 공격,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 사유 등 AGOV가 의도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생
태계의 조성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유, 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큰홀더의 개인 Key 분실 및 유출 또는 메인넷간의 차이를 원인으로 한 전송오류 등의 토큰홀더의 리스
크, 그 외 기타 토큰홀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리스크에 대해 AGOV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코인 가치의 하락 및 시장 환경의 변화, 불확실성, 정치적 리스크, 경쟁사와의 경쟁 등을 포함한 모든 리스
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이로 인해 AGOV의 개발이 중단되거나, 서비스 방향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
다. AGOV는 개발중인 기술로, 기술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변화가 AGOV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