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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K COIN은 동남아시아 태국의 파타야에서 골프 레져 산업을  진행하는 BRK-

holding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의 건강상태 정보등을 블록체인에 등록 후 

공유하는 레져 및 치유를 목적으로 발행한 토큰입니다. 

여행객들은 입국시 BRK를 통해 입력된 데이터를 교환 받아 파타야 내 골프 레져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것입니다.

일반 여행객은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의 고객 이력을 알 

수 없으며, 어떤 여행 환경에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DRK 

코인 회원들은 독립적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쉽게 블록체인에 

고객들의 여행 패턴과 건강 상태를 저장함으로써 여행객들의 블록체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고객 맞춤 여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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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K코인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변조가 불가능한 

블로체인에 여행 정보, 의료 지원 정보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편화된 각 서비스들의 정보를 모음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DRK 코인을 활용한
블록체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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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힐링의 사전적 의미는 치유를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여 

심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 직장인, 자영업자등 우리들은 각자의 역할에서 많은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확행’, ‘힐링’, ‘워라벨’등 행복과 힐링에 관련된 용어들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관통하고 트렌드 용어가 됐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잇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에 몸과 

마음이 지쳐 쉴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BRK Holdings에서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파타야 휴양지에 힐링 코스를 제공하여 다른 여행기업들과 

가맹을 통한 DRK 코인을 적극 이용할 것 입니다.

여행의 필요성

최근 5년간 성형외과, 피부과를 비롯한 미용성형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46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전부터 최근까지의 비율은 점차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타지에서 진료를 받는 외국인들은 환경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진료를 받는 외국인환자가 경제적인 상황이나 공간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BRK 홀딩스는  

레쌍여행사와 연관된 호텔들을 통한 이들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미용 성형을 위한 외국인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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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Blockchain?

2009년 세계 첫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의 등장을 시작으로 화폐, 금융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특징인 분권화와 탈중앙화의 가치를 기반해 

공증된 거래 중개자 없이도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 기록,  

보관하는 큰 강점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공인된 제3자 없이도 거래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과 운용이 중요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블록체인은 데이터 보안 및 개벽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초기에 전자화폐, 해외송금 등 금융서비스 산업에 중점을 두었지만, 

최근엔 의료, 제조, 물류 유통, 여행, 신원확인, 소유권 등록, 잠재적인 애플리 

케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등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각 정부들과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여러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및 전망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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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K 코인은 블록체인 정보를 검증, 기록,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을 활용해 정보 

공유와 신뢰성 보장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접목에 힘쓸 것입니다.

DRK코인을 활용하여 해외여행 및 국내여행을 온 사람들의 정보를 저장하여 

여행객들의 여행 패턴 및 소비 패턴을 저장하고 독립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지 않아도 손쉽게 저장 및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객들이 다른 여행지를 방문하여도 전 여행의 A경험에 대한 

기록으로 새로운 여행지에서 최적의 여행지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목적으로 나거나 단순 힐링 여행을 목적으로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DRK

코인을 이용해 보다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수 있습니다.

DRK의 블록체인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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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김치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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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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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內 유일 자체 생산
다양한 FLAVOR

다수의 경력직 외국판매직원

Strength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불리
부족한 홍보
2층 내 체험거리 빈약

Weakness

위치의 노출용 →홍보의 기회 증가
외국인 등의 방문으로
 지역 분위기 환기 가능
매장 내 최적의 동선 구축

Opportunity

경쟁업체

Threat

강점

약점

기회

위협



9

- 꾸준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 부산 관광 토산품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관광토산품 사후면세점(외국인 관광객 전용 

판매 면세점)

- 특색 있는 관광삼품(김, 김치)판매,한국 전통 

문화 체험 및 관광 토산품 홍보

· 회사명 : 김앤김치 Kim&Kimchi
· 설립일 :  2016. 6. 5
· 대표 : 박상래
· 주요사업 :
      └ 관광토산품 사후면세점 
          외국인관광객 
      └ 한국문화 체험관
· 자본금 : 2억원
· 소재지 : 부산구 영도구 태종로 
        763번길 21 1~2층 (동삼동) 

한국 김치의 유래, 
효능을 통해
역사를 이해하고 
문화를 함께
나누는 것에
의미를 갖는다.

주요사업

사업목표

Abou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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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 부산 관광 토산품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관광토산품 사후면세점(외국인 관광객 

전용 판매 면세점)

- 특색 있는 관광삼품(김, 김치)판매,한국 

전통 문화 체험 및 관광 토산품 홍보

· 회사명 : 부산 김 뮤지엄
· 설립일 :  2020.05
· 대표 : 박상래
· 주요사업 :
      └ 관광토산품 사후면세점 외국인관광객 
      └ 한국문화 체험관
· 자본금 : 10억원
· 소재지 :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로 1번길 10

부산 내 유일 김  
자체생산으로 
경쟁력 강화.

만들어지는 
과정을느끼고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주요사업

사업목표

About Us

부산 김 뮤지엄



11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안정적 

수익확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아름다움 

제공

- 코스메틱 사후 면세점 (외국인 

관광객 전용 판매 면세점) 국내 

유명브랜드 제품 판매 및 자사 

브랜드(OEM) 제품판매

· 회사명 : (주)제너두 코스메틱
· 설립일 :  2018.08.02
· 대표 : 박상래
· 주요사업 :
      └ 코스메틱 사후면세점 외국인관광객 전용 면세점 
· 자본금 : 3억원
· 소재지 : 부산시 부산진구 범일로 154번길 33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욕구를 파악하여
유명 브랜드（한류）및 자사 브랜드（기능성） 제품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현지 외국인 채용으로 
잠재수익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

주요사업 사업목표

About Us

제너두



- 꾸준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 부산 관광 토산품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골프예약 , 환전, 항공편 예약 및 

공항 픽업 

· 회사명 : 래쌍여행사
· 설립일 :  2014.06
· 대표 : 박상래
· 주요사업 :
      └ 일반 여행사업 및 인바운드 전문
· 자본금 : 2억원
· 소재지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06 905호
       (수정동 , 협성타워)

부산 인바운드 여행사로 동남아 및 
태국에서의 직접적 모객으로 인해 
안정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고있으며， 부산 관광명소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하는 
업체입니다． 태국 본사의 전체적인 
한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BRK Holdings의 국내지사 입니다

주요사업

사업목표

About Us

래쌍여행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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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유명한 골프 코스 조경사 Lt．Gen가 설계한 18 홀 
그린의 새로운 레이아웃 Weerayut Phedbeuasak은 더 
도전적인 녹색과 흥미진진한 게임을 가지고 골프 

애호가를 환영합니다． 호수와 울창한 정원의 숨막히는 
경치와 함께 16번홀 3번홀에서 휴식을 즐기게 

되어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1800에이커 면적의 18홀 
코스． 따뜻한 동쪽 Industrial에 위치한 Pattaya Country 
Club은 고객에게 골프에 대한 열정을 위한 완벽한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골프

- 골프레저활동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

- 골프      

주요사업

사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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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링과 요트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1995년에 설립 된 Ocean Marina Yacht 

Club에 저희 K Marin은 자리를 잡고 있으며 태국의 최적의 바람, 아름다운 섬, 맑은 

바닷물 및 맑은 날씨에 의해 지원되는 최고의 항해 조건 중 일부를 자랑한다는 사실에 

대한 비전이 있었지만 요트 애호가가 이러한 기능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선착장은 

없었습니다. 오션 마리나 요트 클럽 (Ocean Marina Yacht Club)은 이 빈 공간을 

채웠으며 오늘날 요트 최대 시설을 갖춘 아시아 최대의 선착장 중 하나입니다. 나 좀 

티엔 (Na Jomtien)에 위치하고 있고,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 공항에서 차로 90 분 

거리에 있으며, 태국에서 가장 장관이 수려하고 유명한 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K Marin은 럭셔리한 프라이빗 삶을 중시하며 특별한 여행코스를 제공합니다. 친구와 

함께 섬 주변에서 가벼운 당일 치기 여행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스노클링 / 다이빙을 

즐길 수 있으며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선상 프라이빗파티는 그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특별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숨겨진 보석과 같은 기회는 

저희 K Marine 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태국 동부 해안 최고의 휴양지인 파타야 주변의 아름다운 바다 여행을 위한 고객 

맞춤화된 경험을 위해 고안된 고급 요트로 먼저, 선 베드와 편안한 라운지를 갖춘 

넓은 상갑판은 투명하고 푸른 바다의 에메랄드 빛 장관을 보장합니다.  친밀한 

식사를 하기에 완벽하고 정교한 식사 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며, 맞춤 메뉴 및 현지 

직송 제공되는 신선한 일품 씨푸드 요리와 엄선된 음료를 제공합니다. 

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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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산업 분야의 최상의 

마케팅을 기획하고 성공시키는 

최고의 기업으로 발전하겠다

- 가상화폐거래소 홍보 마케팅 및 

기업 컨설팅 

· 회사명 : (주)보스컨설팅
· 설립일 :  2015.07
· 법인설립일 : 2019.01
· 대표 : 김명섭
· 주요사업 :
      └ 가상화폐 관련 홍보 및 기획
· 자본금 : 1억원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7길

급변한는 비지니스 
환경에 빠르게 맞줘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마케팅 전문가의 
차별화된 분석과 
전략솔루션으로 
성공마케팅 신화를 
이루워 갑니다.

주요사업

사업목표

About Us

B.O.S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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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관광객 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매년 한국관광을 위한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방문 시 선호하는 외국인 전용 면세점에서 DRK코인을 

활용하는 정보들을 블록에 저장하게 됩니다.

한 곳에 종속된 여행사만이 아닌 여러 여행사가 블록에 저장된 정보를 보고 앞으로 

한국에 여행 올 외국인들을 미리 유추해서 홍보할 수 있으며, 외국인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품 및 힐링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에서의 쇼핑에 한도가 있지만.DRK 코인을 토큰지갑에 

보관하여 한국에서 상품권 등을 자유로베 구매 가능하게 되고 구매한 상품권으로 

면세점,백화점등에서 쇼핑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쇼핑의 

한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단,여행사.관광객 및 DRK코인 사용 유저들의 정보를 

블록체인화 하여 사용처를 더 다양하게 확대할수 있습니다. 코인 재단은 전국 

사용처를 늘려 소비된 코인은 일정량 소각할 예정이며 토큰이 소각됨에 따라 가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DRK token

다 르 게 의

“ ㄷ ㄹ ㄱ ”
토큰 무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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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ken Name  – DRK

· Platform – Ethereum (ERC20)

Token Total Supply 
200,000,000 DRK (100%)

60% 20%

10% 10%

120,000,000 DRK 40,000,000 DRK

20,000,000 DRK 20,000,000 DRK

재단 사업확정 파트너사

유동성제공 마케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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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 JANG
- Global Development Diector
- Financial advisory consulting expert
- Cryptocurrency Advisor and Mark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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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IA KIM
- Property developer
- the head of the Korean beauty salon

STEAVE KIM
- BOS consulting COMPANY CEO
- Coin Exchange Markets Consulting Specialist
- Major in business administration

RESSANG
- Ressang Travel Agency Co.,Ltd CEO
- Busan Kim Museum Operation
- Xanadu Cosmetic Operation
- Ressang Travel Agency Branch Office Operation

KUN CHO
- BANGKOK BRK HOLDINGS CEO
- Teddy Bear Museum, Thailand CEO
- Pattaya Condo Villag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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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인 설립

- 비즈니스 플랜 구축
(백서,홈페이지,DRK COIN)

- 거래소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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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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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Q4

- 추가 거래소 상장
- GAT App 정식 출시

- 백서 및 사업 계획서 업데이트

2021 Q2

- 태국파타야 클럽 비즈니스
- GAT App 베타 출시

2021 Q1



본 백서의 목적은 백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 서비스 해당 

플랫폼에서 이용되는 코인(DRK)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 입니다.

DRK코인 및 관련 토큰은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담보로써 제공되거나 의도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백서는 모든 관할권에서 우가 증권의 제공, 투자에 대한 권유, 

투자 설명서로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본 백서는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어떠한 내용에 관해서도 개인적, 법적, 세금적 

또는 금융적인 자문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관련 서비스의 구매나 사용 

결정에 관련한 자문이나, 문서에 명시된 내용에 관련된 자문은 본인이 직접 

전문가를 통해 얻어야 합니다. “회사”와 본 문서를 통한 참여자 사이의 어떠한 

계약적인 관계도 내포하지 않습니다. 본 백서의 어떠한 내용도 투자를 

권유하거나 안내하지 않으며, 어떤 사법 관할 내의 어떤 유가증권의 구매나 구매 

권유도 유도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어떠한 사법적인 규제나 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으며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백서는 토큰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나타내지 

않으며,계약이나 거래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전체 및 일부분에 대해서도 

없음을 명시합니다.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본 백서를 바탕으로 DRK 코인의 

매매 및 기타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 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백서에 명시된 어떠한 정보도 규제 당국에서 검토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법률, 규제 요건 혹은 규칙 하에서 이러한 

조치를 행하거나 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본 백서의 출판, 배포 또는 보급은 해당 법률, 규정 요구 사항 또는 규칙이 

준수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백서는 이러한 배포가 법적으로 제한 

되거나 금지된 관할권에서 배포를 의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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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법적고지

면책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