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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로와나토큰(Arowana Token, ARW)이란? 

아로와나토큰(Arowana Token, ARW)이란 디지털 금 융복합 플랫폼 아로와나의 디지털 자산으로 

플랫폼 내 멤버십, 디지털 바우처 구매 및 판매, 디지털 전당포, 쇼핑몰 리워드 등 다양한 서비스

에 도입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아로와나 프로젝트는 신뢰할 수 있는 금 유통 및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의 원석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

고 한컴금거래소 및 한컴페이를 디지털 플랫폼을 결합하여 금 관련 비즈니스 양성화를 통해 개인

이 쉽게 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주요 스펙 

가상자산 명 아로와나토큰 (Arowana Token, ARW)  

코인 타입 ERC-20 

홈페이지  https://arowana.finance     

합의알고리즘 N/A  

설립자 Sung Ho Yoon (CEO) 

총 발행량 500,000,000 ARW 

토큰 분배 

현황 

30.00 % for Partner 

30.00 % for Foundation 

20.00 % for Marketing 

10.00 % for Private Investor 

10.00% for R&D 

상장 거래소 N/A 

 

* 위 사항은 2021.04.20 기준으로 재단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이며, 당사는 유통 가능 물량이나 시기가 제한

되어 있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재단이나 제 3자가 추가 물량을 유통할 수 있고 직∙간접적인 거래행위(자전

거래, 통정거래, 유동성 공급, 마켓 메이킹 등)를 통한 가격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3. 특징 



 

 생태계 특징  

아로와나 프로젝트는 금의 가공, 유통 및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정품 인증 및 보증 기관 연계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금 유통 시장을 구축하고자 한다. 아로

와나 디지털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융복합 플랫폼과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

로 진행된다.  

- Phase 1. 디지털 융복합 플랫폼: 디지털 융복합 플랫폼에서는 R-DAP을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발

행하고 보증, 교환, 거래가 가능하며 파트너와의 포인트 연동을 통한 가용성을 확대한다. 모든 

거래 내역은 DID 및 블록체인을 통해 운영된다. R-DAP은 기존 금 시장에 존재하지 않던 디지털 

바우처, 디지털 전당포, 디지털 코드, 융복합 쇼핑몰 한컴페이, 골드 옥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Phase 2. 디지털 금융 플랫폼: 디지털 금융 플랫폼은 현물 금, 디지털 바우처 보관, 크라우드 펀

딩 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디지털 금융 상품간 연계 투자가 가능하고 현물과 디지털 자

산 연동의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R-DAP 서비스 특징  

- 디지털 코드: 아로와나의 R-DAP의 서비스 중 하나는 모든 사물 및 사운드에 디지털 코드를 적

용하여 정품 인증 및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디지털 코드는 코딩 기술인 dot and color 

pattern, latent image, digital pattern 등을 이미지에 적용한다.  

- 디지털 바우처: 아로와나는 파트너사인 한컴금거래소를 통해 실물 금에 대한 보증 및 보관이 가

능하며 디지털 바우처 구매, 거래 및 교환 등이 제공된다.  

- 한컴페이: All-in-One 통합 결제 서비스: 한컴페이는 다양한 결제 환경을 한번에 결제 가능하도록 

모바일 통합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융복합 쇼핑몰(XR Shopping Mall): 융복합 쇼핑몰은 IT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소셜 커뮤

니케이션 플랫폼으로 XR 융복합 쇼핑몰로 시작하여 다양한 컨텐츠가 소비되는 메타버스로 확장

할 예정이다.  

 

빗썸 상장 프로세스 및 심사 기준 안내 



 

https://www.bithumb.com/customer_support/info_listed 

 

 

투자유의사항 

· 가상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유념하시어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십시오. 

-가상자산은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규제나 시장환경변화에 따라 가상자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시고, 신중한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 본 자료는 현재 시점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으로, 해당 가상자산 

재단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공식 홈페이지, 백서 및 주요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되

었습니다. 따라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자료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기초한 투자결정과 

투자결과에 관하여 당사가 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https://www.bithumb.com/customer_support/info_lis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