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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현대인에게 메신저는 생활필수품으로 단순한 대화를 위한 도구에서 벗어나 커뮤니티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실시간 소통과 정보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확장가능성을 가진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광고 등의 수입을 이용자들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그와 같은 플랫폼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참여자들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NESTREE 메신저는 기존 메신저의 틀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활동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대화형 커뮤니티의 참여자, 컨텐츠 생산자, 운영자, 광고주 등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컨텐츠와 정보의 활발한 공유를 통해 대화형 커뮤니티의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하에서는 NESTREE 메신저 및 NESTREE에 사용되는 EGG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프로젝트의 로드맵과 향후 코인세일 일정 등을 안내하고 주요 팀원, 어드바이저 및 파트너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이 특히 궁금해 할 것으로 생각되는 주요사항에 대해 FAQ를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Market Overview
The Evolution of Messenger
메신저는 모든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서비스입니다. 메신저 서비스로 인하여
스마트폰이 단시간 내에 대중화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소통과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순간 메신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신저는 무궁무진한 확장성이 존재하는 플랫폼입니다. 메신저는 일대일 연락 수단으로 시작하였지만, 점차 그 활용
범위가 넓어져 개인 뿐만이 아닌 단체, 동호회, 직장 등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 내용을 공유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정착하였습니다.

Communities in Messengers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한 메신저는 “커뮤니티”를 흡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커뮤니티란 오프라인 상의 네트워크가 아닌 온라인 상의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커뮤니티에는 ① 운영자, ② 컨텐츠 생산자 ③ 컨텐츠 소비자 ④ 광고주가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커뮤니티는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소셜미디어(SNS),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플랫폼이 통상 그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제 및 목적에
맞는 플랫폼에 커뮤니티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Disclaimer -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NESTREE. This is not an
off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 is a description and plan of how NESTREE will proceed in
developing the platform. NESTREE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any use of or reliance on such information by any person.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and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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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메신저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커뮤니티가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룹 대화방이 아닌
“대화형 커뮤니티”가 메신저에서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메신저 고유의 장점인 접근성 때문입니다. 채팅방은 생성이
용이하고 실시간적인 소통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플랫폼들에 비하여 편의기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화형 커뮤니티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상의 커뮤니티는 광범위한 주제를 대상으로 형성되고 있지만, 즉각적인 정보공유가 필요한 커뮤니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가 대표적이고, 가상화폐, 데이터 베이스, 직업, 주식 정보 등의
컨텐츠를 토대로 한 커뮤니티가 메신저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하루에 새로 생겨나는 그룹 대화는 250만 개가 넘고, 텔레그램 메신저에는 3만 명이
넘는 커뮤니티형 그룹 대화가 수백만 개에 육박합니다. 또한 텔레그램의 그룹 대화에 참여한 8천만 명의 이용자가
일으키는 조회수는 매달 300억 회에 달합니다.

출처:BI INTELLIGENCE

[ 그림 1 - 메신저와 SNS의 활성 사용자수 비교 ]
이러한 그룹대화의 성장에 주목하여 소규모 광고업체들은 이미 커뮤니티형 그룹대화를 상대로한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의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은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 '대화창
광고'(채팅목록 탭 배너광고)의 비즈니스 모델을 공개하였으며, 정액제인 보장형 광고 상품의 경우 한달에 최대 20
억원의 광고비용이 책정되었습니다.
대화형 커뮤니티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과의 대화 수단으로 출발한 기존의 메신저 서비스는
대규모 인원이 컨텐츠를 생산 및 소비하는 커뮤니티를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Text Message

Instant Messenger

Community Messenger

Person to Person

Friends, Groups

Unspecified persons
specific subject

[ 그림 2 - 메신저 이용 행태의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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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roblem
메신저 서비스에 이미 자리를 잡았거나 시작하려고 하는 대화형 커뮤니티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장 및 활성화의 어려움
메신저라는 플랫폼 위에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그룹 채팅방을 개설하는 것은 쉬우나, 이를 성장 및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룹 채팅방에서 양질의 컨텐츠가 꾸준히 공유된다 하더라도, 커뮤니티 참여자의 자발적인 홍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커뮤니티에 참여자를 모으고 홍보하는 것은 대부분 운영자의 몫이 되는데,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닌 몇만 명 단위의 이용자를 모으는 행위는 상당한 자본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선별적인 정보수집이 어려움
몇만 명 단위의 참여자가 모여 있는 그룹 대화방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한 공간에 모이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정보량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존 게시판 형태의
커뮤니티에서는 이용자가 컨텐츠를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푸시 알림을 통하여 정보가 전달되는
메신저에서는 자신의 선호와 무관하게 모든 정보를 받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자가 모든
정보에 대한 푸시 알림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메신저의 핵심인 즉각적인 정보전달 기능이 오히려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비즈니스 모델
단순한 그룹 채팅방과 대화형 커뮤니티를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특정 주제 및
목적에 타게팅되어 수만 명이 모여 있는 대화형 커뮤니티는 마케팅을 하기에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기존
메신저에서 비지니스 모델을 접목시키는 방법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경우 운영자가 메신저 외부에서 직접
광고주를 탐색하거나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제안을 토대로 광고를 진행할 뿐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용자는 자발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광고에 강제로 노출되어 피로감과 불쾌함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커뮤니티에서 이탈하고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저해되어 다시 이용자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존의 메신저 서비스는 유지비를 충당하기 위한 비즈니스의 과정이 번거롭고 마케팅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가 없어 운영자와 광고주 모두 충분한 만족을 가져다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용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앞으로 발전할 대화형 커뮤니티를 품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NESTREE는 블록체인 기술과 그에 기반한 혁신적인 생태계를 메신저 서비스에 도입함으로써,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참여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Disclaimer -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NESTREE. This is not an
off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 is a description and plan of how NESTREE will proce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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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ission
NESTREE 메신저는 블록체인의 참여에 대한 보상과 공유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인 dApp으로서, 대화형
커뮤니티에 특화된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자 합니다. 이에 NESTREE 팀은 다음과 같은 미션을 제안합니다:

성장 및 활성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수익화
비즈니스 모델

[ 그림 3 - NESTREE 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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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STREE MESSENGER

NESTREE 메신저 서비스는 DISCOVER, CHANNEL, CHAT, WALLET이라는 네 가지 메인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화형 커뮤니티는 '채널(CHANNEL)'이라는 명칭 하에 별도의 메뉴를 구성하며, 이는 지인을 대상으로
형성하는 ‘채팅방(CHAT)’과는 구분됩니다.

2.1. Discover
Discover에서 현재 운영중인 채널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빠르고 쉽게 채널을 접할 수 있도록 첫 번째
화면에 배치됩니다. 이용자와 커뮤니티를 연결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메뉴입니다.

채널 검색
채널 대표 이미지
채널명
각 채널의 이름

AIRDROP 정보
해당 채널의 에어드롭 진행 유무

채널 참여자수
최근 대화 시간
채널 설명
255자까지 채널에
대한 설명 작성 가능

[그림 4 - DISCOVER 화면 기능 설명 ]

Disclaimer -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NESTREE. This is not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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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hannel
채널은 대화형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입니다.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의
집약체입니다.

채널 목록 편집

채널 생성
새로운 채널 개설

채널 검색

보상 진행 유무

참여중인 채널 검색

참여 중인 채널
참여중이 채널 목록이며
최근 대화 순으로 정렬

채널 운영자
운영자 권한이 있는 채널

[그림 5 - CHANNEL 화면 기능 설명 ]

2.3. Chat
채팅은 기본적인 메신저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친구 또는 연락처 상의 기존 친구들과
손쉽게 일대일 또는 그룹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채팅 시작

채팅 목록 편집

대화 검색

채팅 목록
친구 프로필 이미지

[그림 6 - CHAT 화면 기능 설명 ]
Disclaimer -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NESTREE. This is not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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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Wallet
NESTREE 메신저는 탈중앙 암호화폐 지갑을 제공합니다. NESTREE의 암호화폐 지갑은 보상 수령 및 지급, 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NESTREE에서 지갑 생성시 개인키와 페이퍼키가 생성되며, 이 정보는 생성자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NESTREE 메신저가 제공하는 지갑은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지갑으로서, 서버 해킹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키와 페이퍼키는 지갑 소유자가 분실할 경우
복구가 불가능 합니다.
지갑 주요 기능
자산 보내기, 받기 (이용자 아이디, 주소)
P2P 거래하기
지갑 히스토리 조회
지갑 내보내기 (Metamask, MEW 연동)

✔
✔
✔
✔

지갑 관리
자산 목록 관리 및
프라이빗키, 페이퍼키 관리

자산 거래하기
유저간 암호화폐 거래
(P2P 거래)

자산 보내기

자산 목록

[그림 7 - WALLET 화면 기능 설명 ]

On the list

To be On the List
ERC20 Tokens +

Disclaimer -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NESTREE. This is not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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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ER BENEFITS
3.1. Main Features
3.1.1. Community Growth & Activation
Channel Power
DISCOVER 메뉴는 이용자와 채널을 연결시켜 주는 공간입니다. 추천 및 검색 시 채널이 상위에 노출될수록 더 많은
이용자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NESTREE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에게 매력있는 채널을 추천합니다. 채널 추천
알고리즘은 채널 파워(Channel Power)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각 채널은 정량적인 숫자로 매겨지는 채널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채널 파워는 참여자수, 참여자 활동성, 보상 정책 및 채널 지갑 보유량 등을 기반으로 측정됩니다.

참여자 활동성

보상

채널 참여자의
대화량이 많을 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

채널 보상이 진행중
일 경우 높은 점수를 획득

참여자수
채널 참여자수가
많을 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

CHANNEL

POWER

채널 지갑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자산 수량이 많을 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

[ 그림 8 - CHANNEL POWER 측정 기준 ]
추천 및 검색 시 채널이 상위에 노출될수록 더 많은 이용자와 연결될 수 있고, 커뮤니티가 성장할수록 참여자의
보상이 늘어나므로, 채널 파워는 이용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User Behavior Rewards
NESTREE는 참여자들의 기여에 따라 NESTREE 및 커뮤니티들의 성공이 결정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위한 운영 및 가치 있는 기여를 한 참여자에게 그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생태계에 기여하는 구성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보상 철학을 갖고 있으며, 이는 다른 암호
화폐 경제에서도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원칙으로써 참여자들의 초기 참여를 돕고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NESTREE는 블록체인 생태계와 같이 채널에 기여하는 참여자에게 채널 운영자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이 기능을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목적 유틸리티 토큰인 에그(EGG)를
암호화폐로 활용합니다.

Disclaimer -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NESTREE. This is not an
off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 is a description and plan of how NESTREE will proceed in
developing the platform. NESTREE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any use of or reliance on such information by any person.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and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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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되는 참여자의 유형 및 기능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Invitation Reward
초대 보상은 채널에 참여자를 초대함으로써 채널 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입니다.
참여자는 자신이 속한 채널에 다른 이용자를 초대할 수 있는 고유의 초대링크를 발급받습니다. 이로써 참여자는
새로운 참여자를 링크를 통하여 채널로 초대함으로써 운영자로부터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로부터
수령한 보상은 NESTREE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메신저 내에서
이용자들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채널 운영자는 참여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채널 지갑에 충전하고, 보상 금액을 설정하면 됩니다. 보상 지급은
스마트 컨트렉트에 의해 분배되어 모두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모든 프로세스는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참여자들은 채널 링크를 홍보하고 다른 이용자를 유입시키는 것으로 경제적 보상을 제공받기 때문에
운영자는 초대보상 기능을 활용하여 채널에 신규 참여자를 빠른 속도로 모을 수 있습니다.

채널
보상

보상
채널 운영자

보상

채널 참여자
채널 미 참여자

초대

초대
초대

[ 그림 9 - 초대 보상 ]

② Contents Reward
컨텐츠 보상은 컨텐츠 생산자에게 채널 운영자가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단순한 그룹 채팅방과 달리, 커뮤니티는 컨텐츠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참여자로 구성됩니다. 기존 커뮤니티에서는
컨텐츠 생산자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컨텐츠 생산에 대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참여자에게 동기부여를 하여 양질의 컨텐츠가 채널로
유입되게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채널에 공유하는 메시지나 컨텐츠에는 채널 참여자 누구나 공감을 표시할 수 있고, 획득한 공감 수가
채널 운영자가 지정한 수를 넘으면, 해당 컨텐츠 생산자는 운영자로부터 EGG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공감을 획득하기 위해서 참여자는 열성적인 컨텐츠 업로더가 되고, 이로써 해당 채널은 자연스럽게 참여자들이
머무르고 싶고 친구를 초대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Disclaimer -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NESTREE. This is not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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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2019 © NESTREE. All Rights Reserved

11

③ Random Reward
랜덤 보상은 참여자가 채널에 특별한 기여를 하지 않아도 채널 운영자가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이벤트성
보상입니다.
운영자가 채널에 미션이 걸린 랜덤 보상을 등록하면, 채널 참여자는 미션을 완료하여 선착순으로 보상을
획득합니다. 이로써 참여자들은 운영자가 예고없이 특별한 보상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어
평소에도 채널의 활동에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따라서 랜덤 보상은 채널 운영자의 메시지 전달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초대 보상

컨텐츠 보상

랜덤 보상

참여자 초대
채널 확장

대화 및 공감
채널 활성화

선착순
메세지 전달력

[ 그림 10 - 보상 획득 방법 및 기대 가치 ]

3.1.2. Commuinty Operation
채널이 성장하고 활성화될수록 채널에서 오고가는 메시지의 양은 급증하게 됩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게재되는
메시지는 채널의 정보 전달력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대규모 인원이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대화형 커뮤니티에 최적화된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NESTREE에서 운영자는 알림 필터링, 운영자만 대화하기, 멀티
공지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채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Push Notification Filtering
알림 필터링은 채널 참여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메시지만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참여자가 있는 채널의 경우, 푸시 알림을 통해 너무 많은 양의 정보가 순식간에 쌓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메신저에서 커뮤니티 채널에 참여한 이용자는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해당 채널의 알림을 끄게 되는데,
이 경우 참여자는 중요한 정보나 컨텐츠를 빈번하게 놓치게 됩니다.

Disclaimer -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NESTREE. This is not an
off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 is a description and plan of how NESTREE will proce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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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채널 운영자의 메시지이거나 채널에서 자신이 친구로 추가한 사람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채널에서 일정 시간 활동하다 보면 주로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특정됩니다.이에
NESTREE는 채널 안에서 다음의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푸시 알림을 받도록 합니다.

✔ 관리자의 메시지만 알림 받기
✔ 친구의 메시지만 알림 받기
✔ 특정 참여자의 메시지 받기
✔ 특정 참여자의 메시지 받지 않기
Admin Exclusive Chat
운영자만 대화하기는 채널에서 참여자의 대화는 제한하고, 운영자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수의 참여자가 모여 있는 채널을 운영할 때 참여자들의 잡담이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채팅창이 과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채널 운영자의 중요한 메시지가 일반 참여자의 메시지들에
의해 희석되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 운영자는 필요한 기간 동안
운영자만 대화하기 기능을 켜서 정보전달력을 향상시키고 과열된
채팅방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메신저와는 다르게 NESTREE 채널 참여자는
질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생겼을 때 운영자와 1:1 대화(CHAT)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채널 참여자는 운영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1 - 운영자만 대화하기 설정 ]

Multi Notice Board
멀티 공지는 채널 내에서 여러 개의 공지사항을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채널에서 운영자는 특정한 한 시점에도 다수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과거에 공유하였던 정보의 기록 또한
중요합니다. 기존의 메신저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만
공지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가 많은 내용을 공지해야 하는
경우, 하나의 메시지에 여러 개의 공지를 한번에 모아 작성하는 형태로
참여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가 공지를 등록해도
참여자들은 어떠한 내용이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멀티 공지 기능은 한 채널 안에 여러 개의 공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전달력을 높여줍니다. 참여자는 새 공지가 등록될 경우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멀티 공지
시스템은 운영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참여자도 정적인 컨텐츠를 게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 그림 12 - 멀티 공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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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Community Business Model
Target Marketing
타깃 마케팅이란 광고주가 광고 집행에 적합한 채널을 검색하고 선별하여 효율적으로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NESTREE 채널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주제를 소통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광고주는
채널의 참가자수, 참가자 구성, 채널 특성 및 목적 등을 조회할 수 있고, EGG를 사용하여 채널 운영자와
거래함으로써 광고를 채널 내에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고, 단순히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과 광고내용에 관해 소통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Reward
광고 보상이란 채널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광고주로부터 지급된 EGG를 채널 운영자와 참여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채널의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광고가 채널 내에 게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광고를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공유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광고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참여자들은 기꺼이 광고를 시청할
용의가 있으며, 이는 광고 시청 기반 리워드 앱에서 검증된 이용자 행태입니다. 광고 시청에 대한 보상은 스마트
컨트렉트에 의해 채널 참여자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어떤 이용자가 광고를 시청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광고주는 광고 조회수 및 클릭수, 이용자 광고 시청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광고 캠페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채널

광고 시청
광고 등록
보상지급
광고주
채널 운영자

광고 화면 예시

참여자

[ 그림 13 - 광고 보상 구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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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Subscription
채널 구독이란 운영자가 자신의 채널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메신저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고급정보나 컨텐츠는 때때로 높은 금전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메신저 시장에서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그룹 채팅방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존 메신저 서비스는 앱 내의
자체적인 결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채널 운영자는 그룹 채팅방을 유료화시키고 유료 회원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고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NESTREE에서는 간단하게 EGG를 이용하여 채널 입장료를 설정함으로써, 해당 채널에 입장하고 싶은
이용자로부터 수익을 거두고, 비용을 지불한 이용자만을 참여자로서 채널에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는
입장료가 아닌 정기 구독료를 설정함으로써, 구독료를 미지급한 참여자는 더 이상 채널에 존속할 수 없도록 유료
정책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채널 구독 기능이 있으면 각종 채널 운영자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신저 생태계에서 전반적인 커뮤니티의 수준이 향상됩니다. 채널 운영자는 채널 구독 기능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용하여, 1:1 법률 상담이나 기술 자문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메신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3.2. Other Features
P2P Trade
NESTREE 이용자들은 메신저 암호화폐 지갑을 이용하여 상호 간에 이종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이용자가 팔고자 하는 암호화폐와 사고자 하는 암호화폐의 비율을 설정하여 거래를 제안함으로써
개시됩니다. 요청된 거래에 대한 상대방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스마트 컨트렉트로 구현된 NESTREE 안심 거래
시스템에 의해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NESTREE 거래하기는 락업 또는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거래가 실패할 경우 거래에 요청되었던 암호화폐를 기존의
지갑으로 되돌려주는 안전 거래 시스템이 스마트 컨트렉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거래 실패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P2P 거래는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힘든 대규모 물량이나,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에 적합합니다.
* 해당 기능은 자금세탁 방지법 및 신원 인증 등에 대한 법률검토 과정에 있으며, 국제법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① 거래 자산 선택

② 유효 시간 설정

③ 거래 요청

④ 거래 진행

[ 그림 14 - P2P 거래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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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place
NESTREE 채널은 온라인 상거래를 위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NESTREE 이용자들은 채널 내에서 상품, 서비스 및 컨텐츠를 판매 및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상품의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할 경우, 암호화폐 전송과 관련된 낮은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제품을
거래할 수 있고, 판매자는 타 판매처보다 가격 경쟁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채널 내 그룹 채팅 또는 1:1 채팅을 통해 구매자와 즉각적인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거래에서의 실시간 피드백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큰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3.3. Value Proposition
NESTREE는 ① 컨텐츠 소비자, ② 컨텐츠 생산자, ③ 채널 운영자, ④ 광고주 네 그룹이 참여하는 메신저이며, 각
주체들은 NESTREE 메신저를 사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집니다.

컨텐츠 소비자

✔ DISCOVER에서 관심있는 채널 탐색
✔ 유료 채널 구독을 통한 고급정보 및 컨텐츠 수집
✔ 채널에의 이용자 초대를 통한 경제적 보상 취득
✔ 채널 광고 시청을 통한 경제적 보상 취득
✔ 알림 필터링 및 멀티 공지 기능을 활용한 정보 선별 및 확인
컨텐츠 생산자

✔ 컨텐츠 생산을 통한 경제적 보상 취득
✔ 컨텐츠 공감 추천을 기반으로 한 심리적 만족감
✔ NESTREE 이용자 신용도 레벨 상승
✔ 그 외 컨텐츠 소비자와 동일한 혜택
채널 운영자

✔ 초대 보상 기능을 통한 참여자들의 자발적 채널 홍보 유도 및 채널 규모 확대
✔ 컨텐츠 보상 기능을 통한 채널 활성화
✔ 운영자만 대화하기 기능을 통한 메시지 전달력 향상
✔ 채널 광고 유치를 통한 즉각적인 수익화
광고주

✔ 채널 규모, 활성화 정도, 특성 및 구성 분석을 통한 마케팅 타깃 집단 선정
✔ 실시간 광고 노출 및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효율적인 광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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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RATEGY
4.1. Platform Modeling
NESTREE는 “대화형 커뮤니티”의 성장, 활성화, 운영 및 수익화에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운영자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참여자들은 자발적인 기여를 유도하는 플랫폼입니다. NESTREE는 메신저의 형태로 시작하면서
기존의 메신저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합니다.

WEB

Public

SNS

Blockchain

Private
MESSENGER

[ 그림 15 - NESTREE Platform Modeling ]

① Real-time Interaction (Messenger)
NESTREE는 실시간 채팅 및 푸시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메신저의 시스템을 기본 모델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용자는
즉각적인 정보 수신 및 전송이 가능하며, 다른 이용자들과 매순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Contents Curation (Web Community)
NESTREE는 마치 웹 커뮤니티와 같이 이용자가 DISCOVER 메뉴를 통해 관심 분야의 컨텐츠를 쉽게 탐색하고,
정보를 선별적으로 취득하며, 채널 게시판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정적인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메신저와는 차별성을 갖습니다.

③ Monetize (SNS)
NESTREE에서는 SNS와 유사하게 사적인 네트워크의 한계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는 채널 규모를 빠르게 확대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채널에 광고를 붙여 손쉽게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④ Incentive (Blockchain dApp)
NESTREE는 탈중앙 암호화폐 지갑을 제공하고 유틸리티 토큰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플랫폼과 차별성을
갖습니다. 이용자들은 커뮤니티 활동 참여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취득할 수 있고, 광고 수익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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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User Growth

프로모션 보상 전략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NESTREE 자체의 성장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전략을 진행합니다. 모든 이용자들은 메신저 가입 후 NESTREE 공식 채널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채널에서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EGG를 이용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참여자들의 프로모션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이용자들은 앱 다운로드 링크를 자발적으로 배포하게 됩니다. 향후 NESTREE 공식 채널을 대규모
커뮤니티로 발전시켜 이용자 모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외부 플렛폼 연동
NESTREE는 기존 메신저 또는 커뮤니티와 경쟁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기존 서비스들과 상생을 도모 합니다.
NESTREE는 다양한 메신저, 커뮤니티, 블로그, 결제 모듈, 쇼핑몰 등의 서비스 등과 연동하여 이용자에게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등 많은 혜택과 편리함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API가 공개되어 있어 연동이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우선적으로 접근하여 NESTREE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API 공개
NESTREE는 써드파티와의 협업을 지향합니다. 개발팀을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dApp 및 IT 업계 종사자들을
위하여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채널에 여러가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API를 공개할 예정이며,
개발자 교육 및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트너십(Partnership)
NESTREE는 다양한 기업 및 단체, 커뮤니티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윈윈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업계뿐만이 아니라 대화형 커뮤니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NESTREE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메신저 내의 다양한 보상 기능을 활용하여 최대한
많은 파트너를 확보하고, NESTREE 생태계를 빠르게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Disclaimer -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NESTREE. This is not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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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Token Economy
토큰의 취득
이용자는 메신저 내 채널에서의 활동을 통해 Invitation Reward, Contents Reward, Random Reward, Advertisement Reward로서 EGG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 보상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를 초대하는 경우, 양질의
컨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채널을 수시로 확인하는 경우, 광고를 시청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용자의
활발할 참여를 유발합니다. 그 외에 Marketplace에서 물건을 판매하여 EGG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 운영자는 유료 채널을 운영하거나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게시하는 대가로서 EGG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채널
운영자가 더 높은 광고비를 얻기 위하여는 채널의 인지도 및 광고 적합도를 올릴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채널
참여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채널 참여자, 운영자, 광고주는 거래소에서 EGG를 구매함으로써 NESTREE에서 사용할 EGG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토큰의 사용처
NESTREE 메신저 내에서 이용하는 대부분의 기능은 EGG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EGG의 사용률도 높아집니다.
이용자 유형별 토큰의 사용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EGG의 사용처

운영자

채널 활성화를 위한 초대 보상, 컨텐츠 보상 기능을 사용
채널 파워 향상

참여자

유료 채널에 입장 또는 상품의 구매

광고주

광고 게재

채널 운영자

Deposit(EGG)
Profit (EGG)

Reward (EGG)
Channel

참여자

Contribute
Subscribe(EGG)

Deposit
EGG Register AD
광고주

Buy EGG
Buy EGG

EXCHANGE

Sell EGG

[ 그림 16- Token Economy ]
결과적으로 NESTREE 이용자가 증가하여 메신저 생태계 내 EGG 총 공급량이 늘어나고, 메신저 내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성장함에 따라 보상과 광고를 위한 EGG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EGG의 유통성 및 활용성은 점차
상승하게 됩니다.
Disclaimer -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NESTREE. This is not an
off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 is a description and plan of how NESTREE will proceed in
developing the platform. NESTREE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any use of or reliance on such information by any person.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and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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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EAM & PARTNERS

5.1. Team
JUN YOON
CO-FOUNDER / HEAD OF BUSINESS DEV

Experience
7+ years of experience in IT &
Consulting Industry from IBM,
Bitnine, Visualead
Education
Entrepreneurship, Tel Aviv University
B.S. in Electronic Engineering /
Business Administration, Sogang
University

RAY LIM
CO-FOUNDER / HEAD OF SERVICE

Experience
9+ years of experience in IT &
Development Industry from SK C&C
Skills : java, javascript, html5, css,
nodejs, c, c++, c#, solidity, SQL
Education
B.S. Computer Science,
Gwangwoon University

SEAN C.
HEAD OF UX/UI DESIGN

Experience
20+ years of Marketing.
Innocean Worldwide
Aioli, I.D.Look
Sae-A Trading
Shinsegae International
Nutility
Education
B.S in Textile & Fashion, Hongik
University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 Art & Culture,
Hongik University

Disclaimer -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NESTREE. This is not an
off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 is a description and plan of how NESTREE will proceed in
developing the platform. NESTREE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any use of or reliance on such information by any person.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and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2019 © NESTREE. All Rights Reserved

20

5.2. Partners

Disclaimer -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NESTREE. This is not an
off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 is a description and plan of how NESTREE will proceed in
developing the platform. NESTREE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any use of or reliance on such information by any person.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and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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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OKEN DISTRIBUTION
6.1. Token Sale Information
Ticker
Token type
Token Price
Total Supply
HardCap
SoftCap

EGG
ERC-20
1USD = 100EGG
3,000,000,000 EGG
6,000,000 USD
1,000,000 USD

6.2. Token Distribution

EGG의 총 발행량 3,000,000,000 GRED 중 ICO/IEO 참가자에게 발급될 EGG의 수량은 총 발행 금액의 20%인
600,000,000 EGG입니다.
하드캡이 달성된 경우, 그 이후에 신청한 ICO/IEO는 모두 반려되고 참여하였던 이더리움은 모두 반환됩니다.
ICO/IEO가 종료되면 하드캡에서 실제 ICO/IEO 모금액을 뺀 차액만큼의 코인을 분배하지 않고 모두 소각합니다.
한편, 소프트캡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 판매되었던 모든 EGG는 이더리움으로 모두 반환됩니다.
팀 구성원 및 어드바이저 기타 초기 투자자에 배분된 EGG에 대하여는 lock-up 기간이 설정되며, 그에 따라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는 EGG의 처분이 계약상 또는 기술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lock-up
기간은 EGG의 배분 대상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Disclaimer -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NESTREE. This is not an
off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 is a description and plan of how NESTREE will proceed in
developing the platform. NESTREE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any use of or reliance on such information by any person.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and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2019 © NESTREE. All Rights Reserved

22

6.3. Use of Fund
ICO/IEO를 통해 EGG를 판매하여 취득한 이더리움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항목

제품 개발

비율

40%

마케팅 및
비즈니스 확장

40%

법률

20%

설명
현재 운영되고 있는 메신저를 확장 고도화
거래, 지급 관련 기능 구축
AI 주문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
Global 확장 Platform 개발

초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Platform 참여자 확보 및 lock-in
관련 기존 컨텐츠 생산자 및 인플루언서들의 참여 독려 및 지원
유통 및 결제 서비스 dApp 생태계 지원.
기존 메신저 서비스 및 서비스 확장을 위한 M&A 및 전략적 투자

법률 자문

6.4. Engage in Token Sale
EGG에 대한 코인세일은 ICO 또는 IEO의 방식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중 어느 방식으로 코인세일을 진행할
것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팀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을 선택하며, 해당 방식이 최종적으로 선택, 확정되면
NESTREE 웹사이트(www.nestree.io)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공지합니다.

Disclaimer -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NESTREE. This is not an
off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 is a description and plan of how NESTREE will proceed in
developing the platform. NESTREE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any use of or reliance on such information by any person.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and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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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OADMAP

Q1

팀구축, 서비스 컨셉 구축 및 디자인

Q2~3
Q4

서비스 개발
클로즈 베타(iOS / Android OS)
버그 수정 및 최적화

2019
Q1

NESTREE PC (Windows / Mac)
개발자 API 공개

Q2

개발자 모임 활성화
서드파티 지원 및 활성화

2018
Q1

오픈 베타 (iOS / Android OS)

Q2

공식 커뮤니티 채널 구축
초기 사용자 모집 및 홍보

Q3

광고 보상 기능 출시
DISCOVER 메뉴 고도화
거래 및 전송 기능 고도화

Q4

컨텐츠 보상 기능 출시
채널 구독 기능 출시

2020

Disclaimer - Information provided is not for general distribution but is provided to give general knowledge to those interested in NESTREE. This is not an
offer,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of an investment, nor purchase of the product. It is a description and plan of how NESTREE will proceed in
developing the platform. NESTREE reserves the right to make changes to any of the above statements at any time without giving notice and shall not be
responsible in any way for any use of or reliance on such information by any person.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eek their own independent legal advice
and no legal liability shall be subjected to this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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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백서에 언급되어 있는 서비스는 현재 구현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NESTREE 메신저를 출시하였으며, NESTREE팀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NESTREE팀은 그간의 노하우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9년 4분기에 완성된 NESTREE 메신저와
API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2. 해당 서비스 시장의 경쟁 구도, 그리고 경쟁사 대비 NESTREE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NESTREE는 많은 메신저들과는 달리 대화형 커뮤니티에 중점을 둔 메신저로서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메신저들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를 새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다른 프로젝트와는 달리 기존의 서비스를 그대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로
전환(Blockchain transformation)하여 제공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3. 반드시 블록체인 및 코인 이코노미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화형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 및 그에 따른 보상내역을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하여 커뮤니티의 운영 및 참여에 대한 보상내역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화형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내역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고 상호 계약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함으로써 거래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상호 신뢰 기반 거래 시스템을 제공할 것입니다.

4. 코인세일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까?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기능을 안정화시키고 연산속도를 빠르게 하며, 다른 메신저의 대화방을 그대로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R&D 관련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요 고객층인 이용자들과 컨텐츠 생산자, 기업 등을 타깃으로
온/오프라인 미디어 매체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고, 글로벌 진출 및 관련 파트너들의 유입을 위해 EGG를 판매하여 조달한 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NESTREE 팀은 EGG의 판매대금 사용처 및 잔액, 또한 플랫폼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모든 내역 및 인보이스를 1개월
단위로 NESTREE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5. NESTREE팀이 이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NESTREE팀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메신져 서비스와 SNS서비스를 구축 및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미 공식 스토어에 MVP를 런칭하여 운영중
입니다. 팀 맴버들은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블록체인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6. NESTREE의 핵심 기술은 무엇입니까?
NESTREE는 기존 메신저의 대화방과 연동하여 다른 플랫폼의 대화방을 NESTREE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커뮤니티 참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개인 사이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7. EGG는 어떤 종류의 코인입니까?
EGG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유틸리티 코인으로서, 해당 코인을 통해 코인세일(ICO/IEO)이 진행됩니다. EGG는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상 또는 개인간 거래에 사용되며 외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다른 보유자로부터의 구매를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Disclaimer 일반
이 백서는 NESTREE와 EGG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비즈니스 모델, 기술, NESTRE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백서는 작성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As-is) 작성되었으며, NESTREE는 장래에 대하여 로드맵에 기재된 일정, 성과
및 결론을 포함하여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도 그 내용이 정확하거나 적절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백서는 NESTREE의 정책 및
의사결정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최종본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이 백서에 기재된 정보나 분석은 여러분에게 NESTREE의 참여를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백서는 투자자문이나
증권, 금융 상품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며, 이 백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각종 위험 평가, 관련 법률의 적용, 세금의 부과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백서를 참조 또는 사용하여 행한 의사 결정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여러분의 모든 손해, 손실, 비용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책임을 부담하며, NESTREE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백서는 제3자 및 간행물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ESTREE는 이러한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설령 위와 같은 정보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에 맞게 이 백서를 업데이트, 수정 또는 변경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백서는 규제 당국의 검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이 백서의 발행, 배포, 보급 사실이 이 백서가 관련 법률 또는 규제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백서의 발행, 배포, 보급은 관련 법률 및 규제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당국은 EGG의 판매, 소유, 사용, 보유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제 당국의 조치에 따라 EGG의 판매 및
사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GG는 이 백서에 정한 NESTREE에서의 사용 용도 외에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가치 및 기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EGG는
증권 또는 투자 상품이 아니며, EGG의 소유가 NESTREE에 대한 이익 등의 분배 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EGG의 구매는 상당한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여러분은 EGG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자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으며,
NESTREE는 구매가격, EGG의 가치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EGG를 구매하기 위해 이 백서를 참조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 배제
이 백서에 포함된 정보는 수시로 다른 언어로 번역되거나, 여러 참여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
또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나 오역된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문 백서가 최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최우선적인 효력을 가진 백서의 확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NESTREE는 아래와 같이 위험성을 고지하고 설명합니다. NESTREE가 설명하는 아래 위험성에 대해 NESTREE는 어떠한 내용 및
형태로도 진술 및 보증을 하지 않으며, 아래 위험성은 전적으로 EGG 구매자와 NESTREE 참여자가 부담합니다.

미래 예측 진술에 대한 경고문
본 백서에는 현재 시점에서 장래의 계획 및 실행(이하 “장래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래 계획은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대”, “예상”, “목표”, “예측”, “의도”, “계획”, “찾다”, “믿는다”, “잠재”, “계속”, “있을 것” 등과 같은 단어 또는
문구를 사용하여 표현되고 있으며, NESTREE의 경험, 현재 상황, 미래의 예상 및 기타 요소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정 및
분석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위험성 및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실현된 NESTREE의 결과 및
성과는 장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잠재적 리스크
EGG 구매 및 참여를 결정하기 전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관련 요소와 리스크를 충분히 분석 및 이해할 것을 권장합니다. 리스크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토큰 또는 코인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하여 전 세계 여러 규제 기관에 의해 면밀하게 조사되고 있는 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EGG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증권 관련 법률의 내용에 따라 특정 금액 이상의 EGG를 보유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EGG의 양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EGG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 조건 등이 부가될 수 있고, EGG의 교환 또는 양도를 용이하게
하는 관련 비즈니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지갑에 대한 개인키 손상으로 인해 EGG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개인키의 분실, 파괴 또는 손상으로 인해 개인키에 대한 액세스가
불가능한 경우, EGG 보유자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에 액세스하지 못할 수 있으며, NESTREE는 이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며, 이를 적용하는 데에는 운영, 기술, 규제,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위험이 수반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당초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에 내재될 수 있는 결함, 취약성 또는 기타 문제로 인해
기술적 문제 또는 EGG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업 등 잠재적 참여자들이 NESTREE에 참여하거나 EGG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NESTREE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EGG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NESTREE의 기능에는 참여자 개인정보의 저장 및 전송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한 사이버 테러 등에 의해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NESTREE는 권한이 없는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나 여러 사유로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NESTREE 및 EGG의 평판 하락 등 신뢰에 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NESTREE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규제 여부 및 그 강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회사들의 사업은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NESTREE는 블록체인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향후 법률 규제 등으로 인하여 NESTREE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EGG에 대하여 정부 규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
자원이 소비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