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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메이트네트웍스 소개
1.1 개요
메이트네트웍스는 2013년 봄에 대한민국 강원도 속초에서 창업한 소프트웨어개발, 모바일 서비스 마케팅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를 영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강소기업입니다. 2014년 기업 신용분석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바 있
습니다.
2017년부터는 동남아시아 및 일본, 중국 등지로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 생산하고 관리하여 유통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서비스
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한 O2O 서비스에도 진출했습니다.
이제는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더 멀리 도약을 준비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대표자

전우호

2020년 결산 자산

약 120 억 원

기업형태

법인 / 중소기업

2020년 결산 매출

약 92 억 원

설립일

2013. 5. 13

주요 사업 내용

스마트폰 앱 개발 및 운영

본점 소재지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351 번길 18 (교동, 메이트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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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 사업
메이트네트웍스는 단독 혹은 협력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열된 서비스들은 모두 현
재 운영중이며, 제휴 계약된 파트너들이 마케팅 또는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속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본 백서에 표기되지 않은 협력사의 서비스들도 다수 있습니다.

ViewChat
뷰챗은 북미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 기반의 소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영상통화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영상채팅이 가능합니다. 현재 2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https://viewchatcam.com

Real Conv. 리얼회화
모바일 일대일 맞춤형 교육 서비스 즉, 라이브 동영상 강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모국어 튜터가 될 수
있으며 강의 시간에 비례하여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http://realtimeconv.com

COUPON PLACE 쿠폰 플레이스
전국 맛집과 여행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단 하나의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행가이드 서비스입니다.
http://couponplace.kr

Mate MBox 메이트 엠박스
기존 노래방 서비스와는 달리, 간이 스튜디오형으로 리모델링된 공간에서 최고의 음향과 조명 시스템 아래에서 자신
의 노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녹화 공유 노래방 서비스입니다.
https://www.matembox.co.kr

설악로드
속초, 고성, 양양의 맛집, 명소, 숙소 등 여행 가이드 서비스입니다.
https://bestroad.co.kr

음주가무
맛집, 주점, 술집, 클럽, 노래방 회식 할인 쿠폰 서비스입니다.
https://www.ohpar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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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게임
포커 등 카지노 게임 서비스입니다.
https://hongame.kr

Law & With 로앤위드
법무법인 가율의 대표 변호사 현광활 변호사의 이혼전문 법률상담 서비스입니다.
https://lawapp.co.kr

정만소(SOTO)
"정말 만나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소개팅 상대를 선택하고 데이트 신청하기를 하면 데이트가 이루어 집니다.
https://realdate.co.kr

BeBeCam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운영중인 비디오 기반의 영상통화 서비스 입니다. 현지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bbcam.me

Richtalk 리치톡
중국에서 운영중인 비디오 기반의 영상통화 서비스 입니다. 현지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mtalk 캠톡
한국내 1위 비디오기반 영상채팅 서비스입니다.
https://www.cam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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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근 5년간 매출 및 이익 추이
메이트네트웍스 및 협력사의 최근 5년간 경영실적입니다.
결산년도

자산총계

매출액

파트너 실적배분금

매출 대비 파트너 실적배분율

2020년

118.57 억 원

92.26 억 원

14.91 억 원

16.2%

2019년

79.00 억 원

80.85 억 원

11.61 억 원

14.4%

2018년

62.71 억 원

129.13 억 원

16.23 억 원

12.6%

2017년

58.05 억 원

104.89 억 원

7.41 억 원

7.1%

2016년

36.66 억 원

79.93 억 원

3.64 억 원

4.6%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매출액의 증가와 파트너의 역할은 서로 정비례하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파트너의 모집과 운영이 필요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한국 및 가까운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은, 기존 파트너들이 이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파트너들
을 모집해야 합니다. 이에,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파트너들을 대규모로 모집하여 운영이 가능한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상하게 되었습
니다.
결론적으로, 파트너 가입 및 운영, 그리고 실적 배분이 자동화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2장에서 설명하는 “메이트
글로벌 파트너스 플랫폼”(Mate Global Partners Platform, MGPP)입니다.

1.4 메이트힐 및 부가 사업
대한민국 속초에 위치한 메이트힐(Matehill)은,
총 4개 층으로 구성된 연면적 3,300㎡에 달하는 건축물이며, 자산규모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속초의 랜드마크입니다. 메이트힐은 메
이트네트웍스가 2020년초에 매입 후 대규모로 투자하여 리모델링한 메이트네트웍스의 사옥이자 문화공간입니다.
메이트힐에는 기본적으로 방문 자체는 무료입장이며, 유명 디저트 프랜차이즈와 함께 메이트네트웍스 자체 커피숍 브랜드 "메이트
힐 로스터리", 녹화 공유하는 노래방 "메이트 엠박스"도 함께 입점해 있습니다. 두바이 등에서 유명한 금괴 뽑기 이벤트 "테이크골
드" 행사장도 1층에 무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이트힐은 속초에 방문하는 관광객은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속초의 관광명소입니다.

메이트힐의

정보는
http://matehill.com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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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메이트 글로벌 파트너스 플랫폼 MGPP (Mate Global Partners Platform)
2.1 개요
메이트네트웍스 및 협력사(이하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들은 한국 및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파트너들이 콘텐츠 공
급 및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파트너는 자신의 활동에 따른 실적에 비례하여 서비스에서 발생한 순 매출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익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
런 방식의 서비스 운영 체계는 "회사"가 서비스 운영을 시작한 2013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
다. 최근 6개월 평균적으로 매월 수억 원의 수익금이 파트너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서비스를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면서,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서 제휴 계약을 맺는 것은 인적, 물리
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전 세계의 파트너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쉽게 파트너로 가입할 수 있고, 자신의 활동 실적에 따른 수익금을 받
아 갈 수 있는 플랫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메이트 글로벌 파트너스 플랫폼" (Mate Global Partners Platform, 이
하 "MGPP")이며, 이를 통해 "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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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GPP 생태계

도

토

매

큰

매월 바이백을 위해
현금 지출

큰

매

바이백한 토큰

토

도

메이트 토큰 거래소

MGPP

토큰 마이닝

전세계 각 국가에 있는

전세계 각 국가에 있는

콘텐츠 파트너

콘

행

실

텐

츠

팅

케

공

마

급

마케팅 파트너

토큰 마이닝

파트너 비용
현금 지불

Matenetworks Services

서비스 이용

서비스 비용
현금 지불

전세계 각 국가에 있는
메이트네트웍스 서비스들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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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준비와 전망
"MGPP"는 2020년 상반기에 기획작업에 착수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는 기초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2021년 1월부
터는 본격 개발에 착수했고, 2021년 7월에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마무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MGPP"가 완성되어 글로벌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 한국 및 동아시아에 집중된 매출이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게 되고, 2023년에는 현재보다 10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4 MGPP 구조도
전세계 사용자 유입

전세계 각종 미디어

전세계 각종 컨텐츠

Matenetworks Services

파트너 실적 정보 전달

MGPP API

MGPP
MGPP dApp

Database

Performance Management

Wallet Management

MGPP

MG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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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메이트 토큰 XMT
3.1 개요
"메이트 토큰" (XMT)은 "MGPP"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MGPP"에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메이트 토큰"
을 일정량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 조건의 실무는, "MGPP"의 정책에 따릅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MGPP"에서 실적을 만들어 내
면 그 실적과 교환하여 "메이트 토큰"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이런 행위를 파트너 마이닝(PM, Partner
Mining)이라 부릅니다. "메이트 토큰"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토큰 런칭 이전에 구매하거나, "MGPP"에서 마이닝을 통
해 획득하거나, "메이트 토큰"이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메이트 토큰"은 Binance Smart Chain 상에서 BEP-20 토큰으로 발행됩니다.

3.2 발행 계획
"메이트 토큰"은 총 40억개를 다음과 같이 발행할 예정입니다.
백분율

발행량

20%

800,000,000

구분
사전 판매

배정 정책
선별된 투자자에게만 사전 판매 (2021년 5월 ~ 7월)
1인당 20만개 ~ 200만개만 구매 계약 가능
상장 후 6월차에 10%, 이후 매달 10%씩 총 10회 분할 지급

50%

2,000,000,000

파트너 마이닝

MGPP를 통해 마이닝을 하게 됩니다.

30%

1,200,000,000

운영팀 및 메이트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MGPP 운영에 사용됩니다.
상장 후 6월차에 10%, 이후 매달 10%씩 총 10회 분할 지급

100%

4,000,000,000

합계

총 발행 예정량 40억개

"MGPP"에서 파트너 마이닝으로 배정된 토큰은, 지급 신청을 받아서 매월 15일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운영팀 및 메이트팀에게 배정된 토큰은, 상장후 6개월 차부터 매달 1/10씩 총 10회 나누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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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전 판매
2021년 5~6월에는 사전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별된 투자자들에게 미리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희망하는 투자자에
한하여 판매계약을 통해 진행합니다.
투자자 1인당 매입할 수 있는 수량은 200,000~2,000,000 개 입니다. 만일, 추가로 더 매입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
를 소개하여 그 투자가 매입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도 최대 10,000,000개까지 매입 가능
합니다.
사전 판매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토큰의 발행과 운영, 거래소 상장, 그리고 "MGPP" 개발 및 운영에 사용됩니다.

3.4 상장
"메이트 토큰"은 2021년 7월에 런칭한 후 즉시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합니다.

3.5 파트너 마이닝
"MGPP"와 연동하는 메이트네트웍스 및 협력사들이 운영하는 서비스들의 매출은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액이 결제대행사로
부터 매월 주기적으로 현금 입금됩니다.
"MGPP"를 이용하지 않던 기존 파트너 수익 지급 방식은, 매월 서비스로 입금되는 순매출액을 정산하여 각 파트너와 개별적인 계
약에 따라 파트너 수익을 분배하였습니다.
"MGPP"를 운영하기 시작하게 되면, 메이트네트웍스 및 협력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MGPP"를 통해 마케팅과 콘텐
츠 확보를 하게 되며,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새로운 파트너들도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MGPP"에서는 각 파
트너의 실적에 비례한 수익을 당시 시장가로 환산한 "메이트 토큰"으로써 파트너에게 지급합니다. 이를 파트너 마이닝(Partner
Mining)이라 부릅니다.

3.6 바이백
"MGPP"에서는 파트너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메이트 토큰"으로 지급한 대신, "MGPP"와 연동하는 메이트 네트웍스의 서비스들
에서 현금으로 확보된 순매출액(=매출액 - 결제 수수료)의 최대 20%를 거래소 바이백용 계좌로 모아두고 관리합니다. 바이백 계
좌에 적립된 자금을 수시로 "메이트 토큰" 시장가 매입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월 한 달 동안 입금된 "MGPP"와 연동하는 메이
트 네트웍스의 서비스들의 순매출액이 총 100억 원이라면, 2월 초에 전월 순매출액 입금액의 20%인 20억 원을 거래소 바이백용
계좌로 모아 두고, 수시로 "메이트 토큰"을 매입합니다. 바이백에 사용한 금액의 규모와 매입을 수행한 이력은 투명하게 공개할 예
정입니다. 시장가로 매입한 "메이트 토큰"은 "MGPP"에서 "파트너 마이닝"되는 토큰으로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파트너 마이닝"
되는 토큰 수량은 결국 연동되는 서비스들의 매출과 비례하게 되므로, 무분별한 토큰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서비스 전체
의 매출이 많으면 파트너 마이닝이 많이 되어 시장의 매도 물량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그만큼 바이백하는 토큰의 물량도 많
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어들면 파트너 마이닝도 줄어들어 시장으로 흘러 나오는 매도 물량도 줄어듭니다. 즉, 마이닝 되는
토큰의 양과 바이백 하는 토큰의 양은 자동으로 조절되는 생태계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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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로드맵
2020
메이트 토큰 발행 기획
메이트 토큰 백서 작성
MGPP 기획

2021.01
MGPP 개발 착수

2021.04
MGPP 1차 완성

2021.05
메이트 토큰 백서 발표
메이트 토큰 사전 판매

2021.06
메이트 토큰 사전 판매

2021.07
메이트 토큰 발행
글로벌 거래소에 메이트 토큰 상장

2021.08
MGPP 런칭

2022.01
락업 토큰 릴리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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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Disclaimer : 투자자 유의 사항
5.1 일반
이 백서는 “메이트 글로벌 파트너스 플랫폼”(이하 "MGPP")과 "메이트 토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이 백서는 작성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장래의 일정 및 성과를 포함하여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도 그 내용이 정확하
거나 적절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백서는 “메이트네트웍스”(이하 "회사")의 정책 및 의사결정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
으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최종본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이 백서에 기재된 정보나 분석은 "메이트 토큰"의 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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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백서를 참조 또는 사용하여 행한 의사결정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여러분의 모든 손해, 손실, 비용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백서는 제 3 자 및 간행물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어
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설령 위와 같은 정보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에 맞게 이 백서를 업데이트, 수정 또는 변경할 의무가 없습니
다.
이 백서는 규제 당국의 검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이 백서의 발행, 배포, 보급 사실이 이 백서가 관련 법률 또는 규제를 모
두 준수하였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백서의 발행, 배포, 보급은 관련 법률 및 규제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당국은 "메이트 토큰"의 판매, 소유, 사용, 보유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제 당국의 조치에 따라 "
메이트 토큰"의 판매 및 사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이트 토큰"은 이 백서에 정한 "MGPP"에서의 사용 용도 외에 다른 용도를 쓰이고 있지 않으며, 그 가치 및 기능이 보장되지 않
습니다. "메이트 토큰"은 증권 또는 투자 상품이 아니며, 메이트 토큰의 소유가 "회사"에 대한 이익 등의 분배 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메이트 토큰"의 구매는 상당한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여러분은 "메이트 토큰"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자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을 잃을 수 있으며, "회사"는 구매가격, "메이트 토큰"의 가치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메이트 토큰"을 구매하기 위해
이 백서를 참조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서에 포함된 정보는 수시로 다른 언어로 번역되거나, 여러 참여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
역 또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나 오역된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어 백서]가 최우
선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최우선적인 효력을 가진 백서의 확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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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
이 백서에는 현재 시점에서 장래의 계획 및 그 실행(이하 “장래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래 계
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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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경험, 현재 상황, 미래 개발에 대한 예상 및 기타 요소 등에 비추어 합리
적이라고 생각되는 가정 및 분석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위험성 및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
로 실현된 결과 및 성과는 장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5.3 위험 요소
"MGPP" 및 "메이트 토큰"은 아래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하며, "회사"는 위험을 극복하여 "MGPP" 및 "메이트 토큰"의 성공을 위
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 성공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메이트 토큰"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이트 토큰"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통하여 거래된다고 하더라도, "메이트 토큰"에 대한 공개시장의 활성화 및 지속성은 보장되
지 않습니다. "메이트 토큰"의 사전 판매 가격은 "메이트 토큰"의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시장에서의 "메이트
토큰" 가격이 “메이트 토큰"의 사전 판매 가격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메이트 토큰은 중앙은행, 국가 기관, 준 국가기관이 발행
하는 통화가 아니며, 또한 실물 자산, 신용 자산 등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메이트 토큰 거래는 시장 참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어느 누구도 토큰 보유자로부터 토큰을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메이트 토큰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개인, 기업 등 잠재 이용자들이 "MGPP"의 런칭 이후에도 "MGPP"와 메이트 토큰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GPP"가 출시 또는 완성되지 않거나 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메이트 토큰" 사
전 판매에서 판매되지 않은 "메이트 토큰"은 이후 추가 발행 또는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판매는 "메이트 토큰"의 공급을
증가시켜 시장 가격의 하락을 유발하는 등 장래 거래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메
이트 토큰"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변동성 위험이 큽니다.
디지털 자산은 시장의 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높은 편으로, 가격과 거래량에 있어서 상당한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미시적/거시적 요인에 따라 디지털 자산의 가치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메이트 토큰"의 가치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은 기술의 속성, 구조 및 관련 제도의 부존재 등으로 인하여 침해 시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을 행
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이트 토큰" 보유자는 제3자로부터 "메이트 토큰"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경우, 실효성 있는 법
적 구제 수단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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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갑에 대한 "메이트" 토큰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개인 키의 분실, 파괴 또는 손상으로 인해 개인 키에 대한 액세스가 불가능한 경우, "메이트 토큰" 보유자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에 액세스하지 못할 수 있으며, "회사"도 이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MGPP"는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인 요인으로 인하여 그 운영이 중단되거나 "회사"가 해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메이트 토큰" 또는 "MGPP"와 관련하여 제공한 정보는 불충분하거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할
중대한 변동 사항을 적시에 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메이트 토큰” 및 "MGPP" 진행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메이트 토큰" 보유자에게는 "회사" 및
"MGPP"를 제어할 권한이 없습니다. "메이트 토큰" 보유자는 청구권, 의결권 등 형태와 내용과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
및 "MGPP"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이 존재합니다.
제3자가 "회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사유로 한 소송,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메이트 토
큰" 및 "MGP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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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향후 법률 규제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이트 토큰"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비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험이 존재합니다.
"MGPP"를 통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전송할 수 있는 점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한 사이버 테러 등에 의해 보안상 문
제가 발생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권한이 없는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
록 차단하는 등 보안 조처를 할 예정이나 여러 사유로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MGPP" 및 "메이트 토큰"의 평판이 하락하는 등 신뢰에 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큰 사용자, 구매자 또는 소지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률/규정,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토큰
사용자, 구매자 또는 소지자의 개인정보를 정부 기관 및 그 관계자, 기타 제 3 자에게 공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결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MGPP"는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MGPP" 자체의 기술
적인 결함 이외에도 "회사"에서 통제할 수 없는 네트워크 관련 불안정성, 정책변화, 접근 차단, 통신사업자의 전산오류, 기술적인 접
속 불량 등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MGPP" 및 "메이트 토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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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MGPP"는 인터넷 상에서 동작하는 온라인 서비스이므로, 해킹,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 "MGPP" 및 "메이트 토큰” 보유자의 디지털 지갑에 대하여 해커, 기타 조직에 의해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s), 시빌 공격(Sybil Attacks), 스푸핑(Spoofing), 스머핑(Smurfing), 맬웨어 공격(Malware
Attack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5.4 면책
최대한 그리고 메이트네트웍스의 최선의 권한 하에, 메이트네트웍스와 협력사, 그의 임직원(이하 “회사”)은 본 백서나 그의 일부를
귀하가 수락하였거나 의존함으로써 발생한 그 어떤 손실(불법 행위, 계약 또는 기타의 것에 따른 손실로써 여기에는 수익, 소득, 이
익, 데이터 사용의 손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MGPP"와 "메이트 토큰"의 운영을 시작하고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어떠한 사유로
든 "MGPP"나 "메이트 토큰"을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
한, "회사"는 어떠한 사유로든 "MGPP"나 "메이트 토큰" 보유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분야는 "회사"와 "메이트 토큰"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높은 규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규제 당국은 암호
화폐 및 관련 서비스를 다루는 기업체들과 운영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규제 조치, 당국의 조사 또는 조치의 결과로 "회사"는
향후 서비스의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서비스 이용자는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직접적, 간접적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회사"와 그 관계회사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양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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