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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시장의급격한성장
디지털자산시장은블록체인기술의발전과수요가급증하면서빠른성장세에따른한계점이발생했으며,

디지털자산프로젝트의구조적결함및기술적문제에따른신뢰도하락과급격한가격변동등투자자손실이빈번히발생하고있습니다.

<블록체인생태계확장과정>

META�PROTOCOL / 01�Market�Overview

디지털자산
수요증가

스마트계약 NFT/De-Fi

프로젝트구조및기술적한계 :�신뢰성↓,�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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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ROTOCOL / 01�Market�Overview

부동산시장의높은거래규모와신뢰도
부동산시장은가장거래규모가크고안정적인자산으로인식되는실물자산입니다. 하지만폐쇄적인부동산서비스시장의고질적인문제점과유동성,

투명성,�소액거래및출구전략등복합적인문제, 중앙화된웹2.0�기반의대형부동산플랫폼의수익모델및참여집단과의대립등성장의한계점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기존부동산매매 /�중개플랫폼한계점>

자료: 삼성증권

<프롭테크웹2.0�부동산매매 /�중개플랫폼구조>

단순중개서비스, 온라인거래시스템적용의한계

광고비에의존하는수익모델

폐쇄적인부동산중개서비스

소액부동산거래및유동성한계

거래방식의투명성, 공정성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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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ROTOCOL / 01�Market�Overview

프롭테크웹3.0,�부동산시장바꿀게임체인저
프롭테크웹3.0 기술은부동산시장을바꿀게임체인저가될것입니다.�2015년을전·후로웹2.0�기반부동산앱들이등장하였지만플랫폼의중앙화,

대형화로인해부동산서비스이용자의부담이증가하고부동산거래의투명성이나공정성이슈가부각되고있습니다.�프롭테크웹3.0�기술은부동산

서비스이용자의활동이보상으로이어지고,�양질의부동산을투명하고공정하게거래할수있어부동산시장에새로운패러다임을가져올것입니다.

<웹3 블록체인기술이부동산시장에미치는영향>

Token
Economy

Smart�
Contract

D.A.O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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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ROTOCOL / 02�Solution

메타프로토콜은디지털자산과부동산을연결해지속가능한생태계를만듭니다.
메타프로토콜은프로젝트의구조적결함과기술적문제를가장안정적인실물자산중하나인부동산과연결하고웹3�블록체인기술을통해부동산

시장에효율성,�투명성,�공정성의문제를사실상해결해모든참여자가누구나부동산을쉽고편리하고안전하게소유하고거래할수있도록합니다.

Web3.0�Service

메리트 (웹3.0�디지털부동산서비스)

Real�Estate�Business

세이빙박스 (새로운개념의스테이킹박스)

Global�Block�Chain�Cluster�NFT’s�Service

글로벌NFT�서비스 (글로벌커뮤니티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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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ROTOCOL / 02�Solution

“원해? 그럼가져!”�어떤부동산이든누구나!
MPC는다양한형태의실물부동산, 가상부동산,�유·무형자산을누구나쉽고편리하고안전하게소유하고거래할수있도록설계한

웹3.0 기술기반디지털부동산플랫폼입니다.

“실제부동산기반의비즈니스모델을통해블록체인생태계에서누구나부동산을소유할수있도록설계”

플랫폼의완성 사업적노하우 글로벌확장성

이미구현되어있는
“경매야”의블록체인입찰기술을융합,
웹3�기반의디지털부동산플랫폼으로

서비스고도화

부동산딜소싱,�중개,�경매,�NPL�등
각분야별부동산전문가,
블록체인기술관련개발자등
풍부한사업노하우보유

글로벌전략적파트너십을통한
NFT 발행,�유통,�거래서비스간
프로토콜과웹 3.0기반
메타버스게임으로연결

01 02 03

거버넌스생태계

이용자가서비스정책,�운영등에
직접참여하고감시하는
DAO�거버넌스생태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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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ROTOCOL / 02�Solution

부동산과연결하여지속가능한MPC�생태계를구축합니다.

META�PROTOCOL이제공하는블록체인기술과생태계는
부동산산업에가장적합한구조를가지고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낮은유동성,�소액거래및출구전략등의어려움을
웹3�기반의블록체인기술과확장된토큰이코노미로해결합니다.

MPC는가장안정적이고신뢰도가높은실물자산중하나인
부동산과연결합니다.

부동산을기반으로MPC�생태계는지속가능성을유지하고이용자는
MPC�토큰을중심으로수익창출활동의기회를갖게됩니다.

MPC�생태계는이용자가서비스정책및운영등에참여하는
거버넌스생태계입니다.

모든프로젝트및서비스는탈중앙화된자율조직(DAO)
글로벌커뮤니티에의해감시및관리되어건강하고활발한생태계를조성합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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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ROTOCOL / 03�메리트소개

웹3.0�기술을적용한
디지털종합부동산플랫폼 “메리트”
프롭테크웹2.0�기반의 대형부동산플랫폼은높은수수료등으로인해공정성과투명성,�

사업성장의한계가있지만,�“메리트”는블록체인네트워크를통해이용자가직접

참여하고MPC�토큰으로구동되는웹3.0�기반디지털부동산서비스로공정하고

투명하며혁신적입니다.

MPC�생태계는실체가있는부동산을기반으로합니다.

“메리트”�서비스를통해부동산중개사,�매도(임대)인,�매수(임차)인, 감정평가사,�

대출상담사등부동산매매 / 중개거래를원하는모든플레이어의활동이인센티브로

이어집니다.

이미구현된블록체인기반디지털부동산경매서비스 “경매야(Auction�OK)”의

블록체인경매기술을적용해단순매매 /�중개를넘어실제온라인전자상거래도

가능하게됩니다.

*특허등록 : 블록체인을 이용한 비대면 부동산 경매 서비스 제공방법(제10-2250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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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ROTOCOL / 03�메리트소개

“메리트”는모든부동산참여자를
빠르고강하게유입시킵니다.

모든부동산참여자와웹2.0�기반의부동산플랫폼의이용자는강력한MPC토큰인센티브로

인해MPC�생태계로빠르고강하게유입될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자신이의뢰받은매물을등록하기위해비싼광고비를지불해야하지만,�

“메리트” 서비스는매물등록시MPC토큰을인센티브로제공받을수있게됩니다.�이것은

서비스초기에국내 12만명의개업공인중개사를강하게유입시키는원동력으로작동하게

됩니다. 또한대상부동산의분석·검증,�담보대출서비스등의참여자에게리워드를제공해

서비스의다양성과효용성이증가하게됩니다.

이용자들은우수공인중개사를직접선발해 NFT인증서를발급, 부동산허위매물방지등

이용자중심의거버넌스생태계를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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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ROTOCOL / 03�메리트소개

“메리트“는 MPC의확장된생태계를통해
지속성을유지합니다.
MPC토큰의가치가급락할경우서비스의지속가능성을유지할수없게됩니다.

이를위해 “메리트” 서비스를통해얻은MPC토큰은확장된프로토콜에의해서비스의지속성을

유지합니다.�MPC토큰은 “메리트” 서비스에서온라인으로부동산을입찰및거래하는데

보증금(Deposit)으로사용되고MPC�코인을구매후매매 / 중개수수료를지불할경우부동산

수수료를할인받을수있습니다.

확장된프로토콜인 Saving�BOX에MPC토큰을세이빙하면 “실물부동산을제공”받을수있고,�

MPC토큰은각세이빙박스(Saving�BOX)별규약에따라부동산제공자에게지불또는세이빙

기간동안리워드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

“메리트” 서비스를통해얻은MPC토큰은블록체인생태계를거친후다시소비또는자산

교환으로이어질수있으며,�이로인해건전한서비스와활발한생태계가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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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ROTOCOL / 03�메리트소개

“메리트”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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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ROTOCOL / 04�세이빙박스소개

세이빙박스를통해
누구나부동산을소유할수있습니다.

실제부동산기반의비즈니스모델(BM)과세이빙박스(Saving�Box)�모델을통해

블록체인생태계에서누구나부동산을소유할수있도록합니다. 우리의토큰생태계는

실체가있는부동산을기반으로하기때문에토큰의가치는서비스기능이외에부동산

비즈니스역량과직결됩니다.

우리의팀은부동산딜소싱,�중개,�경매,�NPL�등 각분야별전문가로구성되었으며,�

부동산공동개발프로젝트는 PM(Project�Manager),�디벨로퍼와파트너십및

컨소시엄을통해수익창출을극대화합니다. 부동산비즈니스로얻은수익은블록체인

거버넌스에의해정기적으로공개되고토큰소각등투명하게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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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ROTOCOL / 04�세이빙박스소개

세이빙박스는실물부동산과연계한
새로운개념의스테이킹방법입니다.

세이빙박스의퍼블리셔는각박스별상황에맞는프로토콜을생성합니다. 이용자는

자신이원하는세이빙박스를선택후MPC토큰을세이빙하고에이전트의도움을받아

실물부동산등기타자산및상품과교환하거나세이빙기간동안리워드를제공받을

수있습니다.�세이빙박스는가장안정적이고신뢰도가높은부동산을MPC토큰

소유자와연결하고, 부동산소유자(디벨로퍼등)는 MPC토큰을활용해프로젝트팀과

공동으로부동산사업을원활하게진행할수있으며수익을공유합니다.

세이빙박스를통해발생한수수료는각각 50%�비율로MPC�리워드로쓰이거나자동

소각되며,�실제부동산비즈니스수익의일부분은정기적으로소각되어지속가능한

생태계를구축합니다.

세이빙박스는온라인과오프라인을연결하는부동산 O2O(Online�to�Offline)�

서비스이며새로운개념의스테이킹으로프로젝트의연속성과성숙도를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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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ROTOCOL / 05�글로벌블록체인클러스터 NFT�서비스

글로벌블록체인클러스터를구축해
MPC�생태계를확장해나갑니다.

MPC는세이빙박스에담긴부동산등실물자산을글로벌 NFT�마켓을통해 NFT를

발행,�유통,�거래할수있습니다.

메타킹덤은 “D.A.G(Decentralized�Autonomous�Game)”�개념의실물자산 NFT�

기반게임으로발행및유통된 NFT를게임과연결해유저들은쉽고,재미있게

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습니다.

실물자산 NFT�기반게임(메타킹덤),�NFT�마켓은전략적파트너십을맺은해외재단이

직접운영하는등블록체인클러스터를구축, MPC토큰으로결제및지불이가능하도록

설계해MPC�전체생태계를확장시킵니다.

▶전략적블록체인클러스터주사업지

- 베트남(2022년 8월),�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2022년 9월~12월),
태국·싱가포르,�일본(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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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ROTOCOL / 06�기술적강점

메타프로토콜의체인구조와
웹 3.0 서비스블록체인아키텍처
메타프로토콜프로젝트는창의적이고다원화된플랫폼과토큰이코노미가선순환적
사업구조로연동됩니다.�
다원화된생태계로구성된플랫폼들에사용되는MPC토큰은 메이저 3대체인인
이더리움체인(ERC-20),�바이낸스스마트체인(BSC),�폴리곤체인(PRC-20)을 활용한
크로스체인브릿지(Crosschain Bridges)를 구성해지속적으로생태계를확장해나갑니다.�

폴리곤체인은 NFT�지원및 ERC20과호환성이높고,�처리속도와높은가스비문제를
해결하며,�바이낸스스마트체인(BSC)은바이낸스생태계에접근성이높아효과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MPC토큰의크로스체인브릿지구조는웹3�서비스의효율성과생태계확장성을높이기위해
적합하며,�고성능탈중앙블록체인으로스테이킹과더불어다양한디앱(DApp,�Decentralized�
Application)�들을지원합니다.

MPC의크로스체인브릿지(Crosschain Bridges) 프로세스는다음과같습니다.
① ERC-20과 PRC-20(폴리곤)을 크로스체인브릿지로연결합니다.
② ERC-20�토큰을폴리곤 POS�기반크로스체인브릿지에승인합니다.
③폴리곤 POS�브릿지를통한 ERC-20과폴리곤토큰간상호브릿지를지원합니다.
④ ERC-20�토큰보유자는폴리곤 POS�브릿지를통해지정수량의 ERC-20�기반토큰이
차감되고동수의폴리곤토큰으로전환됩니다.

⑤역순으로도지원하여상호전환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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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ROTOCOL / 07�토큰에코시스템

MPC토큰은메타프로토콜생태계의기축통화입니다.
실제부동산기반의비즈니스모델과세이빙모델(Saving�Box)을 통해이용자참여와합리적인센티브가선순환되는확장된생태계를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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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ROTOCOL / 07�토큰에코시스템

지속가능한MPC�생태계를만듭니다.
MPC토큰은웹3�서비스의참여율에따른인센티브와실물부동산,�가상부동산NFT, 기타유·무형자산및상품을구매,�교환, 지불하는데사용합니다.

확장된프로토콜인세이빙박스에서MPC토큰은부동산제공자에게지급또는교환되거나, 세이빙기간동안리워드를받을수있으며세이빙박스를통해

발생한수수료는각각 50%씩MPC�리워드로쓰이거나자동소각됩니다. 글로벌이용자는MPC토큰을구매하여글로벌파트너십재단과의블록체인

클러스터를구축하여운영되는부동산NFT�거래소와부동산NFT기반 P2E게임을통해MPC�생태계에적극적,�능동적으로참여하게됩니다.

<지속가능성을위한 3가지방향>

참여자중심 소각모델 글로벌파트너십

웹3.0�서비스를기반으로
부동산플랫폼참여자타겟중심의
수요자발굴

부동산포트폴리오확장및세이빙박스
정기및자동소각모델도입

글로벌NFT�서비스블록체인클러스터
파트너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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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ROTOCOL / 07�토큰에코시스템

MPC 토큰발행 / 분배계획

Ecosystem :�생태계의장기적활성화의목적으로이용자인센티브제공및실물

부동산공급자에대한지원을포함합니다.

Marketing :�이용자참여생태계를활성화하기위해미디어및커뮤니티활동,

이벤트프로모션을포함한다양한활동에사용됩니다.

R&D�:�웹3.0�블록체인서비스고도화,�부동산공동개발연구,�서비스개발

프로젝트착수등에사용됩니다.

Token�Sale :�초기운영비용확보및전략적파트너십구축,�확장가능한미래

파트너를고려해분배됩니다.

Team�&�Advisor :�블록체인생태계의설계,�구현,�지원및활성화에기여한

임직원을포함한팀원들에게보상하는데사용됩니다.

I.D.O�&�D.A.O�/�Reserve:�글로벌커뮤니티거버넌스생태계활성화를위한

인센티브등이포함됩니다.

MPC토큰생태계는안정적인생태계를확장및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방법으로인플레이션을채택합니다. 연간예상인플레이션율은약 3.5%입니다.

이용자를생태계로유입하고활성화하는등장기적으로생태계를안정화하는데사용됩니다. MPC Burn & Buyback은 생태계의수급균형을저해하지않는제한된범위에서작동됩니다.

인플레이션

30억
Total

30%�Ecosystem

15%�Marketing

20%�R&D

5%�Token�Sale

15%
Team�&�Advisor

5%�I.D.O�&�D.A.O

10%�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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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ROTOCOL / 08�ESG�경영실천  청년주택사업

메타프로토콜은청년주거안정에기여합니다.
청년가구의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과소득대비임대료비율이일반가구에비해월등히높아청년들의주거비부담은과중되고주거환경은

열악해지고있습니다.청년주택의원활한공급을위해공동개발및공동사업에참여한디벨로퍼는MPC토큰을제공받고수익을공유해MPC토큰을

세이빙한청년들에게저렴한가격에공급또는임대할수있습니다.�토큰을세이빙한청년들은주택을저렴하게공급받거나임차할수있습니다.

청년주택공동사업으로발생한수익은블록체인네트워크에투명하게공개되고,청년주거비로지원하여청년주거안정화에기여합니다.

<메타프로토콜청년주택프로젝트>

청년귀농지원
타이니하우스(Tiny�House) 사업

청년공유주택(Share�House)
공동개발사업

역세권청년주택리모델링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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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ROTOCOL / 09�팀 & 어드바이저

Team�MembersFounders

Paul�Wee ·�삼성전자상무이사

(1990~2019��삼성전자 30년재직)

·�정보통신 IT분야임원 8년역임

·�삼성전자조직관리 Best�Instructor

선정

·�삼성전자디지털시티 GWP�최우수상

·�삼성전자특별공로상수상

최고IT책임자
(C.IT.O)

James�Jung ·�미국 FDU(Fairleigh�Dickinson

University)�MBA�석사

·�LG�CNS�(IT�비즈니스애널리스트)

·�CIGNA�Holdings(미국계글로벌

금융지주회사)�수석 IT�애널리스트

·�한경블록체인인증평가원평가위원

·�SHIELDCURE�크립토재단 CSO

·�논휴먼헬스케어파우누스재단

co-founder

·�JM�Partners�신사업본부대표

·�첼시투자자문자산운용본부장

최고전략책임자
(C.S.O)

Samuel�Joo ·�Royal Society�재단파운더

·�시사매거진기획국장,�편집국장

·�주간블록체인편집인

·�잡포스트보도제작부부장,�뉴스타운

편집국장

·�여의도연구원정책자문위원회위원

·�한국대학농구연맹이사

·�국제뉴스통신정치부장,�국회출입기자

최고R/D책임자
(C.RD.O)

Sun Ahn ·�ATI GMBH�아시아총괄파트너

·�Cambodia�해피그룹 CFO

·�카르페디엠파이낸셜서비스 HK�CEO

·�U1�Korea�CEO

최고마케팅책임자
(C.M.O)

Gideon�Yune
의장
(Founder,�Chairman�of�Board�Directors)

·�"우가융가랩스"�재단회장

·�로얄소사이어티재단파운더,�의장

·�디바인캐피탈그룹회장

·�한국블록체인자산운용조합, 한국가상자산연구회의장

bf.

·�시사매거진미디어그룹의장

·�시사매거진대기자

·�주간블록체인의장

Liam�Seo
Founder

·�Boss�Shipping�Pte.�Ltd�Singapore��CEO

·�Boss�Marine�Co.,�Ltd,�CEO

·�Newborn�Industria Development�Co.,�Ltd,�CEO

·�Ocean�Seal�Shipping�Co.,�Ltd,�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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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ROTOCOL / 09�팀 & 어드바이저

Proptech Business�Lab Advisor

Sunny�Lee

·�(주)넥스트아이비부동산연구소장

·�공인행정사

·�부동산경·공매사

·�부동산컨설턴트

·�종합자산관리사

·�특허 :�블록체인을이용한비대면부동산경매서비스제공방법
(제10-2250084호)

·�저서 :�아파트는살고땅은사라(2019년)
1억 투자로월300만원평생연금받는비법(2020년)�

Director�of�Proptech Lab

Andrew�Cho

·�연세대학교MBA�석사

·�삼성SDS�수석 /�ICTWAY�대표이사

·�대한공간정보학회부회장

·�한국경영정보학회이사

Platform�Advisor

Son�Young�Sang

·�서울지방변호사협회소속변호사

·�변리사,�세무사

·�법무법인아태구성원변호사

·�법무법인우일변호사

·�법무법인대유구성원변호사

· 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

Legal�Advisor

Andrew�Jun
Project Manager

·�다음부실채권(NPL)�거래소대표이사

·�나우종합자산관리이사

·�법무법인부실채권(NPL)�사업팀장

·�시데코인베스트먼트금융구조화본부장

·�아시아퍼시픽캐피탈(APC)�한국지사장

·(주)아시아디지털에셋대표

·(주)아시아크라우드펀딩사장

·�건축시공기술사(경력 21년)

·�부산신항로얄팰리스건설사업

·�동교동삼거리도시형생활주택건설사업

·�광주선교지구공동주택건설사업

·�인천청라지구오피스텔건설사업

·�거제도옥포항호텔건설사업등다수

Peter�Leem
Financing�Advisor,
Real�Estate�Deal�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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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ROTOCOL / 10�로드맵

One�Team,�Best�Service,�Digital�Innovation
메타프로토콜팀은실현가능하고안정성높은서비스를만들어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웹3�기술기반부동산프로젝트로널리알려지고있습니다.

“신뢰와투명성”이라는블록체인의핵심가치처럼메타프로토콜팀은로드맵을착실히수행하고있으며,더욱투명하고신뢰높은서비스로

지속발전시킴으로써유일하게생존하고성장하는 “웹3�기술기반부동산프로젝트“로나아갈것입니다.

2022 Q4

Web3.0�Digital�Real�Estate�Service

· Web3.0 디지털부동산서비스

“메리트”베타테스트

· Saving�Box�프로토콜 정식출시

· 글로벌NFT�블록체인서비스연동

· META�PROTOCOL쇼케이스

Global�Blockchain Cluster�NFT’s

· 글로벌 NFT�서비스파트너십체결

· Saving�Box�프로토콜생성

· 부동산포트폴리오글로벌확장

· META�PROTOCOL�White�Paper�공개

· 글로벌커뮤니티빌드업

2022 Q32022 Q2

Challenges�for�Ecosystem�Expansion

· 투자파트너십체결 /�프로젝트 TF팀구성

· META�PROTOCOL�랜딩페이지오픈

· 부동산디벨로퍼파트너십 &�컨소시엄

2023 Q1~

Global�Expention /�2.0�Update

· 웹3�“메리트”�서비스정식출시

· DAO�거버넌스서비스출시

· 글로벌 NFT�서비스고도화

· META�PROTOCOL v2.0�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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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ROTOCOL / 11�면책조항

본면책조항의모든내용을주의깊게읽기를바랍니다.�귀하의향후행동에대해확실하지않다면법률,�재무,�세무등기타전문가의자문을구할것을권장합니다.
회사,�META�PROTOCOL 플랫폼에서작업한팀또는META�PROTOCOL 플랫폼을개발하기위한프로젝트,�모든유통/공급업체(배포자),�어떠한서비스제공업체도이백서,�https://meta.landbox.io(웹 사이트)에 액세스하
는것과관련하여귀하가겪을수있는모든종류의직간접적손해또는손실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1.�법적고지
1-1.�귀하는 META�PROTOCOL 플랫폼에참여하고생태계에서서비스를얻기위해 PC 토큰을획득하는데동의합니다.�회사및각계열사는META�PROTOCOL 플랫폼의기본소스코드를개발하고기여할것입니다.�회사는
MPC 토큰배포와관련하여전적으로정상거래제 3�자로서행동하며,�MPC 토큰배포와관련하여재정고문또는수탁자로서의자격이아닙니다.

1-2.�백서 및웹사이트는일반적인정보제공목적으로만사용되며안내서,�제안문서,�증권제안,�투자권유또는제품,�항목또는자산(디지털이든다른방법이든)�판매제안을구성하지않습니다.�여기에있는정보는완전하지
않을수있으며계약관계의요소를의미하지않습니다.�그러한정보의정확성또는완전성에대한보증이없으며그러한정보의정확성또는완전성에대해어떠한진술,�보증또는약속도제공되지않습니다.�백서또는웹사이
트에제 3�자 출처에서얻은정보가포함된경우,�회사,�배포자,�각 계열사및 /�또는 META�PROTOCOL 팀은해당정보의정확성또는완전성을독립적으로확인하지않았습니다.�또한귀하는상황이변경될수있으며그결과
백서또는웹사이트가최종버전이아님을유의하기바랍니다.�회사는이와관련하여이문서를업데이트하거나수정할의무가없습니다.

1-3.�백서 또는웹사이트의어떠한내용도MPC 토큰을판매하기위한회사,�배포자또는META�PROTOCOL 팀의제안을구성하지않으며,�토큰이나토큰의일부또는발표사실이근거를형성하지않습니다.�계약또는투자
결정과관련하여신뢰할수있습니다.�백서또는웹사이트에포함된어떠한내용도META�PROTOCOL 플랫폼의향후성능에대한약속,�진술또는약속으로의존하거나신뢰할수없습니다.�MPC 토큰의배포또는양도와관
련하여배포자(또는제 3자)와 귀하사이의계약은해당계약의별도약관에의해서만규율됩니다.

1-4.�백서 및웹사이트에명시된정보는커뮤니티토론을위한것이며법적구속력이없습니다.�어느누구도MPC 토큰취득과관련하여어떠한계약이나구속력있는법적약속을체결할의무가없으며,�백서또는웹사이트를
기반으로디지털자산또는기타지불형식을수락해서는안됩니다.�MPC 토큰의배포,�지속적인보유에대한계약은그러한배포,�지속적인보유의조건을명시한별도의약관또는토큰배포계약 (경우에따라)의 적용을받습
니다.�MPC 토큰(약관)은 귀하에게별도로제공되거나웹사이트에서제공됩니다.�이용약관은백서와함께읽어야합니다.�이용약관과백서또는웹사이트사이에일치하지않는경우이용약관이우선합니다.

1-5.�간주 된진술및보증 :�백서또는웹사이트 (또는그일부)에 액세스함으로써귀하는회사,�각 계열사및META�PROTOCOL 팀을다음과같이대표하고보증하는것으로간주됩니다.�MPC 토큰을획득하기로결정한경우
백서또는웹사이트에명시된진술에의존해서는안됩니다.�(b)귀하는반드시귀하에게적용되는모든법률,�규제요건및제한사항을준수해야합니다.�(c)귀하는 MPC�토큰이가치가없을수있으며,�MPC�토큰에대한가치
또는유동성을보장하지않으며,�MPC�토큰은투자상품이아니며투기적투자를위한것이아님을인정,�이해및동의합니다.�(d)회사,�각 계열사,�META�PROTOCOL 팀 구성원중누구도MPC 토큰의가치,�MPC�토큰의양도성,�
유동성,�가용성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e)귀하가시민,�국민,�거주자 (세금또는기타),�거주지,�영주권소유자인경우MPC�토큰배포에참여할자격이없음을인정,�이해및동의합니다.�(i)MPC�토큰의배포가유가증권,�
금융서비스또는투자상품의판매로해석될가능성이있는국가또는 (ii)해당 법률에의해토큰배포참여가금지된국가,�법령,�규제,�조약또는행정행위 (미합중국및중화인민공화국을포함하되이에국한되지않음)�이에
따라귀하는관련확인을수행하기위해요청시이러한모든신원확인문서를제공하는데동의합니다.�회사,�META�PROTOCOL 팀은어떤주체나개인에대한모든진술,�보증을약속하지않습니다.�(백서또는웹사이트의
내용또는회사또는배포자가게시한기타자료포함)�법률이허용하는최대범위내에서회사,�각 계열사및서비스제공업체는불법행위,�계약또는기타방식에대해어떠한종류의간접적,�특별,�부수적,�결과적또는기타
손실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제한,�불이행또는과실로인해발생하는모든책임또는수익,�소득 또는이익의손실,�사용또는데이터손실,�백서또는웹사이트또는게시된기타자료의사용으로인해발생 ,�또는그
내용(오류또는누락을포함하되이에국한되지않음)�또는 이와관련하여발생합니다.�MPC�토큰의잠재적인수자는MPC�토큰,�회사,�배포자및META�PROTOCOL 팀의배포와관련된모든위험및불확실성(재정및법적
위험및불확실성포함)을 신중하게고려하고평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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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정보 제공용 :�여기에명시된정보는개념적일뿐이며개발될META�PROTOCOL 플랫폼의향후개발목표를설명합니다.�특히백서의프로젝트로드맵은META�PROTOCOL 팀의일부계획을설명하기위해공유되고
있으며정보제공목적으로만제공되며구속력있는약속을구성하지않습니다.�궁극적으로모든제품,�기능또는기능의개발,�출시및시기는회사,�배포자또는해당계열사의단독재량으로유지되므로토큰배포에참여할지
여부를결정할때이정보에의존하지마십시오.�변경 될수있습니다.�또한백서또는웹사이트는수시로수정되거나대체될수있습니다.�백서또는웹사이트를업데이트하거나수신자에게여기에제공된것이외의정보에
대한액세스권한을제공할의무가없습니다.

1-7.�규제승인 :�어떠한규제기관도백서또는웹사이트에명시된정보를공식적또는비공식적으로조사하거나승인하지않았습니다.�그러한조치나보증은모든관할권의법률,�규제요건또는규칙에따라취해지지
않았거나취해지지않을것입니다.�백서또는웹사이트의출판,�배포또는보급은해당법률,�규제요건또는규칙이준수되었음을의미하지않습니다.

1-8.�미래예측진술에대한주의사항 :�여기에포함된모든진술,�보도자료또는대중이접근할수있는모든장소에서이루어진진술및회사,�또는 META�PROTOCOL 팀이할수있는구두진술은미래를구성할수
있습니다.�예측진술 (시장상황,�사업전략및계획,�재무상태,�특정조항및위험관리관행에대한의도,�신념또는현재기대에관한진술포함).�이러한진술에는알려진및알려지지않은위험,�불확실성및실제미래결과가
그러한미래예측진술에설명된것과실질적으로다를수있는기타요인이포함되어있으므로이러한미래예측진술에과도하게의존하지않도록주의해야합니다.�독립적인제 3자가그러한진술이나가정의합리성을
검토하지않았습니다.�이러한미래예측진술은백서에명시된날짜를기준으로적용되며,�회사및 META�PROTOCOL 팀은이러한미래예측진술에대한수정사항을공개할책임 (명시적이든묵시적이든)을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그러한날짜이후의사건을반영합니다.

1-9.�회사 및플랫폼에대한참조 :�여기에서회사또는플랫폼이름또는상표를사용하는것은 (회사,�배포자또는해당계열사와관련된경우제외)�제 3자와의제휴또는보증을의미하지않습니다.�백서또는웹사이트에서
특정회사및플랫폼에대한참조는설명목적으로만사용됩니다.

1-10.�백서와웹사이트는참조목적으로만영어가아닌다른언어로번역될수있으며,�영어버전과백서또는웹사이트의번역된버전사이에충돌이나모호성이있는경우영어버전이우선합니다.�귀하는백서및웹
사이트의영어버전을읽고이해했음을인정합니다.

1-11.�백서 또는웹사이트의어떤부분도회사또는배포자의사전서면동의없이는어떤방식으로든복사,�복제,�배포또는배포할수없습니다.�이 백서의프레젠테이션에참석하거나백서의하드또는소프트카피를
수락함으로써귀하는앞서언급한제한사항에구속된다는데동의합니다.

2.�배포및전파의제한
2-1.�본 백서의전체또는일부를배포또는전파하는것은그어떤관할권의법률또는규제요구사항에의해금지및제한될수있습니다.�제한이적용되는경우,�귀하는본백서의소지에의해적용될수있는제한사항을스스로
숙지하고법률등자문을구하고이를준수해야하며,�MPC토큰과메타프로토콜직원,�대리인,�관계사등(이하 ‘메타프로토콜및관계사’)은 이에대한책임을지지않습니다.

2-2.�배포 및전파로인해본백서를열람또는소지하게된경우그어떤목적으로든본백서또는그내용을배포,�복제등기타방식으로다른사람에게공유하거나이러한상황이이어지도록허용및원인제공을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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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책임배제
3-1.�MPC토큰과메타프로토콜및관계사들이제공하는관련서비스는 ‘있는그대로,’�‘가능한대로’제공됩니다.�메타프로토콜및관계사들은MPC토큰및관련서비스의접근성,�품질,�적합성,�정확성,�적정성,�완전성등에대해
명시적/묵시적보장또는묘사를하지않으며,�이와관련하여오류,�지연,�누락,�또는 이에의존하여취해진행동에대해그어떤책임도지지않음을명시합니다.

3-2.�메타프로토콜및관계사는본백서에기재된정보를포함하여그어떤형태로든진위,�정확성,�완전성을그어떤주체나개인에게묘사,�보장,�약속하거나이를주장하지않습니다.

3-3.�메타프로토콜및관계사는귀하가본백서의전체또는일부를수용하거나이에의존함으로써이와관련발생하는그어떤간접적,�특수적,�부수적,�결과적손실(투자수익/수입/이익의손실,�활용및데이터의손실등을
포함하지만이에국한되지않음)에 대해계약상또는불법행위상법적채임을지지않으며이는관련법률규제가허용하는최대한도내에서적용됩니다.

4.�미래예측진술에대한경고문
4-1.�본 백서에명시된특정표현들은프로젝트의미래,�미래사건,�전망등에대한예측성진술을담고있습니다.�이러한내용은역사적사실에기반한진술이아니며 ‘예정,’�‘추정,’�‘믿음,’�‘기대,’�‘전망,’�‘예상’등의단어와유사한
표현들로식별됩니다.�본 백서외발표자료,�인터뷰,�동영상등기타공개자료에도이러한미래예측진술이포함될수있습니다.�본 백서에포함된미래예측진술은메타프로토콜및관계사의향후결과,�실적,�업적등을
포함하지만이에국한되지않습니다.

4-2.�미래예측진술은다양한리스크및불확실성을포함하고있습니다.�이러한진술은미래성과를보장하지않으며따라서지나치게의존해서는안됩니다.�리스크및불확실성이현실로구체화되는경우메타프로토콜및
관계사의실제성과와발전은미래예측진술에의해설정된기대와다를수있습니다.�향후이러한상황에변화가있어도메타프로토콜및관계사는미래예측진술에대한업데이트를제공할의무가없습니다.�본 백서,�
메타프로토콜및관계사의홈페이지와기타자료등에포함된미래예측진술을바탕으로행동을하는경우미래예측진술의내용이실현되지않는것에대한책임은오로지귀하에게있습니다.

4-3.�본 백서가작성된날짜를기준으로메타프로토콜프로젝트및메타프로토콜플랫폼은완성되었거나완전히운영중인상태가아닙니다.�향후메타프로토콜프로젝트가완성되고완전히운영될것이라는전제하에설명이
작성되었지만,�이는플랫폼의완성및완전한운영에대한보장또는약속으로해석되어서는안됩니다.

5.�잠재적리스크
5-1.�MPC토큰의구매및참여를결정하기전아래내용을주의깊게읽고관련요소와리스크를충분히분석및이해할것을권장합니다.�리스크는다음을포함하지만이에국한되지않습니다.
(i)�식별정보분실로인한MPC토큰의접근제한,�MPC토큰을보관한디지털월렛관련필수개인키분실등보관관련구매자과실리스크(MPC토큰에해당됩니다.)
(ii)�글로벌시장및경제상황으로인한MPC토큰을발행후가치변동리스크.�MPC토큰은이러한MPC토큰가치의불확실성으로인해메타프로토콜생태계개발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지못하거나의도한방향으로
메타프로토콜생태계를유지하지못할수있습니다.
(iii)�정치,�사회,�경제환경의변화,�주식또는암호화폐시장환경의변화,�메타프로토콜및관계사가사업을운영하는국가의규제환경의변화,�그리고이러한환경에서메타프로토콜및관계사가생존또는경쟁할수있는
능력의변화관련리스크.�특정관할권에서MPC토큰에불리한블록체인기술관련기존/신규규제를적용할수있으며이에따라 MPC토큰폐지/손실등메타프로토콜생태계와프로젝트에상당한변화가발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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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메타프로토콜및관계사의미래자본필요성의변화,�이를충족하기위한자본및자금조달가능성의변화관련리스크.�자금부족은메타프로토콜프로젝트통한플랫폼개발과MPC토큰의사용및잠재적가치에영향을
끼칠수있습니다.
(v)�MPC토큰가치의불리한변동,�사업관계실패,�개발/운영중경쟁사의지적재산권주장등다양한사유로메타프로토콜활동중단,�해체 또는론칭계획중단에이를수있으며이로인해메타프로토콜생태계,�MPC토큰,�
그리고MPC토큰의잠재적활용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습니다.
(vi)�메타프로토콜프로젝트를통해개발된플랫폼및서비스에대한기업,�개인등기타조직의관심부재,�배포된응용프로그램의생성및개발에대한대중들의제한적관심관련리스크.�이러한관심의부재로자금조달의
제한을받거나메타프로토콜플랫폼개발과MPC토큰의활용및잠재적가치에영향을끼칠수있습니다.
(vii)�메타프로토콜프로젝트및메타프로토콜생태계를론칭하거나구현하기전MPC토큰또는메타프로토콜플랫폼의주요기능및규격에큰변화를적용하는리스크.�메타프로토콜은MPC토큰및메타프로토콜프로젝트의
기능이백서의내용과일치할것을의도하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변경사항을적용할수있습니다.
(viii)�MPC토큰과메타프로토콜플랫폼에잠재적으로악영향을미칠수있는다른플랫폼과의경쟁리스크.�(예:�경쟁프로젝트로인해상업적성공을거두지못하거나전망이암울한경우)
(ix)�제3자나다른개인이의도적으로또는의도하지않게메타프로토콜플랫폼에유해및악성코드를심어메타프로토콜플랫폼인프라와MPC토큰활용에간섭하는리스크.�플랫폼에사용되는블록체인또한이러한공격에
취약하기때문에플랫폼,�그리고관련서비스운영에리스크로작용합니다.
(x)�불가항력천재지변등재앙적사건의발생으로메타프로토콜및관계사의사업운영과기타통제불가능한다른요인들이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채굴공격,�해커또는기타개인들의공격등의사건으로MPC토큰판매
수익금의도난및손실,�MPC토큰의도난및손실,�메타프로토콜생태계개발역량저해등이발생할수있습니다.
(xi)�MPC토큰과기타암호화폐들은아직검증되지않은새로운기술이며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습니다.�MPC토큰의완전한기능은아직완성되지않았으며완성에대한보장은없습니다.�기술이발전함에따라암호화기술및
방식의발전,�합의프로토콜및알고리즘의변화등이MPC토큰,�MPC토큰의판매,�메타프로토콜프로젝트,�메타프로토콜생태계,�그리고MPC토큰의활용에리스크로작용할수있습니다.
(xii)�MPC토큰은메타프로토콜프로젝트,�메타프로토콜생태계,�메타프로토콜등과관련하여그어떤결정권도다른주체에게부여하지않습니다.�메타프로토콜제품,�서비스,�메타프로토콜프로젝트,�메타프로토콜생태계등의
중단,�메타프로토콜프로젝트의생태계에서활용되는MPC토큰의추가생성및판매,�MPC토큰의매각및청산등을포함한모든의사결정은메타프로토콜의자유재량에따라이뤄집니다.
(xiii)�MPC토큰의세금및회계처리방식은불확실하며관할권마다다를수있습니다.�MPC토큰구매로세금처리에부정적인영향을받을수있으며이와관련독립적인세무자문을구할것을권장합니다.�위명시된리스크
외에도메타프로토콜및관계사가예측하지못하는다른리스크도존재합니다.�또한예기치못한조합및변형의리스크도등장할수있습니다.

5-2.�위리스크및불확실성이실제상황으로전개되는경우메타프로토콜및관계사의사업,�재정상태,
운영결과,�전망등이실질적이고부정적인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이러한경우귀하는MPC토큰가치의일부또는전부를상실할수있습니다.

6.�추가정보및업데이트없음
MPC토큰,�메타프로토콜및관계사,�그리고관련사업및운영에대해서는본백서에포함된내용외그누구도정보/설명을제공할권한이없으며,�이러한정보/설명이제공된다하더라도메타프로토콜또는그관계사의권한을
부여받았거나이들을대표하는것으로여겨서는안됩니다.

7.�자문없음
본백서의그어떤정보도MPC토큰,�메타프로토콜,�또는 그관계사에대한사업,�법률,�재무,�세무조언으로간주되지않습니다.�MPC토큰,�메타프로토콜및관계사,�그리고관련사업및운영에대해서는법률,�재무,�세무등기타
전문가의자문을구할것을권장합니다.�MPC토큰구입에대한재정적리스크는무기한적용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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