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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Gather는 블록체인 기반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로, 유저가 사람, 사물, 취미 및 다양한 주제에 대한

변경 불가능한 기록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다. 특히 사랑이라는 핵심 테마를 통해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그 방식을 탈중앙형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탈중앙형 시스템은 토큰 보상을 통해 참여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시스템에

기여하고 또 그만큼 보상을 받아가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 소셜 서비스와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Gather에는 크게 매칭 서비스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칭 서비스는 남녀 혹은 동성

간에 데이트를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라이브 스트리밍은 플랫폼 내 유저들이 다른 유저들을

팔로우하고 그들이 생산하는 영상 콘텐츠들을 감상하는 서비스이다. 둘 다 이미 흔한 서비스이지만

이를 블록체인과 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드물다. 기존 데이팅 앱은 도용 및 가짜 계정이

판을 치고, 유저에게 데이터 제어권이 없으며 최악의 경우 해커에게 개인 정보를 모두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기존 스트리밍 서비스는 콘텐츠 제작자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한다면 모두 해결이 가능해지고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플랫폼이 더욱 강력해지는 장점이 존재한다.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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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동향 분석

디지털 기기로 이성간 만남을 주선해주는 데이팅 앱 시장은 말그대로 급성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가 확산된 이후 대면 접촉이 줄면서 반대로 데이팅 앱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관련 업계에선 국내 데이팅 앱 시장 규모를 2000억 원으로 추산한다. 2~3년 내

5000억 원으로 2배 이상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30세대는 "주선자가 사람에서 앱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소개팅 앱을 부담 없는 연애 경로라고 평가한다.

“주변 지인들에게 받는 소개팅은 인력 풀에도 한계가 있거니와 주선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불편하다” 소개팅 앱을 이용하는 B 씨(30세)는 앱을 통한 만남이 기존의 소개팅의 한계와

불편한 점을 없앤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객관화와 지표화를 앱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소개팅으로는 차마 주선자 때문에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선뜻 소개팅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기

힘든데, 앱을 통해서는 말을 걸지 않으면 그만이니 상호간에 얼굴 붉힐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데이팅 앱은 상대방의 외모, 사회적인 배경, 가치관 등을 최대한 빨리 알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정해 놓았다. 심지어 상대의 목소리까지 알 수 있는 앱도 있다. 이 덕분에 앱 유저들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따져보고 만남을 시작할 수 있다. 시작부터 선택의 오류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소개팅 앱은 학교나 직장처럼 좁은 집단 내에서 연애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줄여준다. D 씨(28세)는 "CC(캠퍼스커플)를 하거나 사내연애를 하면 이별 뒤에 여러 사람의 입에도

오르내리기 쉽고 가끔 마주치는 곤란한 상황까지 벌어진다"면서도 "하지만 앱은 만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 그런 위험성이 덜하다"고 말했다.

Marke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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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에게는 연애와 결혼에 있어 '인간적 교류'가 가장 중요했다. 때문에 앱이 가지고 있는

인스턴트 적이고 쉽사리 관계를 리셋할 수 있는 속성은 그간 남녀 간의 관계에서 금기시 되기까지

했다. 결혼 후 배우자와 잘 맞지 않아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게 지상명령과도

같이 여겨졌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2030세대는 결혼이나 가정보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다.

C 씨는 "솔직하게 만나보고 싫으면 삭제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만남의 진정성이 높아진

게 아닌가"라면서 "결혼을 의무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미리 아는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데이팅 앱 관계자는 "이성과의 만남 추세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바쁜 현대인들이 평일에는 야근이나 회식 등으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 또는 반나절의 시간을 내서 이성을 만나는 것은 부담스럽다"면서 "5~10분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이성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간편함과 연령이나 직군 등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은

(오프라인 소개팅) 매칭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예전에는 재산이나 직업등 조건을

다지면 '속물'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성향이나 조건 등을 투명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휴대기기 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 앱애니는 ‘모바일 현황 2021’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데이팅 앱

시장이 유저 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 성장한 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데이팅 앱은

유저들이 만남 성사 후 앱을 삭제하는 특징 때문에 유저 지출 규모가 중요한 지표다. 앱애니 조사결과

유저들은 앱에서 제공한 추가 만남이나 자신에게 관심 갖는 상대방을 확인하는 기능 등 추가 기능을

위해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위 앱은 최근 국내 신생기업(스타트업) 하이퍼커넥트를

약 1조 9천억원에 인수한 미국 매치 그룹의 ‘틴더’다. 틴더는 한국(5위)와 중국(8위)에서도 데이팅 앱

이용 순위 10위 안에 들었다.

Marke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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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는 지난 11일 뉴욕 증시에 상장돼 화제를 불러 일으킨 ‘범블’이다. 범블은 틴더의 공동 창업자였던

휘트니 울프 허드가 2014년 독립해 만든 데이팅 앱이다. 그는 이번 뉴욕 증시 상장으로 31세 나이에

주식 가치 기준 1조 6,700억원대 갑부가 됐다. 

앱애니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저들은 데이팅 앱에 약 83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데이팅 앱은 ‘위피’였다. 이어 ‘글램’, ‘심쿵’, ‘정오의 데이트’ 등이 뒤를

이었다.

월 평균 유저 숫자에서는 틴더, ‘바두’, ‘범블’이 전세계 1~3위였다. 국내에서는 월 평균 유저

기준으로 틴더가 1위였고 글램, 정오의 데이트, 위피 순이었다.

앱애니에 따르면 원래 데이팅 앱은 발렌타인 데이인 2월14일 이전에 이용량이 급증하다가 이후

줄어든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발렌타인 데이 이후에도 데이팅 앱 이용이

줄어들지 않았다. 앱애니는 코로나19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 올해도 데이팅 앱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앱애니의 렉시 시니어마켓 인사이트 매니저는 “데이팅 앱 산업이 코로나19 시대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앞으로도 유저들의 관련 지출이 늘어날 것 ”이라고 예상했다.

Marke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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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가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을 주도하면서 국내외 플랫폼 간 유저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앱애니가 9월 발간한 '소셜 미디어 앱의 진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적으로 짧은 형식의 비디오 콘텐츠 및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이 급 성장했다.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 분야 상위 5개 앱의 지난 3년 연평균 성장률이 25%를 기록하면서 사진 및 비디오

앱의 연평균 성장률 15%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사진이나 비디오 콘텐츠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유저가 옮겨가고 있는 소셜

미디어 시장의 변화는 새로운 트렌드 시도에 거리낌 없는 MZ세대가 주도하고 있다"며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하면서도 소속감을 중시하는 MZ세대는 자유롭게 취향과 일상을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에 열광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실시간

영상으로 소통하는 유저가 늘어나면서 MZ세대를 잡기 위한 국내외 플랫폼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글로벌 영상 기술 기업 하이퍼커넥트가 2019년 출시한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하쿠나

라이브'는 양방향 소통 기능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인도, 동남아, 

터키 등 10개국에서 서비스 중이다. 기존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는 방송 호스트가 일방적으로 방송

게스트에게 이야기를 전달했다면, 하쿠나 라이브는 분할 화면으로 최대 4명이 동시에 방송할 수 있는

'멀티 게스트 모드'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스트리밍 SNS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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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 라이브는 6명이 동시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룹 라이브' 기능도 지난해 말부터 도입했다. 

시청형 콘텐츠와는 달리 소규모로 서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소소한 일상 공유부터

고민상담까지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얼굴 노출에 대한 부담이나 라이브 방송에 익숙하지

않은 유저들도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AR 아바타' 기능을 활용해 쉽게 라이브 방송을 즐길

수 있다.

대표적인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는 e스포츠 프로게이머, 연예인, 인플루언서가 게임 팬과

소통하는 창구다. 공유하는 것에 익숙한 MZ 세대는 단순히 게임 플레이를 넘어 e스포츠 경기를 함께

즐기기 시작했고, 다양한 인플루언서의 경기를 보고 자신의 플레이까지 공유할 수 있는 트위치가

주목받게 됐다. 나아가 트위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일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 유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트위치는 게임은 물론 일상 생활을 나누는 '저스트 채팅(Just Chatting)', 음악에 특화된 '뮤직 앤

퍼포밍 아트(Music & Performing Arts)', 요리와 관련된 '푸드 앤 쿡(Food & Cook)' 등

카테고리를 새롭게 만들었다. 특히 저스트 채팅은 지난해 3분기부터 트위치 내 여러 방송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차지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7억 5400만에 달하는 누적 시청

시간을 기록했다.

스트리밍 툴 제공업체 스트림엘리먼트와 분석업체 레인메이커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세계 트위치 시청 시간은 18억 시간 이상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MZ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1020세대의 트위치 이용 경험률이

지난해 대비 6.9% 상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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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즈니스 모델

Business Model

Gather 솔루션

Gather는 전세계에 사용하기 쉽고, 기능적이며, 의미 있는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ather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의 데이트 공간에 대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토큰이다. Gather는

20억 달러 규모의 데이트 산업을 하나의 유저 친화적인 애플리케이션에 담아내고자 한다.

Gather의 시스템은 KYC 프로세스를 통해 유저가 실존 인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플랫폼에서

증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은 안심하고 봇 혹은 가짜 유저가 아닌 실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Gather 토큰은 Gather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을 통해 데이트의 기회를

제공하여 업계를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다.

Gather 데이팅 앱의 주요 목표는 유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유저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모두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흥미롭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특히 이전에 괴롭힘 및 기타 유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다른 유저를 찾는 것을 허용하기 전에 "KYC(Know your customer)"라고도 하는 신원

증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데이트 앱을 최대한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모든 사람은 상대방을 찾을 때 자신만의 취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데이트를 하거나 가벼운

만남을 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진지한 관계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사람들은 나이, 

성별, 키, 직업 또는 종교 등 기호에 대해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Gather는 유저가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도록 필터와 함께 고급 검색 옵션을 제공한다. 다른 유저들의 프로필들은 이 수치에 기반하여

궁합 랭킹의 형태로 나타내어지고 나중에 쉽게 접근 가능한 “패스” 나 “바로 메시지 보내기” 폴더로

스와이프 하여 분류될 수 있다. 궁합 점수는 모든 나타난 프로필에 퍼센티지 비율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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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싱” 또는 “블록체인” 과 같은 키워드를 탐색에 도움이 되도록 유저는 프로필에 태그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선택적이나 이러한 세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저는 첫 Star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심리측정 프로파일링과 디지털 풋-프린트 기반 추천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다. 추가적인 현재 개발 중에 있는 프로파일링 기능과 메커니즘들은 Gather 런칭 시 공개될

것이다. 유저들은 국경없이 세계적으로 자신의 파트너를 찾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Gather는

유저가 실제로 위치하지 않은 장소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Gather의 신분증 인증과 연결하여 실제 만남 인증과 궁합 피드백 설문조사들은 Gather 유저간

검증된 신용 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게끔 작용된다. 우리는 NFC기능을 통하여 실제 만남이

성사되는지에 대해 공동인증 시스템을 제공하려 한다. 유저는 간단히 Gather 앱을 열고 서로의

핸드폰이 터치하게 함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유저들은 간단한 궁합

피드백 설문조사에 응하게끔 초대 받는다. 이것에서 취득한 데이터는 Gather의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연마하는데 쓰여진다. 추가로, 만약 유저가 만남을 통해 만난 타 유저의 목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를 궁합 피드백 설문조사에 보고할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너무 많이

보고되는 유저는 네트워크에서 금지 당하게 될 것이다. 금지 된 유저들에 관한 규칙은 변화 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 우리는 금지 된 유저들도 그들의 계정에 접근하여 토큰들을 거래소로 출금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온라인 데이팅에 참여하는 유저들은 저마다 다른 다양한 목적을 갖고있다. 데이팅 플랫폼들은

유저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플랫폼의 금전적 인센티브가 유저의 목적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플랫폼에 의한 유저의 행동의 교묘한 조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매출을

극대화 하기위한 액션은 유저가 관심사를 달성하는데 비협력적 일 수 있는 것이다.

Gather에서는 유저의 목적이 달성됨으로 인해 우리 시스템이 보상을 얻게 되는 구조로 토큰 경제가

운영되도록 하여 우리와 유저의 인센티브가 일치하게끔 한다. 모든 데이터, AI, 그리고 머신 러닝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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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데이팅 앱에서는 프로필을 작성한 후에 유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대부분을 거쳐야 한다:

I. 프로필 조회하기

II. 인상적인 프로필 찾아내기

III. 쌍방의 관심사 인지하기

IV. 메시지 교환하기

V. 데이트 일정 정하기

IV 단계와 V단계를 거친 후에야 유저는 자신의 한 개 또는 이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성공적인

쌍방간의 메시징은 위 테이블의 왼편에 위치한 결과들과 (“만나지 않기” 결과) 관심사가 같은 유저들

만족하게 할 것이며 성공적인 데이트는 테이블 오른편에 위치한 결과들과 (“만남” 결과) 관심사가

같은 유저들을 만족시킨다. 그 외의 단계에서 비롯된 만족은 오직 IV단계와 V단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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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데이팅 플랫폼은 유저들이 위의 단계들을 수행할 때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1. 제 3자에서의 수익

a) 광고. 유저들이 I단계에서 브라우징 시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2. 유저들에게서 의 수익

a) 유료 멤버십을 모든 단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전제조건으로 함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i. Match.com이나 Zoosk와 같이 장기간 가입자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할인율을 제공하는

월간 정액제 멤버쉽

b) 유료 기능

i. OkCupid Premium에서와 같이 프리미엄 유저에게 주어지는 추가적인 필터링 옵션. 이는

II단계를 위한 최적화 가능성을 높여준다.

ii. OKCupid Premium에서와 같이 자신에게 관심을 표현한 유저들 리스트에 대한 권한. 이는

III단계를 위한 최적화 가능성을 높여주나 편의(bias) 발생 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다.

iii. 틴더의 ‘부스트’ 기능과 같이 유저가 알림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 도구들. 이는

한정된 시간 안에 유저 노출도를 높인다. 이는 III단계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편의(bias) 발생 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다.

iv. 매칭 대상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추가 결제를 함으로 IV단계에 도달하는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주로 거의 모든 때에 회사들은 I, II, III단계에서 매출을 달성하지만 유저들은 IV 나 V단계에

도달하기까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수익창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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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her는 여태까지와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 이는 제3자의 광고주들을 플랫폼에서

배제하고 직접적 유료결제 기능과 유료 구독의 사용을 피함으로 달성 될 수 있다.

이 접근방법은 두가지로 분류된다:

1. Gather의 매출의 부분을 차지하는 요금은 성공적인 소통이 이루어 졌을 때만 발생한다.

유저가 Stars 로 부스트된 메시지를 받고 읽는 순간 그는 메시지를 부스트를 위해 사용된 Stars 또한

받게 된다. Gather는 이 절차 속에서 소량의 요금을 부과하려 하는데 이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정해진 기간 내에 메시지에 응답 했을 경우에만 행해진다. 만약 수신자가 메시지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을 넘는다면 이 요금은 발신자에게 환급된다. 그러나 수신자에게 전달된 Star의

수량은 그가 메시지에 응답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유지된다. 이 방법으로 Gather의 금전적

인센티브는 IV단계에서 메시지를 교환할 때의 유저의 목표와 일치될 것이다.

2. 성공적인 오프라인 데이트에 있어 팁을 수수할 가능성

Gather가 유저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인센티브를 갖는 또 다른 방법은 성공적인 데이트를

마치고나서 유저들이 Gather에 팁을 제공하게끔 허락하는 것에 있다. 우리는 데이트 후 피드백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저가 그들의 경험에 대해 평가를 한 후 Star의 형태로 그들의 원하는

액수만큼 Gather에 팁을 제공 할 것인지 선택 할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자발적인 선택가능한

옵션이므로 유저 피드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플랫폼에 팁을 제공하는 것은 현존하는 데이팅 앱 산업에 있어서는 다소 맞지 않는 아이디어이다. 

그러나 무료이고 유저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Gather는 유저들에게 위키피디아와 같이

무료이고 친근하며 유저가 만들어가는 서비스 메커니즘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는 match.com 과

같은 착취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플랫폼과 대조된다. 그러므로 팁을 제공하는 행위는 유저들에게

Gather와 동맹을 맺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존하는 데이팅 플랫폼들과 유저들간 존재하는 불일치성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Gather의 재무적 인센티브와 유저들의 목표는 성공적인 메시징과 (IV단계) 성공적인 데이트

(V단계) 모두에서 일치 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미래에 있을 플랫폼 개발단계에서 다른 추가적인

도구들과 방법들로 이러한 핵심 원리들을 사용하여 유저와 플랫폼간 인센티브가 더욱 일치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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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Gather는 관심도 불균형과 같은 문제들을 메세징과 특히 관련된 유저 습성을 알리는 특정한

시스템으로 인지하여 해결해 낸다. 이 시스템은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경제학적 이론과 행동을

사용하고 시스템 라인상에서 매출을 발생 시키다. 정보가 넘치는 시장에서 토큰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Gather는 BEP-20인 GAT 토큰을 플랫폼 내 모든 유저간 인앱 결제 수단으로 사용 한다. Gather는

새로운 유저가 다양한 방법으로 토큰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제3자 API를

통한 인앱 신용카드 결제,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Gather 앱 상에서 일정한 활동을 통해 취득하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 Gather의 예비 풀은 유동성과 유저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위해 사용된다. 

예로 현실에서 만남이 성사된 것을 확인하거나 궁합에 대한 피드백을 보고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펀드의 일부분은 GAT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 쓰일 수 있다.

Gather는 자체 생태계가 성장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토큰은 더욱 많은 유저 권한을 부여한다. 

유저들은 토큰을 구매, 판매 또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데 Gather의 인가가 필요 없다. 그리고 토큰

시스템은 거래소나 파생적인 시장이 수립하는 것을 허락하여 Gather가 아닌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으로 공정하게 보상을 얻게 된다. Gather는 성공적인 소통이 이뤄졌을 경우 부과하는 적은 양의

수수료를 통해 GAT를 받게 되며 이 토큰 양의 일정 부분은 소각하여 생태계에서의 토큰의 가치를

안정화 시킨다.

Gather의 유저들은 대기열에 들어오는 추가 분량의 메시지로 자신이 수신하는 메시지의 양을

제한할 수 있다. GAT는 수신자의 수신함에서 메시지를 대기열에서 위로 올림으로써 한도에

도달하게 하여 대화를 시작하게 할 수 있다. 이 GAT들은 메시지 수신자의 계정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저는 알맞은 시간에 대화 요청 메시지를 읽는 것으로 GAT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토큰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은 새로운 유저들이 GAT를 이용하게끔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며 기존의 유저들 또한 네트워크에서 활발한 활동을 유지하게끔 하는 동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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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의 사용은 메시지를 발신할 때 유저가 겪는 경쟁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대부분의 web2.0

플랫폼은 연락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장벽이 없는데 이점은 저질의 메시지가 범람하는 혼잡한

환경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작은 장벽을 도입함으로써 대규모 스팸을 방지하여 유저들이 스팸

메시지에 시달리지 않도록 플랫폼을 관리한다. 플랫폼과 별개이자 유동적인 토큰의 도입은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온라인 데이팅 경험의 질을 낮추는 관심도 불균형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 

Gather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저 간 원활한 매칭을 지원하면서 플랫폼 내에서 GAT 토큰을 얻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돕는 것이다. Gather 토큰을 통해 암호화폐를 쉽고 빠르게 획득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온라인 데이팅과 관련된 위험 및 불안정 요소를 피하기 위해 플랫폼에 있는 모든 유저의

진위를 확인할 것이다.

모든 유저는 Gather 플랫폼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 타 유저 스와이프를 통해 GAT 토큰 획득

• 게임과 같은 유저 경험

• 투명성

• 보안

• 레퍼럴을 통한 GAT 토큰 획득

Gather는 정확한 프로필 확인을 보장하여 사기꾼이 유저를 속일 가능성을 방지한다. Gather는 가입

시 Gather 지갑을 생성하여 데이팅 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솔루션과 함께

제공된다.

다음은 당사 플랫폼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 간단히 프로필을 작성하여 Gather에서 새 유저로 프로필을 만들고 유저는 자신의 얼굴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한다.

- 유저는 프로필을 설정하고 원하는 취향을 선택할 수 있다. 취향은 음식, 음료 또는 활동일 수 있다.

- 거리 또는 취향을 통해 유저 검색 및 정렬

- 유저는 토큰을 획득하는 동안 다른 유저의 사진을 스와이프할 수 있다.

- 매칭된 유저는 대화를 시작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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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her 고유 기능

대부분의 데이트 앱은 구독을 요구하고 서비스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Gather 토큰과 타 토큰과의

차이점은 지속 가능한 유틸리티이다. Gather는 앱에서 스와이프, 추천 및 구매 기능을 통해 얻은

토큰으로 참여도와 유저 유지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Gather Wallet은 각 유저에게 제공된다. 반면 각 Gather 프로필에는 획득/구매 시 Gather 

Token을 저장할 수 있는 고유한 지갑이 있다. Gather 지갑은 BNB Chain의 모든 지갑과

동기화된다.

a. 토큰 획득 기회: 유저가 스와이프하여 암호화폐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b. 네트워크: 유저는 암호화폐를 사용하거나 고유한 추천 코드를 통해 친구를 추천하여 구독료를

지불할 수 있다.

• 지불: Gather 토큰으로 지불

• 등록: 고유 지갑 설정

• 획득: 스와이핑으로 Gather 토큰 획득

• 참여: 획득한 수익으로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c. 게임화: Gather는 모든 유저 간의 투명하고 안전한 매칭을 지원한다. 모든 대형 거래소는

해커로부터 잘 보호되는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Gather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여 혁신과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동시에 게임화를 통해 창의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유저경험을 향상 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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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록체인 기술 적용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의 혁신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큰 기대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통한 화폐 기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

하여 기술적인 진보와 함께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질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를 활용한 Decentralized Application (이하 DAPP)은 블록체인위에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다양한 DAPP의 등장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며

DAPP의 우월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분산화를 통한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의 구조는 가까운

미래에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의 큰 틀을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DAPP의 발전속도가 대중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1,000개가 넘는 DAPP을 보유한 이더리움 네

트워크가 속도의 문제로 유효한 기술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제시되기도

한다. 또한, 소위 Trilemma로 불리는 Decentralization, Safety 그리고 Scalability를 모두

프로토콜 레벨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DAPP 보다 프로토콜의 수가 더 많아지는 “Protocol 

Fever”의 현상을 가져왔다. DAPP의 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일이 바로 DAPP 

서비스를 제공할 메인넷 프로토콜 선정이라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현재의 Protocol Fever 현상은

안정적인 DAPP 개발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밖에 없다. 다양한 프로토콜과 다양한 DAPP의 존재는

서로의 수요에 대한 미스매치현상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구조적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산업을 초월하여 블록체인은

혁신을 가져오고 있으며, 대부분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상용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저작권

및 물류 분야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고유의 데이터 신뢰도와 성능 개선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 상용화된 블록체인 기반 식품 추적 네트워크 “IBM Food

Trust”는 식품 원산지부터 운송 기록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스템이다.

Technology

Web2 시대에서 Web3의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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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 혁신적인 서비스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DAPP의 생태계가 무엇보다도 필요

하다. 모든 첨단기술의 초창기와 마찬가지로, DAPP이 서비스의 형태로 자리잡고 생태계를 구성하여

선순환의 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문제들이 여러가지 있다.

GatherLabs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환경을 바탕으로 DAPP의 개발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의 전제 조건을 제시하며 결론적으로 Gather 플랫폼 내

서비스들이 왜 BNB 체인과 같은 거대 플랫폼에서 먼저 시작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DAPP의 개발환경에서 눈에 띄는 세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플랫폼 리스크이다. 메인넷 프로토콜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DAPP은 이더

리움이나 이오스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선택해야 한다. 수많은 메인넷 블록체인이 개발되었으며

지금 이순간에도 필요한 기능을 강조하는 여러가지 메인넷들이 발표되고 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메인넷 프로토콜은 모두 서로 다른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DAPP들에게 완벽한

개발환경을 제공하고 있지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APP의 개발자들은 메인넷을 선택해야하고

결국 그 메인넷 프로토콜 시스템의 확장성 및 개발 방향에 따른 제어할 수 없는 리스크를 갖게 된다.

둘째, DAPP의 메인넷에 대한 요구사항이 너무 다양하다. 목적에 부합하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요구가 DAPP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메인넷

프로토콜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크립토게임은, 수많은 트랜잭

션의 처리가 빠르게 수행되어야 하며 안전한 리워드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속도에 대한 확장성과

안전성을 갖는 분산화된 환경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하나의 퍼블릭 블록체인

에서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통한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확장성에 대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통해 해결하려는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그 안정성 검증시스템이나 믿을 만한 코인생태계를 구성하는 점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에 비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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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비스의 환경에서 생기는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결 위한 다음의 세가지 접근

방법을 고려한다.

• 첫째, 하나의 블록체인 메인넷이 모든 상황의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없다. 완벽한 블록체인이

존재하지 않고 서로의 장단점이 다른 상황에서 하나의 메인넷 블록체인이 플랫폼으로 고착화

되어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위험하다.

• 둘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의 본질적인 장점을 대체할 수는 없다.

• 셋째, OS나 Abstraction Layer의 추가를 통한 해결은 전체적인 오버헤드만 늘릴뿐이다. 메인

넷의 확장을 통한 기능의 개선은 전체 시스템의 과부하에 대한 요인일 수 있으며, 확장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GatherLab에서는 가장 처음 서비스 제공을 할 플랫폼으로 BNB 체인을 먼저 선택하고 그

이후 크로스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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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B 체인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하 BSC)가 바이낸스 체인 (이하 BC)와 함께 BNB 체인으로

통합되며 리브랜딩 된 플랫폼이다. BSC와 BC를 통합한 BNB 체인은 게임, 소셜 미디어, 메타버스를

포함한 전통적인 Web2 대규모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표준화 하는 것을 목표로

MetaFi 유니버스를 위한 인프라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앞세우고 있다.

BNB 체인은 별도의 블록체인으로 병렬로 실행되고 있던 바이낸스 체인(BEP2)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BEP20)을 통합하고 CeFi 서비스인 바이낸스 닷컴 거래소까지 포괄하는 기존보다 더 큰

개념의 체인이다.

바이낸스의 설명에 따르면 ① 빠른 거래에 최적화된 바이낸스 체인(2019년 출시)와 ② DAPP 개발

및 배포를 위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2020년 출시)을 순차적으로 출시한 바 있으며 서로 별도로

운영되던 두 체인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BNB 비콘 체인 (=구 바이낸스 체인) : 스테이킹, 투표 등 BNB 체인의 거버넌스 역할

BNB 스마트 체인 (=구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 EVM호환, 컨센서스 레이어, 다중 체인 허브 등의

역할

BNB 체인은 여러 섹터를 포괄하는 MetaFi를 내세우고 있는데, 바이낸스 거래소는 메타버스, 

디파이, 게임파이, NFT 등과 함께 BNB 체인 생태계 내에서 CeFi 영역을 담당하는 하나의 하위

개념으로서 포지셔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왜 BNB 체인인가?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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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확장성과 관련된 문제는 누구나 알 정도로 분명하고, 일부 전문가들의 추측에 따르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배포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BNB 체인의 zkBNB의 도입으로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이 솔루션은 체인의 보안과 트랜잭션

속도를 보장하면서도 더 빠른 불변성과, 대폭 감소된 트랜잭션 수수료를 제공하여, BNB 스마트 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대규모 구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zkBNB 네트워크는 Web3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DAPP)을 위한 가장 진보되고, 안전한 블록체인

인프라를 제공한다. 오픈 소스로 코드가 개발됨에 따라 개발자들은 zkBNB의 기능을 특정 사용

사례로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새로운 기능들을 실험할 기회 또한 갖게 된다.

zkBNB는 BNB 스마트 체인이 누리는 동일한 기본 레이어 1 보안 수준, 즉 SNARK라 일컫는 암호

생성 트랜잭션으로 사이드체인 트랜잭션을 롤업하는 방식을 통해 안전한 개발 기회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전무후무한 확장성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제 단 몇 줄의 코드만으로 지불과 아토믹 스왑을

통합할 수 있고, 내장된 AMM 스왑과 유동성 풀을 통해 중개인의 허가 없이 자동으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성능이 핵심 우선 순위인 BNB 체인에서, zkBNB는 1억개의 주소를 지원하고, 5,000-10,000 

TPS를 처리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준다. BNB체인은 더 빠른 거래 속도, 불변성, 낮은 가스

수수료, 그리고 BSC의 ‘완전한 출구＇를 제공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Gather 플랫폼이 첫 발을

내딛기에 매우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zkBNB,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열쇠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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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her 블록체인은 단일 체인에서 안주하기 보다는 유저가 더욱 많은 체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체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로스 체인 프로토콜 지원이

수반된다. 프로토콜을 통해 체인간 소통을 하기 위해 Gather 블록체인이 수락할 트랜잭션 유형은

크로스 체인 단일 자산 이전 트랜잭션이다. 전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리스너 (Listener : 

소스체인에서 트랜잭션을 들을 사람), 집행자 (Executor : 목적지 체인에서 트랜잭션을 개시할

사람), 그리고 유동성 풀 컨트랙트 (크로스 체인 자산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계약)이 필요하다.

리스너

Gather 블록체인 검증자는 지원되는 각 블록체인에서 리스너 역할을 하게 된다. 검증자는 소스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있으며 소스 체인의 유동성 풀 관리 계약에서 입금 트랜잭션을 듣게 된다. 일단

검증자가 입금 트랜잭션을 찾으면 각 검증자는 입금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검증자 중 한명이 GAT

토큰의 트랜잭션에 이 정보를 입력하면 이것은 다음 블록의 Gather 블록체인에 포함될 것이다.

집행자

집행자는 지원되는 모든 블록체인의 모든 입금 트랜잭션에 대해 오직 Gather 블록체인만 듣게 된다. 

GAT 토큰의 트랜잭션은 소스 체인, 목적지 체인, 전송된 토큰, 목적지 체인에 매핑된 토큰, 수량, 

소수점, 그리고 필요한 다른 메타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각 집행자는 목적지 체인에서

집행자가 다른 임의의 트랜잭션에 서명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보증금을 Gather 블록체인에 입금한다.

크로스 체인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집행자에 대한 신뢰 가정(Trust assumption)을 줄이기 위해, 

목적지 체인에서 트랜잭션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키를 분산하는 임계 서명 방식(Treshold

Signature Scheme)이 사용된다. 집행자로부터 예치된 수량의 총 합보다 이체되는 수량이 적다면

트랜잭션은 그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안에 위협을 가한 대가로

집행자에 대한 신뢰 가정이 스테이킹 조건 미달로 인해 제거됨으로써 정직한 행동을 유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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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풀

지원되는 각 블록체인에는 누구나 유동성을 제공하고 크로스 체인 이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유동성 풀 스마트 컨트랙트가 존재한다. 각 크로스 체인 이체는 제공된 유동성에 비례하여 유동성

제공자에게 분배될 수수료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서로 다른 토큰의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수료 또한 얻을 수 있다. 트랜잭션 수수료 외에도 유동성 제공에 대한 APY 

보상이 존재한다. 이는 GAT 토큰을 통해 분배된다. 또한 특정 풀에서 사용 가능한 유동성이

감소하게 된다면 APY 보상은 증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촉진한다. 

풀에 더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집행자는 BNB 체인을 허브 체인으로 유지하는

네이티브 브리지를 사용하여 체인 전체의 유동성을 재조정하게 된다.

예시 흐름

A라는 사람이 소스 체인에서 누군가에게 500USDT를 전송한다고 가정해보자. A는 소스체인

유동성 풀 관리 계약에 500USDT를 예치한다. 검증자는 소스 체인에서 해당 입금 트랜잭션을

확인하고, 각 검증자가 이 정보를 다시 검증하여 GAT 토큰 트랜잭션 형태로 Gather 블록체인에

입력한다. 집행자가 Gather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듣고(Listen) 목적지 체인에서 트랜잭션을

개시한다. 이것은 유동성 풀 관리(목적지 체인)에서 A의 주소로 전송 수수료를 제외하고 자금을

인출한다. (이 수신자 주소는 입금 트랜잭션에서 언급 했듯, A의 주소와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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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호출

크로스 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호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체인에 게이트웨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사용된다. A가 소스 체인에서 트랜잭션을 이용하여 목적지 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하려는

경우, A는 목적지 호출 데이터, 주소 정보를 전달하여 소스 체인에서 GSC를 호출해야 한다. GSC는

직접 또는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호출될 수 있다. 검증자는 소스 체인의 GSC에서 트랜잭션을

수신한다. 검증자가 소스 체인에서 GSC 트랜잭션을 수신하면 모든 검증자가 거래를 확인하고

Gather 블록체인에 넣게 된다. 집행자는 이 Gather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수신하고 임계 서명

방식을 사용하여 목적지 체인의 GSC 트랜잭션에서 소스 GSC 트랜잭션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트랜잭션을 수행한다. GSC는 내부적으로 목적지 체인에서 목적지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하고 호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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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C 트랜잭션 수수료

집행자가 목적지 체인에서 트랜잭션을 수행할 때 목적지 체인에 대한 트랜잭션 수수료를 네이티브

토큰으로 지불하게 된다. 이 거래 수수료를 보상하기 위해 유저는 거래 수수료를 집행자에게

상환하는 데 사용할 기본 토큰을 목적지 게이트웨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치해야 한다. 집행자는

집행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거래 수수료 외에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체인 위게 설계된

서비스가 크로스 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호출을 활성화하려는 경우, 소스 체인 계약 및 목적지 체인

계약과 같은 소스 및 목적지 체인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네이티브 토큰은 소스

체인 계약 주소와 목적지 체인 계약 주소의 해시인 Funding Key에 예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집행자가 목적지 GSC에 전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온체인에서 생성된 해시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거래 수수료가 공제된다.

중계자 인센티브 메커니즘

중계자는 체인간 패키지를 중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중계자는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인에서 발생한 모든 이벤트를 관찰하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 지불을 받기 위해 적시에

행동한다. 다음은 중계자들이 장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보상을 분배하는 방안이다. GAT는

BNB 체인 기반의 코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과 공식은 BNB의 그것을 따르고 있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Fairness, Competitiveness, and redundancy: 누구나 저렴한 하드웨어에서도 중계기를

실행할 수 있다. 누군가가 모든 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2. Simplicity: 모든 일련의 과정과 보상은 간단함을 추구한다.

3. Robustness: 중계자는 본인의 기준에 따라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전략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어떤 조건에서도 체인 간 통신이 차단되어서는 안된다.

4. Low Risk: 중계자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위 N개 중계자의 경우 비용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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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큰 이코노미

TOKEN ECONOMY

토큰 분배

Ecosystem 30%

Marketing 10%

Liquidity 15%

Team 25%

Pre-Sale 10%

Staking 20%

발행 정보

토큰 이름 Gather Token 토큰 심볼 GAT

기술 기반 BNB Chain 토큰 타입 Utility

총 발행량 1,000,000,000 소수점 18

토큰 주소 0x82BcA3489746F5b1d614Bc89575213BA0c2Faf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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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드맵

TEAM

2022

2023

2Q

3Q

4Q

1Q

2Q

3Q

4Q

‣ 유망 사업 기획 수립
‣ 시장 조사
‣ 프로젝트 기획 및 전략 수립

‣ V1.0 어플 런칭
‣ 프로덕트 빌딩
‣ 소셜 파이 리서칭

‣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 커뮤니티 빌딩
‣ 백서 출시
‣ 시드 및 프라이빗 토큰 세일
‣ 글로벌 top 15 거래소 상장

‣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토큰 생성 이벤트
‣ 퍼블릭 세일

‣ 스테이킹 생태계 통합
‣ NFT 마켓플레이스 통합
‣ 글로벌 top 10 거래소 상장

‣ V2.0 어플 런칭
‣ 소셜 파이 통합

‣ V3.0 어플 런칭
‣ 메타버스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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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팀 소개

TEAM

Hyoung Lae Cho
Chief Executive Officer

Android Developers

Muhammad 
Aoun Anwar
Senior Android 

Developer

Muhammad 
Kamran

Senior Android 
Developer

Muhammad 
Salman

Senior Android 
Developer

Abdul Hannan

Senior Android 
Devel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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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Developers

M.Asif Ayub
(Team Lead)

Senior IOS 
Developer

Muhammad 
Shaharyar
Senior IOS 
Developer

Usama Faoroq
Senior IOS 
Developer

Muhammad 
Zubair

Senior IOS 
Developer

Moeez Ali
Junior IOS 
Devel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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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Developers DevOps Developers

M.Usman
Senior Node
Developer

Muhammad 
Akbar

Senior Node 
Developer

M.Junaid
Senior DevOps

Developer

Muhammad 
Imran

Senior DevOps 
Developer

QA Engineers

Muhammad 
Hanzala

Senior 
QA Engineer

Azan Qaiser
Senior 

QA Engineer

Muhammad 
Zeshan

Senior 
QA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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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Project Manage

Yuri Leeman
Global Marketing 

Manager

Jae Ho Yoo
Project Manager

Oh Sang Kwon
Advisor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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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책 조항

DISCLAIMERS

 Gather Token 면책과 사업 일반 고지

 Gather Token이 사용되는 모든 관할 국가 및 지역에서 인허가와 라이센스, 승인 획득이 보장되지 않는다.

 Gather Token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면서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와 승인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Gather Token 관련 서비스는 각 국의 규제와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규제 관련 인허가, 

승인 여부에 대해서 완전히 보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서비스 관할 지역에서 적절한 인허가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Gather 플랫폼 및 서비스는 제한되거나 App Store 등에서 서비스가 거절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법적고지 및 면책사항 기술

1. 가상 통화의 가치는 매일 변한다. 가상 통화 거래나 잔액은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다. 

Gather Token과 같은 가상 통화의 가격이 0(제로)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2.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Gather Token의 거래 중지, 상장 폐지 등이 결정될 수 있다. 

Gather Token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3. Gather Token은 개인간 거래 열기가 떨어져서 거래가 실패하거나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다. 

또는 시장 상황이나 규모에 따라 상당히 적대적인 가격으로 거래 가격을 부를 수 있다. 이에 따른

거래 유동성의 위험이 있음을 사전에 명시한다. 

4. Gather Token 매매는 거래 상대자가 비슷한 가격이 형성되어야 거래가 가능하다. 즉, 적정

수준의 거래가 되는 특정 시간에만 이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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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ather Token 계좌의 열쇠나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보유한 Gather Token 계좌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Gather Token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고지한다.

6. Gather Token은 클라우드 및 IDC에서 서비스와 플랫폼을 운영한다. 각국의 보안 규정에 따른

보안 감사, 보안 패치, 서비스 점검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 취약점, 제로데이

공격, 디도스 등으로 서비스 접속이 힘들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Gather Token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7. 외부 환경의 변화 같은 요인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럴 경우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고객 자산을 포함한 모든 절차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파산법, 기업법, 기업 회생법, 개인 회생법 및 기타 관련 법에 따라 진행된다.

8. 전 세계적으로 가상 통화의 관련 법과 세금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보 확인을 위해 본인

국가의 법률 회사나 세무사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Gather Token 매매로

인한 자본의 취득 및 손실은 자본 취득법 및 세법에 귀속될 수 있다. Gather Token은 고객의

납세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납세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본인 국가의 관련

세무사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Gather Token은 개인의 납세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에 따라 Gather Token은 부분 국가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Gather Token을 종료할 수 있다.

9. Gather Token 백서 및 부가 문서는 투자설명서나 금융 서비스 제안서가 아니다. 어떤

국가에서도 증권 투자 상품, 규제 대상 상품으로 취급될 수 없다. Gather Token 및 서비스

제품의 매입, 매수 제안에 해당 백서 및 부가 문서는 이용될 수 없음을 미리 알린다. Gather 

Token 소유자는 Gather Token과 연계된 회사나 지적 재산과 관련하여 지분, 주식, 채권, 

자본에 대한 로열티, 이익, 수익 등 소득을 포함하여 Gather Token 운영사 및 그 관련사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자격이 없다. 

10. Gather Token은 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 (이하 SAFT)로 미발행

Coin에 대한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 SAFT 관련 세부 계약은 Gather Token 운영 위원회 및

법률 자문을 통해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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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 백서와 부가 문서의 배포나 보급이 금지되었거나 제한된 지역이나 국가로 본 백서 및 부가

문서를 가져가거나 전송해서는 안된다. 만일 온라인 상에서 본 문서 및 백서를 열람하였을 경우

Gather Token은 포괄 면책 권한을 가진다. ICO가 금지된, 중화인민공화국 등에서 전송이

제한된다. 

12. 본 백서 및 부가 문서에 제3자 출처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참조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경영진은

이와 같은 데이터가 정확하고 신뢰된다고 믿지만, 전문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혹은 금융

자문에 의한 독립된 감사, 확인 또는 분석을 거치지 않았음을 사전에 고지한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신뢰성 혹은 완전성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다.

13. 본 백서 및 부가 문서에 표현된 견해외 의견은 Gather Token의 것이며, 모든 관할 지역의 정부, 

준정부, 당국, 공공기관, 규제 기관의 공식 정책이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 본 백서는 어떤

규제 당국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14. 본 백서와 부가 문서는 Gather Token 구매에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상당한 금액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지한다. Gather Token을 구매하기 전에 일체의 다른 문서에 열거된 위험을

포함하여 관련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구매자는 투기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Gather Token을 구매해서는 안된다. Gather Token과 Gather Token 사업에 대한

리스크와 성격을 완전히 이해하고 Gather Token의 내재된 위험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Gather Token을 구매 혹은 거래해야 한다.

15. Gather Token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세금 전문가 및 그

외 전문 자문인과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16. 본백서 및 부가 문서는 Gather Token이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가정과 입수 가능한 정보 뿐

아니라 Gather Token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미래 예측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미래

예측적인 진술, 예상은 그 본질상 큰 위험과 불확실성이 수반된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Gather 

Token 및 경영진은 포괄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미래 예측적 진술에 표현된 것과 크게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모든 미래 예측적인 진술은 그와 같은 진술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의 사건이나 상황을 반영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발생을 반영하기 위하여 진술을 갱신, 

수정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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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오픈 소스 기반의 BNB 체인은 다양한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다. 가장 대중적인 블록체인

메인넷 중 하나인 BEP 20은 신뢰성이 있지만 개발자 및 Gather Token 개발팀이 알지 못하는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18. Gather Token은 거래소 내의 Gather Token 소유자 사이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거래소 내의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유동성을 공급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단, 거래소가 위치한 국가의 정책에 따라 시장 조성이 법률로 금지되어

있을 경우 Gather Token은 각국의 법률을 지킨다.

19. Gather Token은 각국의 자금세탁방지법(AML)과 테러자금방지법(CFT)의 정책을 따른다. 

Gather Token은 자금세탁방지가 의심되거나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유입되었을 경우

관련 규제 기관 및 법률 기관에 7일 이내 고지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Gather Token은 각국

경찰에 대한 수상한 거래를 보고할 의무와 테러 법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규제들에 의거하여, 선정된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하여, ICO 참여 거부 및 Gather 

Token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등이 요구될 수 있다.

20. Gather Token의 블록체인 승인 지연 및 연결지연, 노드 장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저의

손해에 대해서 Gather Token팀은 포괄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Gather Token은 사이버 공격 및 서비스 장애, 데이터베이스 손실, 서버의 장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장애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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