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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ew

1-1 Preview
과거에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점차
사회 각 분야와 융합해 발전해가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데이터의 발전인 블록체인 기술,
현실에서 벗어난 가상공간 METAVERSE, 불변의 가치를 가지는 NFT, 사람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하여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습니다. Mammoth가 추구하는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Global Finances

Global

Global Partners
Global Users

Incubating

Accelerating

Consulting
Training
DAO

Smart Contract

Technology

Decentralized
Mainnet

디지털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하여 콘텐츠와 금융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글로벌
금융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암호화폐시장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근래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화되고 진화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Mammoth는 글로벌한 인프라를 토대로 꾸준한 유저 확보를 통해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저의
이탈을 막고 단단하게 유치할 뿐만 아니라 업종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엑셀러레이팅을
지원합니다.
Mammoth Chain은 모든 영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메인넷으로 기업의 성장과 변화의 전환점을 만들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중심에서 세상을 바꾸는 HUB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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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Introduction

2-1 Introduction
Mammoth는 생태계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이며 블록체인 산업에 점진적으로 개방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거래 생태계에 의존하는 Mammoth는 혁신적인 기술과 혁신적인 비즈니스의 발상지가 되고
기술 개발, 응용 애플리케이션 홍보 및 거래의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의 구축을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고 홍보, 트래픽 및 리소스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 부여를 제공합니다. Mammoth는 글로벌 개발자들에게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생태계를
잘 구축하여 그 안에서 유저들 간의 거래 및 경제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Mammoth의 최종 목표입니다.

2-2 Vision
Mammoth는 글로벌한 인프라를 토대로 꾸준한 유저 확보를 통해 생태계를 확장하고 단단한 유저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업종의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목적의 DAO를 구성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 멘토링,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다각적으로 창업과 지식의 경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돕는 등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비즈니스의 성장, 조직 안정화의 선순환, 성장 레버리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가속화 및 지속
가능성을 제고합니다. Mammoth Chain은 모든 영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메인넷입니다.

2-3 Performance
➢ 블록 생성 주기: 3’s

2-4 Consensus Mechanism
많은 합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듣는 주류 메커니즘은 작업 증명(PoW), 권한 증명(PoA), 지분
증명(PoS)입니다.
MPoSA는 현재 Mammoth에서 채택한 메커니즘으로 빠른 트랜잭션 속도, 낮은 전력 소비 및 낮은 트랜잭션 비용으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2-5 Economic Model
Mammoth Chain 이코노미의 궁극적인 목적은 프로젝트 생태계 확장입니다.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 주체 들의 역할마
다 특정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생태계 확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
법이 다양해질 수 있으며 이 가운데 Mammoth Coin(MMT)은 그 사용 가치를 넓힐 수 있습니다. MMT의 가치는 유
저가 증가할수록 상승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용성과 편리성, 범용성을 이루게 되면 그에 따라 MMT의 가치도 자연스레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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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ross-Chain
Mammoth Chain은 Cross-Chain 모듈을 지원하여 BTC, ETH, 스테이블 코인 등의 자산 전송이 가능합니다. 구현
방법은 기존 체인에 일정량의 토큰을 확보하고 Mammoth Chain에서 해당 수의 토큰을 생성하며, 사용자는
Mammoth 크로스 체인 브리지 또는 체인 간 교환을 사용하여 토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Mammoth는 개발자가
보다 분산된 Cross-Chain Solution을 개발자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이미 검증된 이더리움의 EVM 모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소스를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VM은 이더리움과 Mammoth 생태계를 호환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2-7 Smart Transaction Function
Smart Transaction은 한 사람이 오프 체인에서 생성 및 서명한 데이터와 가스 요금을 지불하는 다른 사람이 실행하는
트랜잭션입니다. Smart Transaction Function을 통해 사용자는 단계적으로 Gas fee를 줄일 수 있으며, 절감된 부분
은 Mammoth Chain에서 부담합니다. Smart Transaction 프로세스를 통해 DApp 개발자의 마이그레이션 비용을 최
소화하며 개발 환경 측면에서도 메인넷의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또한 Solidity
호환 언어를 제공하면서 개발자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Mammoth Chain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각 분
야에 최적화된 맞춤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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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What is M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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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bout Mainnet
메인넷은 필수적으로 충분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메인넷을 구축한다는 것은 개발진의 역량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자체적인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은 우선 상장 기준 중 하나로 메인넷 구축 여부를 꼽기도 합니다. 메인넷은 실제적이고 기능적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유저들은 메인넷의 대표 코인(MMT)으로 서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메인넷은 새로운 DApp에 대한 개발과 생태계 구축으로 기업의 가치 상승과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완전한 투명성으로 실제 발생되는 거래와 상호 작용을 용이하도록 합니다.

2009년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된 블록체인 기술은 점차 발전하여 새로운 플랫폼 개발로 이어졌으며, 다음으로 디지털
스마트 계약이 탄생했고 그것을 토대로 수많은 DApp들이 생겨났습니다. 탈 중앙화 금융 서비스 DeFi, 대체 불가 토큰
NFT,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잇는 Metaverse 등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범위는 매우 넓어졌으며 이 외에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3-2 Mammoth Chain
과거에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게 될 Mammoth는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36개국이 손을 잡아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의 수많은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를 형성하는 등
초기 파트너사 확보에 훨씬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에서는 넘보기 어려운 글로벌 진출이 맘모스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Mammoth 메인넷은 특혜가 많고 규제가 적은 새로운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시점부터
도시계획의 목적에 맞춘 확장성 고려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기술력과 자금력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양입니다. 시스템 구축과 정비, 유지 보수에 많은 인적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Mammoth는
이것을 모두 충족합니다.
벗어난 가상공간 METAVERSE, 불변의 가치를 가지는 NFT, 사람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하여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습니다. Mammoth가 추구하는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Mainnet = City/Town
• DApp = Building
• Gas Fee= Expenses
• Transaction = Road/Street
• Bridge = Airport
• Network Error = Traffic Jam
• Ways to improve road conditions?
Web3.0
• How to improve the environment?
IPFS Technology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머지않아 사회 전체의 생태계가 바뀌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블록체인
기술은 안정성과 호환성을 바탕으로 현재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어 Mammoth는 블록체인 활용 범위를 확대한
고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토록 합니다.

3-3 Introduction Mammoth
✓ 저렴한 비용과 빠른 처리속도
➢ 처리 속도 면에 있어서 Mammoth Chain의 이론상 최대 초당 처리 가능한 트랜잭션 수 TPS (transactions per
second)는 이를 훌쩍 넘기도록 설계되어 다른 메인넷들에 비해 속도 면에서 우월합니다.
➢ 기존 Mainnet은 다양한 분야의 디앱(DApp)이 하나의 Mainnet에 연결된 구조로 순간적으로 급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특화된 API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Mammoth Mainnet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각 분야에 최적화된 맞춤형으로 설계합니다.
➢ 이로써 각 디앱(DApp)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몰리는 순간 트래픽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맘모스

클레이튼

이오스

트론

이더리움

비트코인

More than
existing

4,000

3,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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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확장성과 호환성
➢ Mammoth Chain은 Cross-Chain 모듈을 지원하여 BTC, ETH, 스테이블 코인 등의 자산 전송이 용이합니다.
➢ Mammoth 크로스 체인 브리지 또는 체인 간 교환을 사용하여 토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 크로스 체인은 두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어 이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외부 Chain과 Mammoth 생태계를 호환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 또한 지속적으로 더 다양한 메인넷과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중입니다.

Bridging Chain

04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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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NFT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 Fungible Token)의 약자입니다.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어 희소
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소유권을 보장해 주고 거래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술품이나 게임 아이템 토큰화에 주로 활용됩니다. NFT는 일종의 디지털 정품 인증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석을 사면 보증서가 보석이 진품임을 보증해 주듯이 NFT는 이 파일이 유일하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으
며, 어떤 거래 이력이 있는지 보증합니다.
NFT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NFT 전문 분석 사이트에 따르면 NFT 거래액은 2020년 1분기 기준 700만 달러
였는데요. 1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21년 3분기에는 106억 7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Mammoth는 새로운 NFT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지원하여 Mammoth Chain NFT 마켓플레이스를 활성화할 것입니
다. 이것은 NFT 플랫폼으로서 누구나 쉽게 NFT를 발행할 수 있고, 낮은 수수료와 편의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춰 글
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것입니다.

세계 NFT 거래액
단위 : 만 달러

출처: DappRadar
1,067,000

12,300

2,800
700

Q1 2020

Q3 2020

Q1 2021

Q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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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DeFi
Mammoth를 통해 사용자는 편리한 운영 방식과 존재하는 이점으로 DeFi가 무엇인지 판단하여 더 많은 DeFi 투자 기
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자금을 마켓에서 가장
우수한 DeFi 프로토콜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비 및 거래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보상을 통해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하며 사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 구조도

암호화폐 지급

서비스 제공

➢ 조건 및 이행 확인
➢ 승인 및 계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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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ocialFi
SocialFi란 Social과 Finance의 합성어로 크리에이터들의 동영상, 이미지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NFT화 하여 크리에이
터들이 발행한 Social Token(cryptocurrency token)으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SocialFi 플랫폼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채널을 생성하여 콘텐츠를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 플랫폼과
동일하나, 플랫폼의 포인트 재화가 아닌 크리에이터가 발행한 Social Token으로 크리에이터를 후원한다는 점과 크리
에이터가 제공한 콘텐츠를 NFT화 하여 팬들에게 ‘디지털 굿즈’로 판매 혹은 증정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SocialFi 플랫폼들은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에 대한 원 저작권을 NFT를 통해 영구적으로 보존 받을 수 있으며, 유저 간
거래 발생시마다 로열티를 지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콘텐츠 제작자의 콘텐츠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SocialFi 플랫폼 내의 NFT화 된 콘텐츠는 단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팬들의 지갑에 보유되거나 NFT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거래될 수 있고, 더 나아가 DeFi와 연계하여 Social Token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 내는 등 부가적인 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Mammoth는 프라이빗 소셜 암호화, 블록체인 및 DeFi를 원활하게 결합하여 새로운 SocialFi를 지원할 것입니다.

Point Swap

Point Swap

Point Swap

Point Swap

Enable users to swap

Dapp Short Form

Support point payment

Stake with

membership points on

Videos contents NFT

Buy something Creator

Fandom(Social Token)

Dapp to Social Token
on Fandom platform

Fan Store

Earn rewards & S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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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GameFi
GameFi는 블록체인 기반의 Game과 분산 금융(DeFi)의 합성어입니다. GameFi는 모든 형태와 형태의 블록체인 기반
게임과 분산형 금융 상품의 조합입니다. GameFi에는 수확량 농업, 대출/차입,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토큰 채굴 도구,
NFT 등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게임과 탈중앙화 금융(DeFi) 및 대체 불가능 토큰(NFT)을 결합하여 암호화
폐 산업에서 떠오르는 가장 뜨거운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이 새로운 게임 산업은 약 1,750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2023년까지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반은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GameFi 게임의 모든 가상 개체는 암호화 토큰의 형태로 희소한 무형 항목의 입증된
소유권을 포함하는 NFT로 표현됩니다. 그렇게 하면 게임의 모든 항목이 고유하며 복사하거나 위조할 수 없습니다. 이
렇게 하면 각 항목의 가치가 유지됩니다.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희귀한 NFT를 수집할 수 있으며 게임에 더 많이 투자하
고 친구를 초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PG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새로운 갑옷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새
로운 갑옷을 디지털 마켓 플레이스에서 다른 NFT와 교환하거나 토큰과 교환하여 판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가
상의 땅, 아바타, 의상, 무기, 금괴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모든 항목과 소유권은 블록체인에 저장됩니다.
암호화폐 게임과 NFT 게임이라는 용어는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Mammoth 메인넷에서 생성되는 암호화폐 재화인 MMT(Mammoth Coin)를 사용하여 다른 플레이어와 거래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NFT 게임에서는 기본 토큰을 사용하여 NFT를 생성하거나 수집합니다. NFT 플레이를 통해 유틸리티,
갑옷, 지형 또는 모든 자산과 같은 게임 내 자산은 NFT가 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에서 쉽게 구매, 양도 및 판매할 수 있습
니다. NFT 게임 플랫폼은 또한 플레이어가 NFT 시장에 액세스하여 고유한 NFT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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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Metaverse
Metaverse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합니
다. 메타버스는 단순한 가상 세계를 넘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들을 결합하여 현실감
이 극대화된 공간이기 때문에 시간적, 물리적 제약 없이 다양한 활동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가
상현실(Virtual reality)이라는 용어보다 진보된 개념입니다. 또한 Metaverse에서는 가상세계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이를 UGC(User Generated Content)라고 하며, 가상통화를 매개로 그 콘텐츠를 유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Mammoth Chain은 새로운 메타버스(All New Metaverse)를 창조하며, 가상과 현실의 완벽한 융합을 통해 메타버
스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Metaverse Classification

Vitual Worlds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가상세계로

V

이용자의 자아가 투영된 아바타의 상호작용
Augmented Reality

A

현실 공간에 2D 또는 3D로 표현되는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환경
Mirror Worlds

M

현실 세계의 풍경, 모습, 정보, 구성 등을 가능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

L

Lifelogging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디지털 환경에서 자동으로 기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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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Roadmap (1/2)

Fourth quarter of 2021
• Mammoth foundation launched
• Mammoth White Paper v1.0
• Mammoth Public Chain Development

First quarter of 2022
• Mammoth Public Chain Beta Open
• Mammoth Mainnet Open
• Mammoth Nodes Recruiting
• Mammoth Ecosystem Incubation
• Mammoth Strategic Planning
• Mammoth 1st Private Sale
• Mammoth Integrated Platform

Second quarter of 2022
• Mammoth 1st Meet-up
• Mammoth-based DApp Excavation

Development
• Partner Companies and Investment
Attraction

• Listed on the Exchange (Biconomy)
• Mammoth Fund Creation and

Third quarter of 2022

• Fund Raising

• Listed on the Exchange (XT.com)

• Partner Company 10+ Achievement

• Mammoth White Paper v1.2
• Bridge Development (ETH, BSC)
• DApp Development Environment

Fourth of 2022
• Listed on the Exchange (LBank)

Improvement

• Portfolio and Ecosystem Expansion

First quarter of 2023

• Global Marketing Campaign

• Improvement of Consensus

• Partners achieved 30+

for Security & Scalability
• Bridge additional Development
• Global Marketing
• DApp 10+ Achieved

❖ 상기 로드맵은 개발 진척 상황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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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Roadmap (2/2)

Second quarter of 2023
• Business Expansion
with Strategic Partners
• Mammoth 2nd Meet-up
• Listed on the Exchange
• Wallet Addresses 100,000+ Achieve

Third quarter of 2023
• Accelerating Program
• Global Marketing Campaign Execution
• Partner 100+ Achievement
• DApp 30+ Achieved

Fourth of 2023
• Ecosystem Establishment
• CoinMarketCap Rank 100th Enter

• Wallet Addresses 1 million+ Achieved

After 2024

❖ 상기 로드맵은 개발 진척 상황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1

06
Mammoth Coin
information

22

6-1 Mammoth Coin Summary
➢ Mammoth 재단은 Mammoth Mainnet, Platform, Service 사용 시 가치 보장과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Mammoth
Coin을 발행합니다.
➢ Platform의 모든 서비스는 Mammoth Coin으로 이용되며, Mammoth Coin 사용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Mammoth Mainnet 이용 시 Gas Fee는 Mammoth Coin으로 소비됩니다.
➢ Mammoth Coin은 Mammoth Chain 네트워크상에서 운용됩니다.
➢ Mammoth Coin의 기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NAME

Mammoth

SYMBOL

MMT

TYPE

Mammoth Chain

ISSUE PRICE

-

TOTAL COIN SUPPLY

10,000,000,000
❖ Coin 발행은 여건에 따라 일정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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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Mammoth Coin Distribution
➢ Mammoth Coin의 분배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Ecosystem
Operation

MMT

Foundation
Coin Sale
Marketing

구 분

내 용

Ecosystem

5,500,000,000(55%)

Operation

1,500,000,000(15%)

Foundation

1,200,000,000(12%)

Public Sale

999,000,000(9.99%)

Private Sale

501,000,000(5.01%)

Marketing

300,000,000(3%)

Total

10,000,000,000(100%)
❖ Coin 발행은 여건에 따라 일정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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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Disclaimer (1/2)
아래 내용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본 백서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Mammoth
백서(이하 “백서”)는 작성 당시를 기준(as is)으로 하여 작성 및 제공되므로 백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이라도
Mammoth 재단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본 백서의 어떠한 내용이라도 장래
시점까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만일 본 백서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구매 전 회계사, 변호사 또는 기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1. 본 백서의 목적은 Mammoth 프로젝트에 대한 요약된 정보와 소개를 다루는 것에 있습니다. 본 백서는 Mammoth
프로젝트 또는 재단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백서 상 어떠한 문구들도 구독, 구매, 투자 제안 그리고 투자
강요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2. 본 백서 상 모든 정보나 분석 내용은 투자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어떠한 투자 제안이나 조언도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본 백서 상의 어떠한 내용이나 데이터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바뀔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내용에
관한 어떠한 보장이나 약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사, 에이전트, 직원, 계약자, 판매 파트너를 포함한 Mammoth 재단은 다음과 같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1) 해당 백서의 계약 내용 및 정확성 및 완전성; (2) 백서의 오류 또는
누락; (3) 확인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한 백서 열람 불가능; (4) 백서 사용 또는 미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모든
손해. 또한, Mammoth 재단은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이익, 수익, 저축 및 기타
경제적 손실; (2) 사업 거래, 사업 활동, 영업 이익 관련 활동 중에 발생한 손실; (3) 데이터 손실 또는 손상; (4) 부수적 또는
특수 손해; (5) 낭비되거나 손실된 관리 시간; (6) 간접적이거나 필연적인 손해는 사전 경고가 주어졌거나 해당 손 해가
예측 가능할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4. 본 백서 상 미래 계획적인 성격을 띠는 특정 서술들의 정확도나 현실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미래 계획적인 성격의 서술과 정보에 근거한 의사 결정은 유무형 자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백서가 내포한 어떠한 금융 정보들도 회계감사를 받지 못한 정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5. 진행 중인 Mammoth 프로젝트의 내용이나 시장의 변화, 기술 발전 그리고 Coin 규제의 변화에 따라서 백서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후에 본 백서에 명시된 사건, 프로젝트, 향후 계획, 추정치의 변화나 오차 범위 안의
변경 사항 등에 대해 독자들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본 백서 상 법, 세무, 규제, 금융, 회계와 같은 분야에 대한 정보들은 조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Mammoth Coin의
구입은 구매자들에게 Mammoth Coin의 구매를 위해 지불한 물질적 자산을 포함해 물질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Mammoth Coin 구입에 앞서, 구매자들은 세무, 규제, 금융, 법률 등의 전문가들에게 잠재적 위험부담, 수익
및 Mammoth Coin 거래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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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Disclaimer (2/2)
7. Mammoth 재단은 본 백서를 참고 또는 이용하여 한 의사 결정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모든 형태의 금전적 손해, 부채,
직·간접적인 사고, 무형 자산의 가치 하락, 수입, 매출, 자본 감소, 채무 기타 피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모든 Mammoth Coin 구매자들은 Mammoth Coin의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없는 현재 상태 그대로의 위험 부담을
인지하고 구매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 Mammoth Coin 구매자는 자신의 법적 관할권 내에서 Mammoth Coin의 인수와 처분 등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득세 등 기타 과제 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Mammoth Coin 구매자가 세금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백서의 출판·배포가 금지된 나라에서 본 백서의 출판·배포를 금합니다. 본 백서에 있는 정보들은 어떠한 규제 기관의
검증이나 인가도 받지 않았으며, 법에 저촉되는 어떠한 행위도 Mammoth 재단에 효력이 없습니다. 본 백서의 출판·
배포가 그 발행된 나라의 규제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0. Mammoth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자료는 본 백서이고, 이 자료는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으며, 예비 구매자 및
기존 구매자 등과 구두 혹은 서면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곡해되거나 잘못
해석되거나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정확한 의사소통 발생 시 영문으로 작성된 본 공식 백서의 정보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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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Legal notice
1. Mammoth Coin은 Mammoth 재단에 의해 통제되는 암호 유틸리티 Coin입니다. Platform 안에서의 활동성을
늘리고 Platform 생태계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Mammoth Coin은 Platform의 기능들과
옵션들을 이용하기 위해 Platform에서만 이용되는 Coin입니다. Mammoth Coin 보유자만이 Platform 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떠한 법적 관할권 내에서도 Mammoth Coin은 담보나 금융 매개체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기업 공개형
펀드레이징이 아닙니다. 만약 Mammoth Coin이 어느 나라의 법률 제도 안에서 담보나 금융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Mammoth Coin을 구입하지 마시고 Mammoth 재단, 또는 전문가에게 먼저 잠재적 위험 부담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3. Mammoth Coin은 재단의 지분이나 주식이 아닙니다. Mammoth Coin을 보유한다고 해서 차후 Mammoth
재단의 배당금, 수익, 이사회 등 회사 내부 경영 활동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Mammoth Coin은
보유자에게 재단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4. Mammoth Coin은 전자화폐나 전자 결제 서비스가 아닙니다. Mammoth Coin은 오직 Platform 내부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발행된 가치와 항상 똑같은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내에서는 Mammoth
Coin을 다른 화폐로서 교환하지 않습니다.
5. Mammoth Coin은 Mammoth 재단의 대출, 채권 그리고 부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Mammoth Coin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재단은 Mammoth Coin 보유자들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든 돈을 포함한
어떠한 환불 수단으로도 환불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Mammoth Coin의 향후 가치나 활용성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없으며, Platform 외부에서 갖는 Mammoth Coin에 대한 보증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7. Coin 판매가 제한된 국가의 시민, 영주권 보유자 혹은 거주자(세금 또는 기타 납부 의무자) 등은 Mammoth Coin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금지 국가의 국민이 Mammoth Coin을 구매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구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Mammoth Coin 구매자는 Coin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사법관할권의 준거법에 대한
준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본 백서의 원본 및 사본 또는 본 백서의 일부분은 그러한
정보의 배포 또는 보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국가에서 수신 또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8. 모든 백서 내용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개인적 용도 또는 기타 소유권 고지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백서의 개별
섹션을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Mammoth 재단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본 백서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복제하거나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복제하거나, 공공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수정, 링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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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Investment risk (1/2)
Mammoth 재단은 구매자들에게 Mammoth Coin 구매대금 상당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위험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위험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ammoth Coin을 구매하실 경우 이러한 가상 화폐 구매에 대한 위험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에 쓰여진 위험 부담이나 불확실성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Mammoth Coin 구입에 앞서, 구매자들은 세무, 규제, 금융, 법률 등의 전문가에게 잠재적 위험부담, 수익,
Coin 거래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Mammoth Coin의 구입을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위험 부담에 대한 내용을 꼭 읽어 보시고 Mammoth Coin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들은 Mammoth Coin의 매매 및 보유로서 명백하게 다음 위험 부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블록체인 리스크 : 블록체인 시스템 혼잡으로 거래가 지연 또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2. Mammoth 리스크 : Mammoth Coin의 발행과 분배를 담당하는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Mammoth Coin 개발 절차상 에러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약점과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Mammoth Coin이 손실되는 버그를 포함해, 각종 버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블록체인의
문제로 재단 및 Mammoth Coin 구매자에게 물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보안 리스크 : 해커들 혹은 다른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집단들이 위와 같은 공격 방법으로 재단 또는 Mammoth
Coin을 공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블록체인 공격이 있을 경우 Mammoth Coin 거래와 Mammoth Coin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4. 전자지갑 호환성 리스크 : Mammoth Coin을 구입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Mammoth Coin과 기술적 호환이 되는
전자 지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지갑을 사용하신다면 구입한 Mammoth Coin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Coin 거래 리스크 : Mammoth Coin은 현물로서 인정받지 못하며, Mammoth Coin은 가치가 0까지 추락할 수
있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 무보험 손실 리스크 : 가상 화폐는 은행 계좌나 제도권 금융 기관과 달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자의 Mammoth Coin 손실과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 주는 보험회사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시장경쟁 리스크 : Mammoth 재단은 다른 비슷한 종류의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오픈소스
코드나 프로토콜이 Mammoth Coin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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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Investment risk (2/2)
8. 사용자 리스크 : Mammoth Platform이 완성되어 출시가 된다고 하여도 Mammoth Platform이 많은 사용자에게
이용 되지 않거나 오직 소수만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관심 부족이 재단과 프로젝트의
잠재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9. 개발과 유지 리스크 : 재단은 Platform을 백서에 쓰인 내용 그대로 개발 및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나, 법률적 이유,
디자인, 기술, 규제 등 여러 가지의 이유에서 Mammoth Coin과 Mammoth Platform의 세부사항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변화는 Mammoth Coin 구매자 또는 예비 구매자의 예상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프로젝트 실패 리스크 : Mammoth Platform 프로젝트는 대중의 관심 부족, 펀드 모금 실패, 상업적 이용 가치의
부재, 핵심 인력 유출과 같은 이유들로 완성 및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Mammoth Platform
프로젝트는 Mammoth Coin 환불 없이 와해될 수 있습니다.
11. 규제 프레임의 불확실성 리스크 : 가상 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들이 아직 여러 나라에서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향후 규제에 대한 예측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향후 Mammoth Platform에 부정적으로
확립되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단은 Platform 개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을 법적이나
상업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2. 라이선스와 허가에 관한 리스크 : 현재 Mammoth Coin 판매에 관해 재단이 라이선스와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법적 요구사항이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규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재단은
그러한 라이선스와 인가 조건에 부합하도록 프로젝트를 운영할 것 입니다. 그러나 재단은 적합한 시간과 예산 내에서
해당 법령에 대한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Mammoth Coin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3. 과세 리스크 : 가상 화폐에 대한 과세 제도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Mammoth Coin 구매자들은 자신의 국적, 거주지,
또는 거소 국가 내에서 Mammoth Coin의 인수와 처분, 보유, 사용에 대한 과세 제도를 스스로 찾아봐야 하며, 이는
Mammoth Coin 구매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4. 그 외의 전망되지 않은 리스크 : 위에 나열된 리스크들 외에도, 예상할 수 없는 많은 리스크들이 Mammoth Coin을
구매, 보유, 사용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리스크들이나 상기 나열된 리스크들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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