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stree(EGG) 
상장검토보고서 

 
 

 

 

 

 

 

 

 

 



 

1. 네스트리(EGG)란? 

기존 메신저 서비스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구축된 네스트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보상 

시스템을 갖춘 커뮤니티 메신저 플랫폼이다. 네스트리 메신저는 블록체인의 참여에 대한 보상과 공유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인 DApp으로써 대화형 커뮤니티에 특화된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Discover, Channel, Chat, 그리고 Wallet이라는 네 가지 메인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메니저는 보상 체제를 사용하여 커뮤니티 멤버를 모집할 수 있으며, 자동 관리 기능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커뮤니티를 관리하며, 네스트리의 광고 및 콘텐츠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 참여자는 쉽게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커뮤니티를 찾아 활동하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주요 스펙 

가상자산 명 Nestree (EGG)  

최초 발행일 2018.06.13 

홈페이지 https://www.nestree.io  

합의알고리즘 N/A 

설립자 SungJae Lee (CEO & Co-founder)  

자 문 

Wayne Lee (Vice President of Whispir) 
ChaeHo Shin (CIO of BlockWater)  

 HyunAh Kang (AI service leader at SK Telecom)   

시장 유통량 706,589,217 EGG (재단 제공 자료)  

시가총액 $ 5,043,363 (한화 약 62억 원) 

거래가격 $ 0.009 (한화 약 11.13 원)  

토큰 분배 현황 

25 % for Ecosystem  

20 % for Token Sale  

17 % for Marketing  

15 % for Business Development  

10 % for Team & Founder  

10 % for Reserve  

3 % for Advisor  

   *2020.04.22 재단 제공 자료 및 코인마켓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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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스트리(EGG)의 특징 

 네스트리 메신저  

네스트리 메신저 서비스는 Discover, Channel, Chat, Wallet이라는 네 가지 메인 메뉴로 구성되어 있

다. 대화형 커뮤니티는 ‘채널 (Channel)’이라는 명칭으로 별도의 메뉴를 구성하며, 이는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팅방 (Chat)’과는 구분된다.  

1) Discover : 이용자가 빠르고 쉽게 채널을 접할 수 있도록 첫 번째 화면에 배치된 Discover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채널을 검색할 수 있다. 이용자와 커뮤니티를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메뉴이다. 네스트리는 알고리

즘을 통해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 채널을 추천한다. 채널 추천 알고리즘은 채널 파워 (Channel Power)를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각 채널은 정량적인 숫자로 매겨지는 채널 파워를 갖고 있다. 채널 파워는 참여자수, 참

여자 활동성, 보상 정책 및 채널 지갑 보유량 등으로 측정된다.  

2) Channel : Channel은 대화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접목시켰다. 참여자는 자신이 속한 채널에 다른 이용자를 초대할 수 있는 고유 초대링크를 발급받으

며, 새로운 참여자를 채널로 초대함으로써 운영자로부터 보상을 수령할 수 있다. 채널 운영자는 참여자에게 지

급할 보상금을 채널 지갑에 충전하고, 보상 금액을 설정한다. 단순한 그룹 채팅방과 달리, 커뮤니티는 컨텐츠

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참여자로 구성된다.  

3) Chat : 채팅은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친구, 또는 기존 지인들과 1:1 / 그룹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메

신저 기능을 수행한다.  

4) Wallet : 네스트리 메신저는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지갑을 제공한다. 네스트리 Wallet은 네스트리 메신저

가 제공하는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지갑으로서,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할 수 있으며, 자산 보내기/받기, P2P 

거래하기, 지갑 히스토리 조회, 지갑 내보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네스트리 플랫폼 모델링  

    네스트리는 “대화형 커뮤니티”의 성장, 활성화, 운영 및 수익화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컨텐츠와 

자발적인 기여를 유도한다. 네스트리는 메신저의 형태로 시작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 실시간 소통 가능한 메신저 : 네스트리는 실시간 채팅 및 푸시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기본 메신저의 형태로 

시작했다. 사용자는 즉각적인 정보 수신 및 전송이 가능하다.  

2) 컨텐츠 큐레이션 (웹 커뮤니티) : 네스트리는 웹 커뮤니티와 같이 사용자가 Discover 메뉴를 통해 관심 

분야의 컨텐츠를 탐색하고, 채널 게시판 기능을 통해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다.  

3) 수익 가능한 SNS : 네스트리는 SNS와 유사하게 사적인 네트워크의 한계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이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때문에 채널 규모를 빠르게 확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광고 서비스를 붙여 수익화할 

수 있다.  

4) 인센티브 (블록체인 DApp) : 네스트리는 탈중앙 가상자산 지갑을 제공하고 유틸리티 토큰을 활용하여 기

존의 메신저 서비스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사용자는 커뮤니티 활동 참여, 컨텐츠 제작/업로드 등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취득할 수 있으며, 광고 수익을 공유한다.    

 

 네스트리 플랫폼 주체자  

        네스트리는 컨텐츠 소비자, 컨텐츠 생산자, 채널 운영자, 광고주 네 그룹이 참여하는 메신저이며, 각 주체들은 

네스트리 메신저를 사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는다.  



 

1) 컨텐츠 소비자 : 소비자는 Discover에서 관심있는 채널을 탐색해 고급 정보와 컨텐츠를 수집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채널에 타 사용자를 초대하여 경제적 보상을 취득하거나, 채널 광고 시청을 통해 보상 

취득이 가능하다.  

2) 컨텐츠 생산자 : 컨텐츠 생산자는 본인이 생산한 컨텐츠를 업로드함으로써 경제적 보상을 취득할 수 있다.  

3) 채널 운영자 : 채널 운영자는 컨텐츠 보상 기능을 통해 채널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초대 보상 기능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발적 채널 홍보 유도 및 채널 확대가 가능하다. 이들은 채널 광고 유치를 통해 수익화할 수 있

다.  

4) 광고주 : 채널에 광고 요청하는 광고주는 채널 규모, 활성화 정도, 특성 등을 분석하여 원하는 타깃을 선정

할 수 있으며, 실시간 광고 노출 및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빗썸 상장심사기준 
 

* 상장이란?  

빗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가상자산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 상장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검토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유동성 유지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일정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장절차 ] 

가상자산  

상장심의 요청 

(리서치 주관 부서) 
>>> 

가상자산 심의·검토 

(상장심의위원회) 
>>> 거래소 상장 

 

 

* 상장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심사기준은, 

1. 비즈니스 영속성 

- 프로젝트(컨셉) 지속 가능성, 경쟁력, 안정적인 비즈니스, 수익구조, 장기적인 로드맵 등 

2. 기술적 기반과 확장성 

- 알고리즘 차별성, 기술의 적합성 및 확장성, 보안성, 완성도, 개발진의 신뢰도, 실현가능성 등 

3. 시장성 

- 시장수요, 마켓쉐어, 인지도(커뮤니티)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장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장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의사항 

· 가상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유념하시어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십시오. 

-가상자산은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규제나 시장환경변화에 따라 가상자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시고, 신중한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 본 자료는 현재 시점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으로, 해당 가상자산 재

단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공식 홈페이지, 백서 및 주요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

니다. 따라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자료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기초한 투자결정과 투자결

과에 관하여 당사가 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