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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SING PROJECT] 

 

SOMESING 백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영문백서 : https://somesing.io/global/assets/file/SOMESING_whitepaper_en.pdf 

한글백서 : https://somesing.io/global/assets/file/SOMESING_whitepaper_kr.pdf 

 

SOMESING 프로젝트란 무엇인가요? 어떻게 작동되는가요? 

SOMESING 은 누구나 좋아하는 노래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노래를 재창조시킨 

창작활동에 대해 생산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뮤직서비스입니다.   

 

자신의 곡을 SOMESING 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노래지갑이 형성되고, 이 노래지갑에 

선물이나 후원, 이벤트등 다양한 경로로 토큰이 적립됩니다. 일정기간 후 이 노래를 

즐기고 함께했던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노래지갑에 적립된 토큰을 

스마트컨트렉트를 통하여 자동분배하게 됩니다. 

 

왜 SOMESING 프로젝트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려고 하는가요? 

기존 보상시스템은 중앙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화된 보상시스템은 개입의 변수가 많은 등 투명한 보상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SOMESING 은 블록체인이 가진 투명하고 분권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기여도에 따른 참여자의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SOMESING 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모든 노래를 365 일 24 시간 무료로 부를 수 

있으며, 새롭게 탄생한 노래 컨텐츠에 대해 커뮤니티를 통해 선물, 후원, 이벤트 등을 

통하여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또, 전세계인이 모두 Singlovers 가 되도록 2019 년 상반기 SOMESING App 의 글로벌 

런칭이 진행됩니다. 

 

SSX 토큰은 언제 분배되나요? 

Main Sale 이 종료되고 KYC 와 AML 이 완료되면 SSX 토큰 분배에 대하여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토큰세일이 종료되면 언제 거래소에 상장되나요? 

SSX 토큰세일이 완료되면 즉시 상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SOMESING App 은 언제 출시되나요? 

SOMESING App 은 2019 년 2 월 말 안드로이드 베타버전이 출시되었으며, 4 월 iOS 

베타버전이 출시되고 3 분기내에 정식버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Token Sale] 

 

왜 ICON 플랫폼을 선택했나요? 

SOMESING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을 때 우리는 많은 플랫폼(이더리움, 이오스 등)을 

고려하였으나 우리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해당 플랫폼의 안정성,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ICON 은 한국에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좋은 파트너입니다. 우리 팀은 

ICON 과의 협력을 통해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SOMESING App 내 트랜잭션을 위해서는 빠른 처리속도가 필수요소 인데 ICON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처리속도는 실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SOMESING APP 의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ICON 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SOMESING ICO 를 참여하기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아래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가 ICO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 거주자 (세금 또는 기타), 영주권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싱가포르 또는 FATF 에 비협조적인 관할권을 가진 국가들(북한, 이란 등), 19 세 

미만(1999 년 2 월 이후 출생) 거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OMESING 토큰세일 일정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Total Sales : 900,000,000 (0.9 billion) 

Token Price : 1 SSX = USD 0.01  

Softcap : USD 5,000,000  /   Hardcap : USD 9,000,000 

Public Token Sale Period : Feb, 2019 ~ Jun, 2019 

 

SOMESING 토큰세일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홈페이지 Https://somesing.io 를 통해 보다 정확한 토큰세일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토큰세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KYC 인증을 마쳐야 하며,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 

승인완료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토큰 락업 기간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프라이빗 세일, 프리세일의 보너스로 지급된 SSX 는 공식적인 첫상장 이후 90 일 이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프라이빗, 프리, 메인 세일의 모든 판매에 참여할 수 있나요? 

프라이빗 세일의 경우 전략적 파트너만이 비공개로 프라이빗 세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YC 를 통과한 개인은 프리세일과 메인세일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세일 진행은 잘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프라이빗 세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 펀드와 기업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SOMESING 팀은 모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세일에 참여하려면 KYC 인증을 해야만 하나요? 

네, KYC 를 완료한 사람만이 프리세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YC 정보를 변경할 수 있나요? 

https://somesing.io/


제출한 정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등록이 거부됩니다. 거부된 

이메일을 받으면 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메일(support@somesing.io)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세일에 참여하기 위한 SOMESING 의 입금주소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2019 년 2 월 프리세일이 오픈되고 KYC 를 완료하시면 SOMESING 의 토큰세일 참여를 

위한 주소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세일 기간전에 SOMESING 계좌로 ICX 를 송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일 기간과 무관하게 보낸 ICX 의 경우 송금은 무효화되지만 송금수수료는 지불 될 수 

있습니다. 

 

프리세일에 판매하고 남은 토큰은 어떻게 되나요? 

프리세일 기간이 완료되고 남은 토큰은 메인세일로 판매이월됩니다. 메인세일 완료 후 

남은 토큰은 사용자 보상과 생태계 지원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토큰 배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토큰판매와 KYC&AML 이 모두 완료되면 구입한 SSX 토큰을 개인별 계정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배포된 토큰은 개별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세 일정은 홈페이지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거래소에 있는 ICX 로 토큰판매에 참여할 수 있나요? 

거래소에 있는 지갑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토큰세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CONex wallet 으로 ICX 를 송금한 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큰세일에 참여하기위한 최소 투자금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큰세일의 안정적인 운영과 참여화폐 가격 등을 고려하여 최소 투자금 규정을 

수립하였습니다.  

 

토큰 판매시간에 대해 UTC 표준시간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ICON 이 그랬든 SOMESING ICO 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UTC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ICO 를 통해 모금한 ICX 는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가요? 

SOMESING ICO 를 통해 모금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Usage Token Amount (SSX) Proportion 

R&D 90 Million 10% 

Operational Expense 180 Million 20% 

Legal & Tax related matter 180 Million 20% 

Business Development 90 Million 10% 

Marketing Expense 180 Million 20% 

Strategic Partners 90 Million 10% 

Reserve 90 Million 10% 

 

SOMESING 의 공식적인 SNS 채널은 어떻게 되나요? 

Homepage :  https://somesing.io  

Official blog  : https://blog.naver.com/somesinglovers  

Official Telegram channel(Open channel_KR) : https://t.me/somesinglovers   

Official Telegram channel(Open channel_EN) : https://t.me/somesinglovers_EN   

Official Telegram notification channel(Notification) : https://t.me/somesing_Notice  

Official Kakaotalk(KR) : https://open.kakao.com/o/g9siDC1  

Official Medium : https://medium.com/@singlovers  

Official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somesinglovers  

Official Twitter : https://twitter.com/somesinglovers  

Official Instagram : https://www.instagram.com/somesinglovers/ 

Official Youtube : https://www.youtube.com/c/SOMESING 썸씽  

 

SOMESING 의 공식채널에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토큰판매계획, 우리가 참여할 밋업과 컨퍼런스 정보, 거래소 상장예정일 등 모든 

중요한 이슈들은 공식채널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ICO 이외의 SSX 토큰을 얻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리는 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공식채널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https://somesing.io/
https://blog.naver.com/somesinglovers
https://t.me/somesinglovers
https://t.me/somesinglovers
https://t.me/somesing_Notice
https://open.kakao.com/o/g9siDC1
https://medium.com/@singlovers
https://www.facebook.com/somesinglovers
https://twitter.com/somesinglovers
https://www.instagram.com/somesinglovers/
https://www.youtube.com/c/SOMESING


[Team & Advisors] 

 

SOMESING 팀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SOMESING 팀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년 간 가라오케 앱을 운영해 

온 대표를 포함하여 SOMESING 서비스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IT, 블록체인, 

안드로이드/IOS 개발, 마케팅, HR 전 영역의 경력 10 년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OMESING 과 ICON 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SOMESING 은 ICON 의 DApp 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SOMESING 은 ICON 

Alliance 를 통하여 ICON 플랫폼 내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SOMESING 팀에게 할당된 토큰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할당된 토큰은 프로젝트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될 예정입니다. 

 

SOMESING 팀에 할당된 토큰에 락업기간이 있나요? 

네, SOMESING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 락업기간은 1 년입니다. 

또한 팀원의 경우 토큰안정화를 위하여 1 년 락업기간 종료시 지급물량의 30%를 받은 

후 매월 10%씩 잔여물량을 받게 됩니다. 

 

백서와 홈페이지에 있는 Advisor 와 Partner 는 확실한가요? 

네, 백서와 홈페이지의 Advisor 와 Partner 는 유효하며, SOMESING 의 생태계를 

효율화하는데 모두가 노력할 것입니다. 

 

Advisor 를 계속해서 늘릴 계획인가요? 

네, SOMESING 팀은 글로벌한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SOMESING 채널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