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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8X8 프로토콜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가치를 둔 EXE 토큰을 중심으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펀드레이징 기반 플
랫폼과, 8개의 팀으로 구성된 Team 8의 연합 프로젝트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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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EXE token(EXE)

8X8 프로토콜 생태계에서 개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를 이루는 도구이자, 이를 통해

합리적인 가치를 이룩하는 유일한 기축통화 이다. 총 발행 양은 8.8억 개이며, 현재 그
중 일부가 거래소를 통해 일반 사용자들에게 유통되고 있다.
EXE 토큰 홀더

8X8 프로토콜 프로젝트의 구성원으로, EXE토큰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유망한 Dapp
을 개발하거나, 또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용자를 말한다.
Central Bank(CB)

Central Bank(이하 CB)는 프로젝트에서 초기의 중앙은행 역할을 담당한다. TEAM 8
의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펀드레이징하고 필요한 시기에 이를 공급하기 위해 구축되었
으며, ISOFT PARTNERS N.V.를 통해 중앙에서 관리 및 통제된다.
Decentralized Bank(DB)

Decentralized Bank(이하 DB)는 CB와 달리 특정 주체가 아닌 커뮤니티에 의해 관
리되는 탈중앙화된 자원의 저장소이다.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향후 EXE 토큰 홀더에
의한 집단적 합의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탈중앙화 은행으로써 역할을 담당한다.
ISOFT PARTNERS N.V.

8X8 프로토콜의 창시자이며 펀드레이징 플랫폼을 관리하는 프로젝트의 중심축 역할

을 담당한다. 또한, 프로젝트 초기 CB의 관리 주체임과 동시에 프로젝트 일련의 과정
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초기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원 확보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며 그에 맞는 방식과 규
모를 설정하여 실제 집행할 관리자이다.

프로젝트 연합체인 Team 8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고 Team 8의 존재 이유를 검증
시키는 과정과 나아가 사업 가치를 재조명시키는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이 조직의 가장 큰 활동 중 하나는 8X8 프로토콜의 온보딩(Onboarding) 과정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자원을 시기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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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있다. 그리고, 엄격한 기준으로 Team 8을 선정하는 것과 새롭게 합류할 팀의 사

업성을 평가하는 등 프로젝트 전체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자원 모집과 자원 투
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Team 8

8X8 프로토콜이 하나의 온전한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를 구축해 나가는 8개의 단체 또는 개인을 지칭하며, 블록체인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
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프로젝트 연합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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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Abstract

이미 시장에는 다수가 이용하는, 그래서 공공재와 다를

바 없는 여러 블록체인이 존재한다. 또한, 그간의 산업
전반에 걸친 시행착오를 통해 블록체인의 핵심이 그 기

술자체에 있기보다는 비즈니스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
속할 수 있는 토큰 경제(Token Economy) 구축에 있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완벽한 블록체인 기술을 구
현했다며 화려하게 세상에 데뷔한 여러 블록체인 프로

젝트 중 대부분이 그들이 믿는 완벽한 기술력에만 발목
이 잡혀 더 넓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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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8X8 프로토콜의 지향점은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기저

에 깔린 ‘탈중앙화의 가치를 실현’ 하는 데 있다. 비록 그 시작은 특정 주체(ISOFT

PARTNERS N.V.)에 의한 것이었지만, 종국에는 모든 권한을 홀더들에 위임하는 것이
8X8 프로토콜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이다.

ISOFT PARTNERS N.V.는 8X8 프로토콜의 창시자임과 동시에 CB의 실질적 운영 권
한을 갖는다. 이 플랫폼을 통해 조성된 EXE 토큰은 8X8 프로토콜의 기초 생태계 구성
을 위해, 초기 Team 8의 프로젝트 예산으로 투입 된다

Team 8에 의한 Dapp 프로젝트가 점차 상용화되고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는 시점부

터 그 수익의 일부는 DB에 자동으로 할당되어 지속적으로 축적되게 된다. 결국 Dapp

서비스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용자의 저변 확대는 자연스럽게 DB의 EXE 자산 증가 속
도를 촉진하게 되며, 프로젝트 궁극의 목표인 탈중앙화로의 전환 시점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EXE 토큰의 총 발행 양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Dapp 프로젝트 지원이 점차 늘어나

고 그에 따라 사용자들로 하여금 EXE 토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한정

된 CB의 자원(EXE Token)은 급속도로 감소하게 되는 반면, DB의 자원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이로써 결국, 8X8 프로토콜 프로젝트는 진정한 탈중앙화 생태계로 자
연스럽게 전환 될 것이며 8X8 프로토콜 생태계가 더욱 견고해 질 것이다.

8X8 프로토콜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블록체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Dapp 개발자와 사용자간의 견고한 토큰 이코노미 생태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
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8X8 프로토콜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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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holders

ISOFT PARTNERS N.V.는 8X8 프로토콜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프로젝트 초기에 가장 큰 영향력
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시장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의 전
문가들로 구성된 ISOFT PARTNERS N.V.가 초기 프로

젝트 조성 및 추진에 필요한 모든 의사 결정권을 갖게 된
8X8 PROTOCOL

다.

1 ISOFT PARTNERS N.V.
Company : ISOFT PARTNERS N.V.

Address : P.O. Box 422, Heelsumstraat 51, Curacao
Founded : May, 2019
CEO : Jacob Bang

Website : http://isoft.partners

펀드레이징 플랫폼의 설계자이자 CB의 실질적 관리를 통해 EXE의 경제적 가치를 실

현하며 프로젝트의 탈중앙화를 빠르게 완성해 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초기 Dapp 구축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Team 8의 구성원을 선발하
며 그들의 리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ISOFT PARTNERS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항목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프로젝트 모니터링
신규 프로젝트 선정

8X8 PROTOCOL

주요 활동
●
●

●

●

●

프로젝트 검증 및 방향 제시

사업성 평가를 통한 자원 산출 및 예산 지원 여부 결정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POC(Proof of Concept)에
근거한 프로젝트 관리/감독
리스크 방지 및 예방
신규 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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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8

Team 8은 8X8 프로토콜의 기초 생태계 구성을 위

해 선발된 개인 혹은 조직/단체를총칭하며, ISOFT
PARTNERS N.V.로부터 사업 자원을 조달 받아 8X8 프

로토콜에 필요한 Dapp개발 및 상용 서비스를 구축해 나
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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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8

Team 8은 8X8 프로토콜의 기초 생태계 구성을 위해 선발된 개인 혹은 조직/단체를

총칭하며, ISOFT PARTNERS N.V.로부터 사업 자원을 조달 받아 8X8 프로토콜에 필
요한 Dapp개발 및 상용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8X8 프로토콜의 ‘8’은 Team 8의 여덟 주체를 상징하며, 각각의 주체는 프로젝트 수행
역량에 따라 ISOFT PARTNERS N.V.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정된다. 프로젝트 연합
체인 Team 8의 조직은 이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직접 개발하여 진행해 본 경험이 있

으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상당 수준의 기술과 블록체인 관련 전문지식
을 보유하고 있다.

CB의 안정적인 재원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초기 8X8 프로토콜 생태계에 반드시 필
요한 Wallet, DEX 등 필수 Dapp 개발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EXE
Token 홀더들을 위한 양질의 Dapp 개발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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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AllianceX
Company : Alliance X
Founded : July, 2019
CEO : Junseo Park

Website : http://alliancex.io
8X8 프로토콜 프로젝트의 기축통화인 EXE의 잠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거래소를 선별하고 EXE 상장을 추진하여 본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리는

마케팅 활동을 주 역할로 한다. 이를 통해 초기 충성도 높은 프로젝트 지지 그룹을확보하며,

이와 더불어 건전한 성장을 함께할 커뮤니티 그룹을 마련하고, 그룹 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Team 8의 신규 프로젝트 브랜딩과 EXE 홀더 저변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며
필요한 활동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항목

거래소 상장

마케팅/홍보

커뮤니티 구축/운영

주요 활동

EXE 상장 거래소의 확대

신규 서비스의 사용자 확보를 위한 캠페인 지원

EXE 사용자 저변 확대를 위한 커뮤니티 신설/운영

2 Ndel
Company : NDel Corp.

Founded : March, 2017
CEO : Suk Yang

Website : www.ndel.co.kr

다수의 글로벌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로, 무엇보다 현지화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기획부터 개발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체적으로 소화 가능한 스튜디오
형태를 가지고 있어 세계 시장에 적합한 도구와 운영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탄탄한
실행력에 기반을 둔 조직이다.

8X8 PROTOCOL

11

3 Numbers
Company : Numbers Corp
Founded : March, 2017
CEO : Eric Moon

Website : www.numbers21.com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화하여 영구 보존하거나 자격 증명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블록체인

개발 회사이다. 특히, 생체인식이나 모바일 관련 확장성과 호환성 높은 기술 을 보유하고 있어
상용화에 필요한 부분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조직이다.

4 PlayerOne
Company : PlayerOne

Founded : March, 2017
CEO : Charlie Kim

Website : http://playerone.id
게이머의 성향과 평판을 분석하여 매칭시킬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링크
드인 형태로 손쉽게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자체 ID 체계와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한 차별
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조직이다.

5 WIZLAB
Company : WIZLAB

Founded : June, 2018
CEO : Max Cho

Website : http://dexeos.io
EOS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글로벌 P2P 거래소를 개발한 기술 회사로, 자체 구축
한 DEX를 통해 EOS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를 취급하고 있다.

일반 기업도 쉽게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SDK와 분석과 성과 측정이

가능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 Team 8에 필요한 분석 도구와 분산화 된 P2P 기술의
기여가 기대되는 조직이다.

8X8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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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현재도 프로젝트 연합인 Team 8에 참여할 프로젝트 발굴과 사업성 분석

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업데이트된 백서를 통해 완성된 Team 8의 모습을 선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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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Token
Economy

토큰 가치의 제고를 위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려면 토큰

의 유통량을 조절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ISOFT PARTNERS N.V.가 발행하는 EXE는 Team 8

프로젝트 지원의 기초가 되며,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
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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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
Economy

1 모래시계: 탈중앙화향 생태계

8X8 프로토콜의 '8'은 모래시계를 숫자로 형상화한 것으로 8X8 프로토콜이 어떻게
탈중앙화를 실현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상단의 모래가 중력의 영향으로 잘록한 허리를 통과해 지속해서 하단에 쌓이는
모래시계의 원리는 CB와 DB의 역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CB의 가용 자산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DB의 자산은 계속

증가하게 된다. CB는 ISOFT PARTNERS N.V.에 의해 운용되지만, DB는 문자 그대로

탈중앙화 은행이기 때문에 EXE 토큰 홀더의 선택에 따라 사용된다. 이것이 바로 ‘8X8
프로토콜의 탈중앙화 가치 실현’이며, 더욱 안정적인 경제 모델을 가진 블록체인 생태
계 구축하기 위한 우리만의 전략이다.
2 Deflation Model

플랫폼의 성장을 위해서는 EXE 토큰의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플랫폼
에서 창출된 가치를 다시 EXE 토큰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생태계의 성장과 토
큰의 가치를 연동시킨다.

ISOFT PARTNERS N.V.의 지원으로 출시된 Dapp 프로젝트들은 의무적으로 그 매출

수익의 절반을 DB에 할당해야 하므로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CB의 EXE 유통량은 줄
어들게 된다. 또한 ISOFT PARTNERS N.V.는 디플레이션 수량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시장 상황에 맞게 EXE를 추가로 유통하고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므로, EXE의 시
장 가격 형성과 변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울러 CB에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EXE를 시장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디플레이션이 유지된다면 가격을 지속적으
로 안정화 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그 서비스의 성공은 DB의 성장을 의미한다.

8X8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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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FT
PARTNERS N.V.
팀 발굴

검증

선정

지원

매출수익의 50%
Dapp 개발사 수익 배분

지원 요청

CB

EXE 지원

*EXE 토큰흐름

Team 8

EXE

8X8 PROTOCOL

Dapp 개발&상용화 매출수익 발생

개발비 조달

거래소

매출수익의
50% 동결

EXE

서비스
이용

(EXE)

DB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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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각 Stage가 진행됨에 있어서 Team 8은 각자의 핵심

역량을 통해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ISOFT PARTNERS

N.V.는 각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미래를 분석하여 투자
를 결정한다.
8X8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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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Stage 1: 기초 생태계 구축

Stage 1에서는 8X8 프로토콜 프로젝트의 기초 생태계를 구성하는 단계로, EXE 기반

토큰이코노미에 필요한 Dapp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초기 토큰의 유통량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시기에 필요한 모든 재원은 ISOFT PARTNERS N.V.에서 발행한
EXE의 총 발행량 중 10%인 시장 유통 물량의 순환으로 얻어진다.

ISOFT PARTNERS N.V.의 지원 하에 개발되는 Team 8의 Dapp은 매출수익의 50%
를 의무적으로 DB에 할당해야 하며 나머지 50%는 Dapp개발사에게 배분된다.
2 Stage 2: EXE 경제 성장기

기초 생태계 구축을 통해 EXE 기반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는 단계로 EXE 토큰이

시장에서 활발한 선순환을 이루는 시기다. 또한 디플레이션 구조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비로소 CB를 통한 EXE의 추가 유통이 가능해질 수 있다.

ISOFT PARTNERS N.V.는 시장 상황에 따라 EXE를 추가 유통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

이다.

3 Stage 3: 탈중앙화로의 전환기

EXE를 추가 유통할 수 없는 상태, 즉 CB의 재원으로 더는 Team 8의 프로젝트를 지원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뜻함과 동시에, 비로소 8X8 프로토콜 프로젝트가 탈중
앙화로의 변화를 꾀하는 시기이다. EXE 토큰은 마침내 탈중앙화 된 8X8 프로토콜 생
태계에서 기축통화로의 역할을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8X8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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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Token
Distribution

8X8 프로토콜의 기축통화인 EXE 토큰의 총 발행 양
은 880,000,000개 이다. 발행 양을 기준으로 ISOFT

PARTNERS N.V.에게 배분된 10%는 2021년부터 2031
년까지 10년간 월 단위로 Vesting 될 것이다.
8X8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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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Token
Distribution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CB는 전체 발행 양의 80%를 보유하게 되며, 이는 Team 8의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자원으로 투입될 것이다.

현재 발행된 토큰 880,000,000개의 관한 상세 배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비율

수량

참고

10%

88,000,000
EXE

2021년부터 10년간 매월 월 단위
로 Vesting

CB
(Central
Bank)

54.77%

482,000,000
EXE

프로젝트 생태계 조성을 위한
Dapp 개발 연합인 Team 8과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자원으로 투입

DB
(Decentralized
Bank)

-

-

Team 8을 통해 개발된 상용
Dapp에서 발생한 매출수익의
일정량을 동결(Frozen)

Market
(Circulating
Supply)

35.23%

310,000,000
EXE

ISOFT
PARTNERS
N.V.

현재 시장에 유통중인 물량

토큰 분배와 관련한 안내는 8X8 프로토콜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제공되며,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 7일 이전에 사전 공지된다.

8X8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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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Road Map

2019

Q1

. 시장조사 및 프로젝트 착수

Q2

. EXE 상장

Q3

. 8x8 Protocol Wallet 개발

Q4

. HTML5 Game Engine 'EXEngine' 개발

. Team 8 제안 및 팀 구성

. 8x8 제품 라인업 선정

. 8x8 DEX 통합과 운영

. 8x8 Protocol Wallet 출시
. EXE 추가 거래소 상장

2020

Q1

. Game Project 'X' 베타 테스트
. EXE 추가 거래소 상장

Q2

8X8 PROTOCOL

. Game Project 'X' 개발

. Game Project 'X' 출시
. EXE 추가 거래소 상장

22

Q3

. Game Project 'X2' 개발

Q4

. Game Project 'X2' 프로토타입 공개
. 8x8 Protocol Wallet
플랫폼 기능 업데이트

2021

8X8 PROTOCOL

Q1

. Game Project 'X' 기획 수정

. Game Project 'X2' 개발 진행

. Alliance X Wallet 유지 보수 및 운영

Q2

. Game Project 'X' 기획 수정

Q3

. Game Project 'X'

Q4

. Game Project 'X'

. Game Project 'X2' 개발 진행

신규 기획 적용 개발 진행

. Game Project 'X2' 개발 진행

신규 기획 적용 개발 진행

. Game Project 'X2' 개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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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Q1

. Game Project 'X' 서비스 기획 및 테스트

Q2

. Game Project 'X' 런칭

. Game Project 'X2' 베타 테스트

. Game Project 'X3' 기획
. Game Project 'X2'

버그 수정 및 기능 추가 개발

Q3

. Game Project 'X3' 기획
. Game Project 'X2'

서비스 기획 및 테스트

2023

8X8 PROTOCOL

Q4

. Game Project 'X' BM 재설계 및 구체화

Q1

. Game Project 'X3' 개발

Q2

. Game Project 'X3' 개발

Q3

. Game Project 'X3' 프로토타입 공개

Q4

. Game Project 'X3' 버그 수정 및 개발

. Game Project 'X2' 런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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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Executive Board Members
Jacob Bang

CEO / Team Leader

- Chief Executive Officer

- 가치평가 및 자산실사 시행
- 거시경제 및 개별기업분석

- VC 투자 및 Follow-up 서비스

- 조직관리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소송
Edward Han
CTO

- Chief Technology Officer

- 11년 이상의 코어엔진 & 모바일 개발 경력
- 블록체인 개발팀 팀장

- R&D, 다양한 네이티브/스크립트 영역 탐색, PM
- 모바일 게임 (Android / iOS) 최고개발자
- 엔진 코어 개발자, TM
William Yang
CMO

- Chief Marketing Officer

- 다수의 모바일 게임 성공적 출시

(Attack on the Money, Baseball 9th Inning Match, Golf Clash)

8X8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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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Members
Junseo Park

- CEO at Alliance X

Minkyu Shim

- Blockberry Corp Co-founder, CEO

- Wowwell Corp Co-founder, CEO/CMO
Suk Yang

- CEO at NDel

Gerrard Kim

- COO at NDel

Dongho Park

- CTO at NDel

- 14년 이상의 클라이언트 경력
Eric Moon

- CEO at Numbers
- 비즈니스 운영

Jin Jeon

- CTO at Numbers

- 블록체인 네이티브 개발자

8X8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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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 Yun

- Principal

- 블록체인 네이티브 개발자
Charlie Kim

- CEO at PlayerOne

- Seoul EOS DEV MEETUP 오거나이저
-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어드바이저
Eric Song

- CTO at PlayerOne

Zack Cho

- Co-Founder

- Chief Product Officer
Max Cho

- Co-Founder & CEO at WIZLAB

- 한국정보통신기술연구원 기술위원

- 전 삼성전자 메카트로닉스 연구개발센터 연구원
Li John-Ting

- Co-Founder & Director

- 스웨덴, 스톡홀름왕립기술원 산업공학경영학 석사
Alex Lee

- CSO at WIZLAB

- 서울시립대 제품서비스공학 석사

8X8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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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Legal
Disclaimers

본 면책 조항의 모든 내용을 주의 깊게 읽기를 바랍니다.
혹 이 문서의 내용에 대한 더 확실한 정보를 원한다면 법

률, 재무, 세무 등 기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
합니다.
8X8 PROTOCOL

29

Legal
Disclaimers

EXE 토큰, ISOFT PARTNERS N.V.(이하 ‘우리’) 및 관계사, 그리고 관련 사업 및 운영

에 대해서는 본 백서에 포함된 내용 외 그 누구도 정보/설명을 제공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정보/설명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또는 그 관계사의 권한을 부여 받았거
나 이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법적 고지
(a) 본 백서는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우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일반 참고 목적으로만

배포되었으며 검토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표지의 날짜를 기준으로 최신 정
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최종본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날짜 이후 본 문서
에 기재된 정보는 비정기적으로 변경,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b) EXE 토큰의 매매와 관련된 계약 또는 법적 구속력 있는 서약을 체결할 의무는 그
누구에게도 없으며 본 백서를 근거로 자금을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EXE 토큰의 매매
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관련 세부사항은 본 백서와 별도로
제공됩니다. 계약서와 본 백서의 내용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c) 본 백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EXE 토큰 발행인/배포자/업체의 토큰 판매 또는 구매

제안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하며, 이 문서의 제시 또는 문서 자체가 계약 및 투자 결정
에 근거가 되거나 의존되어서는 안 됩니다.

(d) EXE 토큰은 증권, 사업신탁의 단위, 또는 집단 투자 계획의 단위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각 정의는 싱가포르 증권선물법(Cap. 289) 또는 기타 관할 구
역의 동등한 규정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본 백서는 사업 계획서, 사업 설

명서, 제안서 등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며, 그 어떤 관할권에서도 증권, 사업신탁의 단
위, 집단 투자 계획의 단위 등 투자 제안이나 모집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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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E 토큰이 구매자들에게 EXE 토큰, 우리의 플랫폼과 관련하여 참여하거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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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수입/지급/이익 또는 그 금액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 해석, 분류,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f) 본 백서에 명시된 코인/토큰 발행 방식이 규제 또는 금지된 관할권에서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등 전파할 수 없습니다.

(g)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는 규제 당국의 검토, 검사, 승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러
한 조치는 그 어떤 관할권에서도 취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h) EXE 토큰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EXE 토큰을 다음과 같이 이해, 해석, 분류, 취급
해서는 안 됩니다.

-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화폐

- 그 어떤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및 주식

- 이러한 채권 및 주식에 대한 권한, 옵션, 파생상품

- 투자수익 보장 또는 손실 회피가 목적이거나 이를 목적으로 사칭하는 차액
계약 및 기타 계약 하의 권리

- 집단 투자 계획, 사업신탁 등 증권의 단위 또는 파생상품

배포 및 전파 제한
(a) 본 백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배포 또는 전파하는 것은 그 어떤 관할권의 법률 또는
규제 요구사항에 의해 금지 및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귀하는 본

백서의 소지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제한사항을 스스로 숙지하고 법률 등 자문을 구하

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우리와 우리의 직원, 대리인, 관계사 등(이하 ‘우리와 관계사’)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 배포 및 전파로 인해 본 백서를 열람 또는 소지하게 된 경우 그 어떤 목적으로 든
본 백서 또는 그 내용을 배포, 복제 등 기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이러
8X8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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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이 벌어지도록 허용 및 원인제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배제
(a) EXE 토큰과 우리 및 관계사들이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가능한 대

로’ 제공됩니다. 우리 및 관계사들은 EXE 토큰 및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품질, 적합성,
정확성, 적정성, 완전성 등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보장 또는 묘사를 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류, 지연, 누락 또는 이에 의존하여 취해진 행동에 대해 그 어떤 책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b) 우리 및 관계사는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를 포함하여 그 어떤 형태로든 진위, 정확
성,완전성을 그 어떤 주체나 개인에게 묘사, 보장, 약속하거나 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c) 우리 및 관계사는 귀하가 본 백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이에 의존함으로
써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그 어떤 간접적, 특수적, 부수적, 결과적 손실(투자수익/수익/

이익의 손실, 활용 및 데이터의 손실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계약
상 또는 불법 행위 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관련 법률 규제가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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