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UNTED SALE OFFER (DSO)
INFORMATION PAPER

목차
요약.................................................................................................................................................................... 3
DSO에 대한 소개….........................................................................................................................................4
문서 표현 양식.................................................................................................................................................5
플랫폼의 목적……...........................................................................................................................................6
플랫폼의 이점...................................................................................................................................................7
NEM 블록체인의 활용….................................................................................................................................8
THE DSO.............................................................................................................................................................9
게임제공자와 게이머를 위한 User Flow……………................................................................................ 11
플랫폼 로드맵..................................................................................................................................................12
XARCADE 홈페이지.......................................................................................................................................13
XARCADE 기업정보………………...............................................................................................................14
TEAM.................................................................................................................................................................15
면책조항.............................................................................................................................................................16
• 규제의 문제..................................................................................................................................... 18
• 일반 원칙......................................................................................................................................... 18
• 책임과 보증의 한계........................................................................................................................ 19
• 지적 재산권...................................................................................................................................... 20
• 보증 및 면책.....................................................................................................................................20
공시 조항.............................................................................................................................................................21

PAGE

2

요약
현재 게이머들 그리고 게임 제공자들은 그들의 다양한 게임 크레딧을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서로 간의 게임에서의 자유로운 게임 크레딧의 교환이나 전환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상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크레딧이나 상품을 구매할 때 복잡한 요구사항을
충족 해야하며, 구글과 아이튠의 플랫폼은 제한된 접근성의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Xarcade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NEM 의
블록체인 플랫폼 Xarcade 는 비디오게임 내의 게임 크레딧의 교환과 사용, 그리고 암호화 비디오게임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로서의 기능을 좀더 자유롭고 적은 수수료로 사용자와 제공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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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O의 대한 소개
Xarcade 할인 판매 주체 (DSO)는 사전 판매를 통해 XAR 을 20 % 할인 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된 XAR 은 아래 이용 약관에 따라 출시 후 Xarcade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Xarcade 서비스와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귀하는 이 DSO Information Oﬀer Paper 의 이용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Xarcade 에 의해 수시로 변경, 수정, 대체, 보충되는
모든 사항들은 Xarcade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됩니다. 귀하는 이 점을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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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이 Offer Paper에서의 용어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아래의 정의에 의해 적용됩니다.

API: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Blockchain:

공개적인 접근이 가능한 지금까지 실행된 모든 암호화폐 거래의 원장

Cryptocurrency:

XEM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통화 기술은 중앙은행과 독립적으로 통화단위의 생성을 규제하고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DSO:

XAR의 할인판매. 이에 관해서는 P. 7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DSO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니다.

E-wallet:

NEM의 일반적인 전자지갑

Game:

Xarcade 플랫폼을 통해 구입되거나 액세스된 모든 게임. 플랫폼에 비디오 게임을 배급하는 모두가
그 게임제공자가 됩니다. 게이머는 이 플랫폼을 통해 게임을 소비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NEM:

The NEM Smart Asset Blockchain peer-to-peer crypto platform, 이는 https://nem.io/about/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있으며 이용약관에 적용이 됩니다.

Platform:

Xarcade의 교환 플랫폼.

EUR:

유로 (€), 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의 명칭

User Flow:

The Game Publisher and Gamer user ﬂow에 대해서는 p.11 아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XAR:

The Xarcade 플랫폼 내의 토큰 또는 게임 내의 토큰

Xarcade:

Xarcade, 허가된 운영주체

XEM:

NEM 의 P2P 가상화폐의 표기단위, 이는 https://nem.io/about/에 더 자세히 설명되었으며 이용약관에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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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목적
Xarcade 플랫폼은 2018년 1분기를 목표로 다음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

독립적인 비디오게임 제공자의 게임;

(b)

토큰 액세스, 교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웹 기반의 응용프로그램

(c)

블록체인 기반이 아닌 기존 게임에서 게임개발자들을 위한 Xarcade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키트(SDK)

(d)

2018년 1월까지 공공참여를 위한 DSO

(e)

“플랫폼 목표”, 게이머로부터 게임 내 크레딧을 보내고 받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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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이점

이 플랫폼은 NEM 의 블록체인 기반에서 비디오게임 제공자가 게임 내 자신의 크레딧을 유지 및 활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비디오 게임 제작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키드(SDK)를 Xarcade 플랫폼으로부터
다운로드하고 통합한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다음의 형태로 이 플랫폼을 통해 게임내의 크레딧을
자유롭게 교환, 구매 및 양도할 수 있습니다.

(a)

데스크탑

(b)

모바일 디바이스

(c)

게임 내의 브라우저 창

이 플랫폼은 XAR 을 이용하여 게임내의 크레딧과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게임 외부에서의
이와 같은 구매 또한 가능하게 합니다.
이 플랫폼은 게임 제공자가 구글이나 애플 구매 앱에 의존 할 필요없이 양방향 교환이 가능한 모델을 통해
지불할 수 있게 하고 게임 포인트를 위한 앱 구매의 복잡한 요구사항에 구애 받지않고 게임 제공자의
독자적인 지출과 수익의 생태계를 창출하도록 지원합니다.
XAR 은 XEM 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XEM 은 XAR 의 사용해야만 교환 할 수 있습니다. XAR 은 이
플랫폼에서의 모든 사용자의 “게이트웨이 토큰”입니다
XAR 은 지정된 교환소에서 구입가능하고 플랫폼에서 직접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게임내 구매를 위해 XAR 을 구매해야 합니다. 누적된 게임의 토큰은 XAR 로 교환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용자는 NEM 범용전자지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단 지갑을 게임제공자의 게임에 통합하면 SDK 는
자동으로 전자지갑을 인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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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M 블록체인의 활용

NEM 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NEM 의 특징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모든 블록체인 노드를 통한 NEM의 APT-call access

B. NEM 블록체인에서 독자적인 코인을 생성하는 NEM의 Mosaic특징은 고정 또는 변경 가능한 수량으로
사용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모자이크는 “subdomain.domain” 모자이크의 포맷으로 네임스페
이스 시스템의 고유한 도메인의 이름을 지정가능합니다.

C. NEM은 과거의 노드의 활동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이 블록체인의 보안과 기술을 보증하는 Node
Reputation System을 사용한다.

D. 블록체인 개좌를 위한 이름을 빌려주는 네임스페이스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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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SO

Xarcade

DSO

기간

동안

20%할인이

적용됩니다.

XAR

은

EUR

1.00

에

고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DSO 구매자들에게는 XAR 을 EUR 0.80 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임제공자들에 의해 XAR 로 변환된 모든 게임내 크레딧은 분기 단위로 게임제공자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미증권거래위원회(SEC)의 “Howey Test”에 따르면 XAR 은 XAR 의 사용에 대한 수익 반환을 기대하지 않고
XAR 은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플랫폼에서의 할인의 권리를 만들기 위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소모적
토큰이라 말할 수 있다. XAR 은 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설립인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commom enterpris”가 없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성공은 설립인의 전문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XAR 은 투자를 위한 토큰은 아니지만 이전의 구매한 크레딧을 사용하며 소비되어야 하는 모든
다른 서비스처럼 소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XAR 의 가격이 결정되나?:
DSO 전체기간동안, XAR 의 가격은 Coinmarket.com 이 제공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출시 될 것입니다.
Coinmarket.com 에서의 가격은 5 분마다 샘플링 될 것이고 한시간 단위로 평균을 계산합니다.(총합계가격/12)
여기서

각각의 거래가 매시간마다

평가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를들어) 만약에

거래가

15:22UTC 에 전송 된 경우에 그 가격은 15:05UTC~16:00UTC 사이의 평균가격에 기초하게 됩니다.
BTC 가 Xarcade 지갑에 보내지면 Coinmarketcap.com 을 사용하는 평균의 공식을 기반으로 계산된 다양한
가격을 추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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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O 전체 기간 동안 각각의 XAR 가격은 다음과 같은 규모가 될 것입니다.

_500 백만개 이하의 XAR 판매, XAR 당 0.80 ERU 의 가격
_다음 500 백만개 500 만개에서 1000 만개의 XAR 판매, XAR 당 0.85 ERU 의 가격
_다음 500 백만개 1000 만개에서 1500 만개의 XAR 판매, XAR 당 0.90 ERU 의 가격
_다음 500 백만개 1500 만개에서 2000 만개의 XAR 판매, XAR 당 0.95 ERU 의 가격
_2000 백만개 이하의 XAR 판매, XAR 당 0.99 ERU 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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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제공자와 게이머를 위한 User Flow

게임 제공자와 게이머는 그들의 게임을 Xarcade 에 업로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플랫폼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Xarcade 는 자체적으로 모든 게임게시자와 게이머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게임게시자들은 그들의 게임을 플랫폼에 있는 게이머들에게 직접 배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 거래는 NEM 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검증 및 처리됩니다.
게이머들은 플랫폼에서 게임 내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고 게임크레딧을 XAR 또는 XEM 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게이머와 게임제공자 그리고 모든 플랫폼의 사용자들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사항들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개인 정보보호정책을 포함한 모든 추가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Xarcade 웹사이트 www.xarcade.io나 플랫폼에 공지하게 됩니다.
이 플랫폼에 등록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정보정책에 따라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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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로드맵

1 월에 출시될 The Xarcade Store 는 XAR 토큰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게임 스토어를 제공합니다.
Xarcade 의 XAR 토큰은 당신의 게임의 기능들을 좀더 쉽게 통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발된 NEM 의 플랫폼에
게시될 것 입니다.
게임스토어 이외에도 게임제공자는 그들의 전자지갑을 볼 수 있는 백 오피스와 Xarcade Store 에 게시된 판매
수익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한 접근권한을 갖게 됩니다.
The Xarcade Store 의 첫 출시와 함께 사용자는 XEM 의 시장가격으로 XAR 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인출가능금액은 ‘일별 주간 별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인출 절차는 추후 자동화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초 출시에 앞서 스토어 플랫폼에 대한 대부분의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지갑 통합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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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rcad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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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RCADE 기업정보
Xarcade의 DSO는 리투아니아 법률을 따르고, Talino g. 67-5, Vilnius에 본사를 두고 설립했습니다.

6.2 UAB Tadela
6.3 등록일자: 2017.12.22
6.4 회사 등록 코드: 304708583
6.5 Xarcade 웹사이트: www.Xarcade.io
6.6 이메일: dsoenquiry.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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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Otto von Nostitz, Co-founder and Chief Executive Oﬃcer (CEO)
모바일 게임 및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8 년 이상의 비즈니스 개발 경험을 쌓은 경험이 풍부한 마케팅
담당자로서 말레이시아 기반 컨설팅 파트너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첨단 기술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Lon Wong, Co-Founder and Head Strategist
NEM.io 재단 회장 겸 Dragon Flint Fintech 의 CEO. Lon 은 말레이시아에서 무선 인터넷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개척 한
네트워크,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디자인 분야에서 30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업가입니다.
Stephen Chia, Head of Partnerships
동남아시아 NEM.io 재단 지역 대표인 Stephen Chia 는 신생기업 확장과 IBM and Ernst & Young 와 같은 회사와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IT 분야에서 30 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투자자이며 기업가입니다.
Maxim Nawangwe, Chief Technology Oﬃcer (CTO)
모바일 게임, 디지털 아트 설치 그리고 VR 분야에 경험이 있는 Maxim Nawangwe 는 현재 소프트웨어공학 및 블록
체인 기술에 열정을 쏟고 있는 모바일 게임업계의 유능한 프로그래머이자 개발자입니다.
Gregory Saive, Core Developer
9 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Gregory Saive 는 블록체인 기술에 큰 열정을 가진
프로그래머이다. Gregory Saive 는 그의 전문성으로 Xarcade 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블록체인 통합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ailin Odonnel, Core Developer
수많은 백엔드 응용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개발 해온 Kailin Odonnel 은 NEM.io 의 창립멤버이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네트워크 및 블록 체인 기술에 중점을 둔 숙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Dani Hussain, Developer
많은 신생기업의 성장을 도와온 Dani Hussain은 수석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시스템 최적화와 인터넷 마켓팅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GetRanked의 창립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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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DSO 는 플랫폼에서 XAR 과 XEM 관련된 보안과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A. 이 문서는 오직 정보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Xarcade나 또는 어떠한 관련 회사의 주식이나 유가증권
을 매도를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제안이나 권유는 양해각서와 관련 증권 및 기타 법률에
따라서만 작성됩니다.
B.

제시된 정보 또는 분석 중 어느 것도 투자결정을 위한 사항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문서는 투자 자문이
나 투자에 대한 조언이나 권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C. 이 문서는 유가 증권의 매매나 청약을 위한 어떠한 유인물이나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유가증권 형태가 아
닙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어떠한 계약이나 약정과 관련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D. Xarcade는 이 문서에 포함 된 모든 정보에 의거하여 정보 또는 정보의 오류, 누락으로 발생하는 조치에
대해 모든 종류의 직간접적인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

Xarcade 토큰 또는 XAR은 Xarcade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토큰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XAR 은 Xarcade 플랫폼 외부에서 알려진 용도가 없습니다. XAR 은 투자가
아닙니다.

F.

“Oﬀer Paper”는 플랫폼 이용자와 Xarcad 간의 플랫폼 및 서비스 사용을 규제하는 계약을 말랍니다. 모든
플랫폼의 사용자는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이것이 XAR 그리고 XEM과 관련된 유가증권 및 위험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G. 이번 DSO를 통해서, Xarcade는 관심있는 구매자에게 사전 판매되는 게임 크레딧 또는 쿠폰을 판매합니
다. 우리의 FAQ에 명시된 바와 같이 Xarcade가 자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Xarcade의 XAR의 사전판매
전 오직 Xarcade의 서비스을 판매하는 “Discounted Sale Oﬀer”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해야합니다.
Xarcade는 XAR을 할인 된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게이머가 추후 판매 될 동일한 XAR 보다 더 많은
양의 게임크레딧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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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플랫폼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구매하는 XAR 및 XEM이 가치가 상승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마
어는 시점에서는 가치가 하락할 것입니다. XAR 그리고 XEM은 소유권이나 통제권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XAR 및 XEM를 통제(거래?)하는 것은 그것의 통제 소유권이나 Xarcade의 플랫폼의 형평성을 부
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XAR 및 XEM은 Xarcade 또는 Xarcade 플랫폼의 통제, 지시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I.

모든 플랫폼 사용자들은 이 플랫폼과 결제, 그 게임내 토큰 교환, 신용, XAR, XAR을 XEM으로 교환하는
것, 그 밖에 플랫폼에 영향을 준 모든 다른 거래에 국한되지 않은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Xarcade을 보
증하고 나타냅니다. 이는 사용자가 Offer Paper에 명시된 사실을 읽고 이해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
에 의존하지 않고 DSO를 통한 XAR의 결제를 포함한 플랫폼의 서비스와 모든 부분들을 사용하고 활용하
는 결정에서 충분하고 독립적인 고려를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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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적 문제

a) Xarcade는 통화 또는 암호 해독, NEM 또는 XEM 교환, cryptocurrency 마켓 또는 cryptocurrency를 구입, 판매
또는 변환하는 기타 서비스의 영구적 또는 임시 저장을 위한 범용 NEM 또는 XEM 지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NEM 네트워크 내에 거래는 해당 법률, 지침, 모든 다른 관련 법령의 통제하에 이루어 지
는 현금이나 전자화폐로 이루어 지는 거래와는 다릅니다. XEM (NEM 네트워크에서 지불에 사용되는 계좌 이
체 가능 단위)은 관련법에 따라 정의 된 기존의 통화나 돈이 아닙니다. 플랫폼 또는 NEM 네트워크상의 거래
는 중앙 은행에 정해지거나 승인 된 지불 서비스 또는 비현금 외화 거래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호
화폐를 실물화폐로 교환하는 것은 통화의 교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XEM은 FSA에 따른 금융상품에 대
한 투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NEM네트워크에서의 거래는 중앙은행 및 관련 당국의 허가, 감독, 통제
또는 기타 검토를 받지 않습니다. Xarcade는 특정 권한을 가진 지불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며 지불 시스템 라
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일반 원칙

귀하는 게임 또는 게임 내 구매 그리고 교환 및 판매와 관련 없는 다른 목적으로 이 플랫폼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 등 모든 불법적인 행위 포함)
또한 모든 국가의 법령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위한 시도, 선동,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귀하가 우리의 플랫폼 또는 서비스의 사용에 있어서
마약, 위험한 화학물질이나 의약품, 또는 규제 약물, 폭발물과 같은 모든 불법적 품목의 사용을 제한하며
저작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또한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 제공 문서나 Xarcade 회사를
관할 하는 관할 구역에서 금지된 모든 다른 활동에 관해서는 이 플랫폼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귀하의 권한
또한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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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보증의 한계

어떤 경우에도, Xarcade 는 이 Offer Paper 의 다음에 내용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계약, 과실, 책임 또는 기타
법적인 모든 부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직접적, 간접적, 특별한, 우발적, 결과적, 모범적 또는 징벌적 손해
(2) 서비스 또는 플랫폼의 사용 또는 사용 불가로 인한 손실된 이익이나 수익 또는 데이터.
(3) 대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조달 비용
(4) 데이터의 사용중단, 사용, 손실, 변형에 관한 사항
(5) 해킹, 변조, 바이러스 전송 또는 당사의 서비스와 플랫폼의 무단 접근 및 사용으로 인한 모든 정보에 대한 손
해와 손실
(6) 이 문서에 의거하여 귀하가 Xarcade에 지불 한 모든 금액

Xarcade 는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문제로 인한 실패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은
적용 법률이 금지하는 범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및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및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제공
됩니다. Xarcade 와 공급업체 및 라이선스 제공자는 상품성 그리고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합법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지만 이를 벗어난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종류의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Xarcade 와 그 공급 업체
및 라이선스 제공자는 플랫폼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오류나 지속적인 액세스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의지에 따라 위험을 감수 하고 우리 플랫폼을 통해 컨텐츠 또는 서비스를 다운로드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획득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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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이 제공 문서는 당사 또는 당사의 제 3 자 지적 재산(Xarcade IPR)을 당사에서 귀하로 이전하지 않으며, 이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은 오로지 당사에 있습니다. Xarcade, 자사 로고 및 서비스 및 플랫폼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기타 모든 상표, 서비스 마크, 그래픽 및 로고의 재산권은 당사 또는 우리의 라이센스 제공자에 있습니다.
당사의 서비스나 플랫폼과의 연결에 사용되는 기타 상표, 서비스 마크. 그래픽 및 로고 는 다른 제 3 자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당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당사 또는 제 3 자의 상표를 복제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상용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라이센스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귀하는 Xarcade IPR 또는 그 일부를 임대, 대여, 라이선스 부여,
배포, 전송, 복사, 복제, 다운로드, 표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Xarcade IPR 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물을 만들거나
Xarcade IPR 을 번역,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분해 할 수 없습니다.

보증 및 면책

귀하는 Xarcade, 계약자, 라이선스 제공자 및 해당 임원, 대리인 및 직원이 귀하의 서비스와 플랫폼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모든 청구 및 경비에 대한 책임에 면제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문서에서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권리나 조항은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플랫폼, DSO 및 본 이용약관에 참조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 waiver by
either party of any term or condition of this Oﬀer Paper or any breach thereof, in any one instance, will
not waive such term or condition or any subsequent reach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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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조항
귀하는 Xarcade 플랫폼 및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다음을 수락, 인정 및 동의 합니다.

_NEM 프로토콜과 관련된 위험
모든 의도하지 않은 기능 또는 NEM 프로토콜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Xarcade 플랫폼 또는 XAR 및 NEM 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오작동하거나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EM 프로토콜의 계정 위인 XAR 및 XEM 은 같은
방식이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_구매 인증과 관련된 위험
구매자의 로그인 인증 또는 개인 키에 액세스한 제 3 자는 구매자의 XAR 또는 XEM 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_관련 구역에서의 불리한 규제 조치의 위험
블록 체인 기술은 전 세계의 다양한 규제 기간에 의해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Xarcade 플랫폼의 기능과 XAR 및
XEM 의 기능은 해당 구역의 기관에 규제 요구 및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_Xarcade 플랫폼 또는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족한 관심에 대한 위험
Xarcade 플랫폼은 많은 기업, 개인 및 기타 조직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면 배포 된 제품의 개발 및 개발 이익에
대한 공공의 관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부족은 XAR 및 XEM 과 Xarcade 플랫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_개발된 Xarcade 플랫폼이 Xarcade 또는 사용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위험
Xarcade 플랫폼이 현재 개발 중이며 출시 전에 크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Xarcade 또는 구매자가 보유한 플랫폼의
형태 및 기능(참가자의 행동을 포함)에 대한 기대는 출시 때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디자인 및 구현 계획의
변경 그리고 Xarcade 실행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_도난 및 해킹 위험:
해커 또는 다른 조직 또는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통해 Xarcade 플랫폼 또는 XAR 및 XEM 의 사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_Xarcade 플랫폼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위험
Xarcade 팀 또는 다른 제 3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Xarcade 플랫폼의 핵심 인프라에 약점이나 버그를 이용해
XAR 또는 XEM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손실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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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암호화 분야에서 약점 또는 악용 가능한 혁신의 위험
암호 기술의 진보 또는 양자 컴퓨터 개발과 같은 기술적 진보 인해 암호화 화폐 및 Xarcade 플랫폼에 대한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XAR 및 XEM 의 도난 또는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_XAR 및 XEM 채굴 공격
Xarcade 플랫폼에 사용되는 블록체인은 분산된 다른 암호화폐 및 토큰과 마찬가지로 이중 지출 공격, 다수의 마이닝
파워 공격, 셀 마이닝 공격과 같은 채굴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려진
또는 새로운 모든 형태의 광산 공격에 의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_Xarcade 플랫폼의 사용 부족의 위험성
XAR 및 XEM 은 투자로 간주되어서는 안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Xarcade
플랫폼의 사용 및 채택이 부족한 경우 이 가치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Xarcade 플랫폼의 출시 이후
XAR 및 XEM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_XAR 및 XEM 의 비유동적 시장에 대한 위험성
XAR 및 XEM 에 대한 2 차 시장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XAR 및 XEM 을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거래소가 개발된다면 이는 잘 알려 지지 않은 규제 감독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XAR 및 XEM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에 규제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에서의 교환보다 사기 및 실패에 더
노출 될 수 있습니다.
_비보험 손실 위험
기존의 은행계좌 또는 다른 일부 기관의 계좌와는 달리 Xarcade 플랫폼을 사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금 또는 암호화
화폐는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 또는 구매자에게 의존하는 공공
보험사 또는 민간 보험사가 없습니다.
_Xarcade 플랫폼의 해체의 위험
XAR 및 XEM 가지의 불리한 영향, Xarcade 플랫폼의 개발문제, 비즈니스 관계의 실패 또는 경쟁적인 지적 재산권 주장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Xarcade 플랫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또는 기타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해체되거나 출시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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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Xarcade 플랫폼의 오작동 위험
XARAD 플랫폼이 XAR 및 XEM 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_그 밖의 예상치 못한 위험
암호화 토큰은 새롭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 문서에서 논의된 위험 외에도 Xarcade 팀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 위험은 예기치 못한 조합 또는 명시적 위험의 변동 또는 새로운 위험의 출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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