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백서는 개체불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서비스, 세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블록체인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개체불가 네트워크의 비전과 구조, 사업 전략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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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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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로 전세계시장은 비대면 온라인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의 4차 산업이 비대면 플랫폼을 주도하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 속에서 여러기업들도 비즈니스 모델에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비대면 온라인시대에 발맞춰 우리는 개그 NFT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펀슈머(FUN + CONSUMER : 소비과정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적인 성향을 지니고

IT신기술을 부담없이 받아들이는 MZ세대를 위한 재미 컨텐츠에 특화된 NFT 플랫폼인

<개체불가>는 아티스트인 개그맨이 직접 NFT를 올리는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창작물의 원본 증명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있는 서비스입니다. 

확대되는 시장 규모에비해 후진적인 시장구조 유지하는 기존플랫폼과 달리 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한창작자의 권리를보호합니다. 또한, 수익발생에 대한공정한수익분배를 추구하며,

재미 요소를 가진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디렉팅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체불가는 KLAYTN의 CYPRESS 네트워크상에서 저장, 운영되는자체 개발된 NFT입니다.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에서 개발 및운영하는 KLAYTN의 KIP-37 기술을 기반으로

탈중앙화 된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운영하여, 악성 노드가 블록체인 내부의 데이터를 쉽게

손상시킬수없는 신뢰성 있는환경을만듭니다. 노드를둘로 나누어운영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서, 초고속에도 안전성이 매우 높은 토큰입니다. 

2022년 3분기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매출에따른 바이백으로

가격 방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개나코인의 거대 생태계를 조성하고 성장 해나갑니다.



수평적인 그룹계열사와자율적인 조직문화, 창의적인 사고와기발한 아이디어, 

혁신적이고 다수의경험과노하우를가지고있는전문가들이 모여만든

NFTNM플랫폼은다양한 세상을연결하는 생태계플랫폼을 만들어보자는

하나의가치 아래오늘도끊임없이 움직입니다.

2. 회사개요

NFTNM은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하는 NFT(Non-Fungible Token)를

다방면의 사업분야인영상 컨텐츠, MICE, 여행서비스등에 적용하여안정된 시스템을구축하고

포괄적으로 운영하는종합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TECHNOLOGY

NFT 플랫폼개발에필요한

원천기술 보유

PATENT

NFT부동산최초개발 및운용

NFT관련특허보유

MANAGEMENT SKILLS

안정적인 플랫폼운영능력 보유



3. Ecosystem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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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하정우 첫 NFT 작품
<더 스토리 오브 마티 팰리스 호텔>
첫 NFT 작품이 5546만원에 판매됨

엔터 X NFT ?

비대면디지털사회가본격화됨에따라가상세계와메타버스등의
미래사업이눈에띄게성장하고있습니다. 이중에서도소유권과판매이력등
관련정보를확인할수있어위조및변조가불가능한 NFT는
문화·예술계에혼란을주었던저작권문제를해결할돌파구가될예정입니다.

업비트nft x 매드몬스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일명 부캐인 매드몬스터의 싱글 재발매 기념
NFT 지급 이벤트 시행

MBC 아카이브
MBC 아카이브는 그동안 방송됐던
역사적인 순간들을 모아 영상으로 NFT를
만들어 자사 플랫폼에서 경매

부동산 X NFT ?

예술계와엔터계에이어 NFT가큰관심을받는곳은부동산입니다.
현재많은가상부동산관련 NFT플랫폼이쏟아져나오는상태입니다.

클레이랜드
서울시를 셀단위로 나누어 판매하는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NFT 

NFT Worlds
NFT 최대 거래소인 오픈씨(OpenSea)에서 높은
거래량 순위를 기록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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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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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의 온라인 아트시장

코로나19 사태이후온라인미술시장은오히려플랫폼이활성화되었습니다.

IT신기술에적극적인MZ 세대가디지털갤러리와 SNS 라이브옥션을경험하면서

디지털아트에대한관심이높아지며구매로이어지기시작했습니다.

온라인아트시장수요증가는흥미로운놀이터인 NFT에대한관심으로이어졌습니다.

한정된수량에열광하는심리와자기만족성향을가진MZ세대는 NFT를통해그원본을인정받고

소장하기를원하는욕구를키웠습니다. 재미와가치에소비를하고,

IT신기술을부담없이받아들이는MZ세대에게 NFT는걸맞는놀이터가되었습니다.

MZ세대의 니즈에서 탄생한개그NFT플랫폼

이런성향을가진MZ세대를사로잡을만한개그 NFT플랫폼인개체불가는

공개코미디프로그램부활중인개그에대한니즈를빠르게이해하고맞춰나갑니다.

기존에개그팬덤이형성되어있는 ‘개승자’ 출연중인개그맨들이만드는플랫폼으로

소장가치가충분하고트렌디한 NFT를소개합니다.

누구나 가실 수 있는 부동산 NFT 한조각

소액으로투자가가능한블록체인기반의부동산거래플랫폼인나월은

최소투자금액의허들이낮아누구나손쉽게접근이가능하며,

새로운투자나소비에서재미를찾는MZ세대의투자성향에적합합니다. 

매월한번씩들어오는배당금으로빠른수익확보가가능한구조입니다.

코인 생태계 흐름 구축

개체불가와나월의생태계에쓰이는개나코인을중심으로

수익모델다변화하여 2차사업을준비하고

다양한인프라구축으로개나코인의생태계를형성합니다. 



는 Gagman NFT Platform으로

개그맨들이가진개성으로만든개그컨텐츠NFT를판매하는플랫폼서비스입니다.

블록체인을기반으로위·변조가불가능한성격을가진 NFT를활용하여

창작권과저작권에대해정당한권리를가지며, 동시에개그맨들이

창의적인개그활동을이어나가는발판의기회를마련합니다. 

개체불가에서는누구나쉽고빠르고간편하게개그컨텐츠를소유하고소비할수있도록할것입니다.

3. Ecosystem

1) 개체불가

개그맨의 재능

Blockchain
Smart Contract Platform

NFT
토큰화

영상,음악,이미지 등
컨텐츠 종류(GIF,PNG,JPG 등)

Auction
Platform

등록인증 작품권리
검증요청

작품 권리검증

디지털
컨텐츠거래
플랫폼

거래인증

권리구매자 작품 거래검증

작품권리
정보 조회 및구매

활성화
서비스등

Trading
Platform

디지털
컨텐츠 거래

권리 판매자

플랫폼기본설계

7

플랫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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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
-유행어

-공연티켓
-굿즈상품
컨텐츠 등

개그맨컨텐츠
NFT 

거래플랫폼

새로운펀딩 유입
보상/우선권

제공으로 지속적인
활동 추구

개그맨 IP 기반 자산을
NFT로 발행

펀딩 활동을 통해 구매/ 획득

펀딩 간자유로운
NFT 거래
현금화 가능

생태계 순환

기초자산
NFT

마켓플레이스
생태계

NFT WALLET
이동

비펀딩 유저로의
확대

1. 핵심제공 가치

- 개그맨들의 가치를소장하고 싶은욕구

- 편리하게 이용할수있는플랫폼을 활용하여 맘에드는상품을구입하고 추후업로드판매하는수익 기대

2. 핵심자원

- 사이트의 컨텐츠다양성및독점적컨텐츠를 통하여접근

- 온라인마케팅 기술을활용하며 제휴기업및광고 업체를일정금액의 중개수수료로 수익을창출

3. 핵심 프로세스

- 컨텐츠범람에 따른정보선택의 혼란을마주하는 유저들이스스로에게 필요하고 알맞은정보들을 쉽고

빠르게선별할수있는 환경을제공

- 불법경로를통한연예인의저작권침해문제를 해결하며, 투명한 컨텐츠관리가능

3. Ecosystem

1) 개체불가

핵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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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1

판매자

업로더

유저 1 유저 2

구매자

NFT
낙찰완료

재판매

NFT
소유권

개나로
구매

낙찰자

Auction
Bidding

개그컨텐츠
플랫폼

거래수수료

입찰자 2 입찰자 3

플랫폼옥션구조

 윤리적기반을갖춘경제적사회활동 지원

 디지털소장을간편하게돕는 플랫폼제공

 자유, 평화, 사회적연대 강화

개체불가의 생태계구축방향

3. Ecosystem

1) 개체불가



 최소 투자금액의 허들이 낮아 소액투자 가능

 매월 한번씩 들어오는 배당금

 매각 시임대 건물 기대할 수있는 차익

 사람들의 호기심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성 될예정

임대인 임차인

계약에 대한 공동명의의
소유권 및법적효력발생

공동소유/임대인

임대차계약
(월세/전세)

블록체인기반의 NFT 부동산플랫폼,

나월은개인간의부동산임대차계약을소액투자형상품화한안정적인금융거래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부동산소유권을유동화해투자자들에게지분을유통하는방식으로

개인용부동산을주식처럼공모하고상장된부동산의지분을매매및거래합니다.

부동산 NFT 디지털증권을소유함으로일정기간동안임대수익을주식처럼배당을수있습니다.

10

쉽고빠르게 청약하는시스템 구조

매월받는임대배당수익

건물지분을 주식처럼거래

건물매각에 따른투자수익

처분수익 펀딩수익 임대수익 매매차익

3. Ecosystem

2) 나 월

플랫폼 소개

나월의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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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계약처리및회계 법률처리

③투자및판매

NFT 부동산디지털
증권거래플랫폼

투자자 투자자산(부동산)
⑨ NFT 디지털증권거래

오피스텔소유
임대인

①디지털증권선정

② NFT 부동산
디지털증권공모발행

⑧ 수익배당

공인중개사 & 법무사

⑥투자실행

⑦임대수익

④ 판매대금입금

교환거래소

블록체인노드

블록체인노드

블록체인노드

핵심 프로세스

3. Ecosystem

2) 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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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Status

0% 25% 50% 75% 100%

2차부동산NFT 진척도
현재 85% NOW

NFT 부동산특허증

【특허】 블록체인 기반의 NFT가반영된 부동산의

전자소유권 발급과 수익형 지분 토큰 발행 방법을 활용한

P2P 분산거래 시스템 및크라우드 펀딩 방법

【Patent】 A crowdfunding and distributed trading system 

that issues electronic ownership of real estate and issues 

profitable equity tokens reflecting blockchain-based NFTs.

특허출원 (2022.01)

블록체인 기술을이용한 NFT 부동산투자 펀딩특허출원

- 블록체인 기반부동산공동투자

- 수익배분 서비스시스템운영구조

- 지분형토큰 발행 P2P 부동산 거래시스템

주타겟투자 층 - 20~30대, MZ세대 (전체의 50%이상 목표)

 디지털플랫폼에능숙하고익숙한MZ세대

 새로운투자나소비에서재미를찾는펀슈머들

 적은금액으로투자를시작해보고싶은투자자

 건물의일부지만빌딩의지분을소유하고싶은투자자

 매월한번씩들어오는배당금으로빠른수익확보를원하는투자자

NFT 부동산특허증

3. Ecosystem

2) 나 월

사업 타겟



4. 기술설명

Access Area(플랫폼확대및통합)

13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네트워크

자사 플랫폼

Partner Portal

내부사용자
Portal(B2E)

Customer Portal
(B2C)

Customer
(B2B)

Blockchain

보안 Area(Data)

공통 API Area

통합형 DApps

통합
Data

(빅데이터)

Legacy System

빅데이터 Area
(분석,제공,활용)

서비스

개별단위
서비스

개별
데이터

SaaS

플랫폼기대효과

공통
서비스

솔루션

커스터
마이징

AI 분석
및 활용

블록체인 기반으로 강력하고 안정된 보안성 확보 빅데이터 및 AI 활용 서버와의 연계 및 관리 기능

채널의 전문 형태 변환 API 연계 및 통합 적용이 유기적인 최적의 개발환경

무결점 우수한 품질로 고객감동과 고객만족 모든 환경에 대응하며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

단일화된 통합 운영 개발 환경 제공 서비스 확장의 유연성 확보

마케팅
서비스



4. 기술설명

NFT 활용플랫폼체계

14

메인넷활용 NFT 플랫폼 (KIP-37기반 NFT플랫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개나코인과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 토큰)을

활용하여 기존 사회 시스템 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 내고자 합니다.

NFT

 Proof of Existence
 Proof of Authorship
 Proof of Originality
 Prevention of Tampering
 Anti Spoofing
 Preventing Denial of Tact
 Content Tracking
 Control reference permissions

GENA 

GAG NFT
Platform

Klaytn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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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설명

클레이튼체인이란?

개체불가 NFT 코인은 Klaytn의 KIP-37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개발된 NFT입니다. 

개체불가 NFT는 Klaytn의 Cypress 네트워크상에서 저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Klaytn은사용자 친화적인 블록체인 경험을

수억명의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엔터프라이즈급 서비스 중심 플랫폼입니다.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통해 퍼블릭 블록체인의 장점인 탈중화된 데이터 및 제어, 

분산화된 거버넌스와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장점인 낮은 대기시간, 높은 확장성을 결합합니다.

클레이튼은 엔터프라이즈급 안정성을 목표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고도로 최적화된

BFT 알고리즘 기반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초당 4,000TPS의빠른트랜잭션 처리속도

 거래가성사하기 까지단 1초만에 성사되는 짧은완결성

 소수의합의 노드와불특정다수의 레인저노드로 운영되는하이브리드구조

 메인체인과 더불어서비스체인을 함께운영

 누구든지언제어디서나트랜잭션이력을조회가능한투명성

Klaytn Chain의 Key Point



4. 기술설명

클레이튼체인의특징

16

클레이튼 체인 주요 기능

서비스체인은 데이터 무결성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서로 다른 체인 간의 토큰 전송을 지원함으로써 Klaytn을확장합니다.

데이터 앵커링

데이터무결성을 위해서비스체인의 블록 해시를메인체인에 특별한 트랜잭션을 이용해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앵커링을 이용하여 서비스체인에 올라간 데이터가

바뀌지 않았음을 사용자들에게 확신시킬 수있습니다.

밸류 트랜스퍼(Value Transfer)

서비스 제공자들(SPs)이 쉽게 서비스 사용자들을 체인간 이전할 수있도록 KLAY나 dApp을통해

만들어진 토큰 등의 체인간 전송을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bridge contract라고 불리는 특별한

컨트랙트에 트랜잭션을 보냄으로써 다른 체인으로 토큰을쉽게이전할수있습니다.

개체불가 NFT는개체불가 내의모든 NFT Token을탈중앙화 된퍼블릭블록체인입니다.

운영하여 소수의악성노드가 블록체인내부의데이터를쉽게 손상시킬수없는신뢰성 있는환경에서

가장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소수의 합의노드와 불특정다수의레인저노드로나누어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서, 서비스 체인을함께운영하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가성사완료 되는데에

1시간이 걸리는비트코인에 비해초당 4000 트랜잭션의 초고속으로 작성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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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aytn 메인체인과서비스체인

다양한비즈니스 요구를충족하기위해사용되는, 클레이튼메인체인과 연결되어

클레이튼네트워크를확장하는 서비스체인들의 네트워크토폴로지를보여줍니다.

클레이튼은감사와개인적인 합의를결합하여 균형있고효율적인 블록체인이라고 할수있습니다.

Main/Sub-Bridge Model

서비스체인의기능인 Main/Sub-bridge 모델을이용하여클레이튼메인체인의 EN(Endpoint Node)과

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는 SCN(Service Chain Consensus Node)의예를보여줍니다.

4. 기술설명

클레이튼메인체인과서비스체인



5. 토큰

토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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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

Token Name

Type Klaytn KIP-7

메인넷 활용 NFT 플랫폼 - klaytn KIP-37기반 NFT 플랫폼

Max Supply 1,000,000,000 Gena

Token Contract 0xd8e9102250139672ba6dce7b4cc000123c09f5c5

Compiler Type Solidity

Country SINGAPORE

Company NFTNM PTE. LTD.

Receipt Number ACRA221017133799

Adress 8 MARINA VIEW #39-04 ASIA SQUARE TOWER 1 SINGAPORE  (018960)

Contact nftnm@nftnm.co.kr



5. 토큰

토큰분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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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투자자

10%

운영및팀개발

30%

커뮤니티및생태계

25%

마케팅

10%

LP풀

5%

미래예비금

20%

Gena Allocation

외부투자자

운영및팀개발

커뮤니티및

생태계
마케팅

LP풀

미래예비금

개나토큰의 총 발행량은 10,000,000,000개이며, 클레이튼 기반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배분에 대한 각 항목별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계획

1) 외부 투자자 10% ː파트너 관계사,투자자에게 배분될물량

2) 운영 및팀개발 30% ː연구개발비 등의 비용

3) 커뮤니티 및생태계 20% ː코인세일즈총수량

4) 마케팅 10% ː플랫폼 활성화를 목표로 플랫폼 가입, 이벤트 참여 등의 기타비

5) LP풀 5% ː유동성 제공

6) 미래예비금 20% : 미래의 생태계 확장성을 대비한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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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드맵

2
0
2

2
 

개체불가NFT 서비스론칭
나월NFT개발착수

나월NFT 서비스론칭
중고차NFT 개발착수

2Q

4Q

3Q

1Q

2Q

1Q

Klaytn파트너십체결

Dapp V1 (Android, ios)
온체인거버넌스시작

NFT 구매 Gena캐시
Gena토큰전환 (스왑시스템)

언어지원 : 영어, 일본어

카카오 Klip리스팅상장

I'm Barista - MOU 체결
(GENA 오프라인결제시스템 11월중개발,구축완료)
뉴트라이즈온라인쇼핑몰,GENA 결제시스템
(11월중개발,구축완료)

나월-11월25일 2차오픈 (정식버전출시)
나월-10월04일 1차오픈 (Beta Service)

개나페이구축 -개나프로젝트의모든플랫폼내에서활용
개나생태계의네비게이션토큰으로사용

자체제작메신저프로그램리뉴얼 - GENA  리워드,
거버넌스등서비스오픈예정

가이드헤일링구축,개발

TOKEN ROADMAP

가이드헤일링서비스오픈
개나페이서비스오픈

BUSINESS ROADMAP

GENA 리워드전용커뮤니티형 SNS 서비스
(12월중서비스오픈)

가이드헤일링 -동남아시아가이드운영플랫폼
(그랩,우버형식)-여행사 30여개업체들과MOU 런칭,기획



7. 면책조항

면책조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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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에 참여하기전에아래의 공지사항을 자세히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본백서및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투자를 위한참고사항입니다.

• 개나코인 구매와관련된조언을 제시하기위한 목적이아님을 밝힙니다. 

• 개나코인의 구매, 판매를포함한 모든거래와의사결정은 각당사자의책임하에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업추진과정에서 경영판단에의해고지및공지없이사업관련내용을백서에수정, 변경, 추가, 

삭제할수있으며, 사업 진행상황에따라 실제사업추진은달라질 수있다는점을 충분히인지해야

합니다.

법적 고지

1. 본백서는개나 프로젝트와관련하여 참고목적으로만 배포되었으며, 언제든추가나 검토및수정될 수

있습니다. 

2. 본백서는표지의 버전을기준으로최신정보를반영하고있기때문에최종본이아니며, 해당버전이후

NFTNM의사업운영, 재정상태등에 따라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수 있습니다.

3. 개나코인에 대한구매는법적 구속력있는별도 계약서를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개나코인에 대한토큰

발행인, 배포자와 업체의토큰 판매또는구매제안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토큰 구매계약및

투자결정시 이문서가근거가 되거나이문서에 의존하여서는안됩니다.

4. 본백서는사업계획서, 사업설명서, 제안서등으로 제공된것이아니며, 증권, 사업신탁, 집단 투자계

획의등투자 제안이나모집으로 해석되어서는안됩니다.

5. 본백서에서설명하는토큰은플랫폼사업에대한지분, 주식, 사채, 증권, 수익권, 채권, 경영참여권을

보유하거나 위와같은권리를 청구할수있음을 보장하지않습니다. 따라서소유자는 향후발생할수익

의분배, 배당, 처분 등을요구하거나 결정에참여할 수있는권리를가질 수없습니다.

6. 본백서에기재된 정보는그어떤 관할권규제당국의 검토, 검사, 감독, 승인, 인가등을거치지않았으

며, 앞으로도 거치지않을것입니다.

7. 본백서는플랫폼이 제공하는 일정한수준이상의 질또는양의재화, 용역, 서비스등을제공받을 수있

음을보장하거나 의미하지도 아니합니다.

8. 개나코인의 구매를희망하는 경우개나코인을 암호화폐가 아닌다른화폐로분류하거나 기관·법인·단

체에서발행한 채권및주식이나 이에파생된권한, 옵션, 상품등으로해석해서는 안됩니다. 투자수익

보장또는손실 회피가목적이거나 이를목적으로 사칭하는차액계약및기타계약 하의권리로이해해

서는안되며, 집단투자계획, 사업신탁 등증권의단위 또는파생상품으로분류,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7. 면책조항

면책조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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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배포 제한

1. 본백서의배포로 열람또는소지하게 된경우, 그내용을 배포, 복제등의기타 방식으로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여서는 안되며본백서의 공유를허용하거나 원인제공을 하여서는안됩니다.

법적 책임의 배제

1. NFTNM 및관계사가제공하는관련 서비스는기존계획에 있는그대로 제공됩니다.

2. NFTNM 및관계사는토큰서비스의 접근성, 품질, 적합성, 등에 대해명시적또는 묵시적보장을묘사

하지않으며, 토큰및관련서비스의 오류, 지연, 누락이나 구매자또는투자자의 의사결정 및행동에대

해그어떠한 책임도지지않습니다.

3. NFTNM 및관계사는개나코인구입으로 인해발생하는 모든종류의수익과 소득또는손실에 대하여

어떠한관할권에서도 법률, 규정에 따른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미래 예측적 진술

1. 본백서에는 미래예측적진술이 포함되어있습니다. NFTNM은개나프로젝트의 위험성과 불확실성, 

변화또는미래 사건에영향을 미칠수있는기타요소에 관한미래예측적 진술을웹사이트 및기타자

료를통해업데이트할 의무가 없으며,어떠한책임도 지지않습니다.

2. 미래예측적 진술은다양한리스크 및불확실성을포함하고있으며, 이러한진술은 미래성과를보장하

지않기때문에 전적으로의존해서는 안됩니다.

3. 본백서는향후 각솔루션들과 플랫폼이완성되고 운영될것이라는 전제하에작성되었지만, 개나프로

젝트는각솔루션과 플랫폼이완성되었거나 완전히운영중인상태가아닙니다. 이를각솔루션과플랫

폼의완성및 완전한운영에대한 보장또는약속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잠재적 리스크

개나코인의 구매및참여를결정하기 전에아래의내용을주의깊게 읽고관련리스크를 충분하게분석 및

이해할것을 권장합니다. 리스크는 다음을포함하지만이에국한되지 않습니다.

1. 식별정보 분실로인한개나코인에 대한접근제한, 개나코인을 보관한디지털Wallet 관련필수개인키

분실등보관관련 구매자과실리스크가있을수있습니다.

2. 정치, 사회, 경제환경, 주식또는암호화폐 시장환경의 변화와 NFTNM및관계사가 사업을운영하는

국가의규제 환경의변화등에 따라개나코인에불리한블록체인 기술관련기존혹은 신규규제가적용

될수있습니다. 이러한환경에서 NFTNM및관계사가생존 또는경쟁할수있는 능력의변화와 관련

된리스크에 따라 개나코인의 폐지또는손실등개나코인 생태계와 프로젝트에상당한 변화가발생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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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TNM및관계사의미래자본필요성의 변화와이를 충족하기위한자본 및자본조달가능성의 변화

관련리스크 그리고자금부족으로 인해개나코인 프로젝트개발과개나코인의 사용및잠재적가치에

영향을끼칠 수있습니다.

4. 개나코인 가치의불리한변동과 사업관계실패 등은개나코인 활동중단, 해체또는 론칭계획중단에

이를수있으며, 이로인해개나코인 생태계, 토큰에 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습니다.

5. 개나코인의 생태계와프로젝트는 불가항력, 천재지변, 기타 NFTNM및 관계자가통제할 수없는요인

인자연재해, 전력공급중단, 채굴공격, 해킹등에의해부정적인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

6. 개나코인의 프로젝트와생태계 등과관련하여그어떤결정권도 다른주체에게 허락되지않습니다.    

개나코인의 서비스, 개나코인 추가생성및판매, 매각 또는청산등을포함한 모든의사결정은

NFTNM의자유재량에 따라이루어집니다.

위에명시된 리스크외에도개나코인의 구매 및판매와관련하여 NFTNM이예측하지못하는 다른

리스크가 존재할수있습니다.

추가정보 및업데이트 없음

NFTNM 및관계사 그리고관련사업 및운영에대해서는 본백서에포함된 내용외에는그누구도 정보를

공개또는제공할 권한이없습니다.

자문 없음

본백서의어떤 정보도 NFTNM 및관계사에 대한사업, 법률, 재무, 세무조언으로 간주되지않습니다.

NFTNM 및관계사 그리고관련사업 및운영에대해서는 법률, 재무, 세무등기타 전문가의자문을 구할

것을권장합니다.

본백서의 목적

본백서는플랫폼 구축을위한 잠재적기여자등에게 플랫폼과관련한 정보를제공하기 위한목적으로,

이백서는어떤 형태의구속력도 가지지않으며, 누구에게도법적 의무를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백서는또한 향후개발방향을 개략적으로설명하기 위한것으로 계약과같은형식에 포함되지않으며

어떤자료나 코드또는기능등이 우리의의무를규정한것은아니고, 그기재내용은여러 변동요소에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본백서를허락없이 복사하거나 배포하는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7. 면책조항

면책조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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