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esse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요?
Vanesse는 기존의 경매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까지도 꾸준한 발전성을 보이고 있는 블록체
인을 활용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매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존 시장의 불합리하
고 높은 진입 장벽을 철폐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성 좋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다음 세대의 경매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출시하였습니다.

Vanesse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어떤 방향성을 가졌나요?
Vanesse는 VNES 토큰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자동차, 명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최초의 토큰으로써 세인
트 빈센트에 법인을 둔 크로스 인터내셔널과 국내 및 해외의 선박 신조 및 중고선 용선 및 호텔, 관광 사업
의 다양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에베레스트 코리아 파이낸스 어드바이저리 (Everest Korea Finance
Advisory)에서 공동 제작되었으며, 선박 건조 프로젝트 및 호텔, 리조트 관광사업, 엔터테인먼트, 크로스 몰,
코스메틱, 부동산 개발, 부동산공경매, 경매공동투자, 땡큐 기부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Vanesse는 블록체
인 통합 경매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매 시장에 디지털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양한 제품의 경매를 참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Vanesse은 어떤 특징을 지니나요?
합리적인 가격과 최고의 품질, 상생과 나눔, 올바른 가치와 올바른 영향력의 기업 이념을 지닌 스마트 컨슈머
융합 플랫폼, 크로스 인터내셔널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로써 세상에 나오게 된 Vanesse는 크로스인터내셔널
플랫폼 중 한 요소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경매를 Youtube나 타핑티비 생방송을 통해 커뮤니티의 회원, 코
인을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회원 등 홀더들이 경매에 참여, 입찰을 받고, 명품, 자동차, 생필품 등 모든 경매
에 포함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VNES 토큰을 활용하여 세모경 (세상의 모든 경매)을 통한
모든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매에 낙찰된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VNES 토큰으로 경매 물건에 입찰
한 입찰자들의 권리분석 비용과 처리 비용 일체를 Vanesse 재단에서 전액 지불함으로써 저렴한 수수료를 제
공합니다.

Vanesse가 블록체인을 통해 기존 경매 플랫폼과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Consensus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3초 블록 시간을 달성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지분 권위 증명 (또는
Proof of Staked Authority, PoSA)라는 것을 활용하며, 참여자는 검증자가 되기 위하여 스테이킹이 가능합
니다. 이들이 유효한 블록을 제시할 경우 트랜잭션에 포함된 트랜잭션 수수료를 지급 받으며, 다른 많은
프로토콜과 다르게 새롭게 생성된 BNB에 대한 블록 보조금이 존재하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존재하지 않
고, 정기적인 소각을 진행을 통해 공급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 크로스 체인 호환
기존 바이낸스 체인과 독립적이면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구상되었으며, 듀얼 체인 구조가
사용되어 사용자가 각 블록체인간에 자산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낸스 체인 상에 빠른 트
레이딩 기능을 사용하는 동시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상에 강력한 탈중앙 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
용자는 이러한 상호 운영성을 통해 수많은 활용 예시를 보유한 광범위한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탈중앙 금융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제공되는 유연성 덕분에, 수많은 체인 상 자산을 DeFi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
산을 교환하거나 이자 농사에 참여하고, 각종 제안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들과 달리 실제 경매 사업을 통한 필드에서 쌓아온 노하우 및 경력과 구성원이 함께 만
들어가는 경제적, 문화적 가치와 그 안에서 발견하는 올바른 영향력과 리더십, 지속적인 개발과 끊임없는 연
구를 통한 쇄신,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고 상생과 나눔과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제 문화 공동체로써, 지역 사
회와 더불어 공동체적 발전을 이루고자, 인공지능 시대, 4차산업, 플랫폼 레볼루션 등 꾸준한 개발 활동을 진
행해 나가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플랫폼 상의 DApp을 활용하여 부동산 실시간 경매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제품 경매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PI 연동을 통해 경매와 결제, 거래가 상호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기존 사업성보다 확연하게 개선
된 기술력을 제공합니다. Vanesse의 DApp 시스템을 통해 익명성, 신분 인증, Smart Contract, 보안성이 제공
되어 시간 소요를 최소한으로 하고 신분 인증을 간소화하며, 경매 참가자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Vanesse의 목표는 VNES 토큰이 전세계 거래소에 상장되어 어디에서나 쉽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는 화폐 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일관성 있는 최적화된 VNES 플랫폼을 통해 세계적인 통화로
발전해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Vanesse는 어떻게 작동되나요?

Vanesse의 핵심 구성은 BEP-20이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서비스는 페이먼트 시스템 전반의 유통
과정을 블록체인상에 기록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위의 이미지와 같은 3단계 레이어로 구축
되어 개발되었습니다. 각 구성들은 하위 레이어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검증을 통한 신뢰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Vanesse 플랫폼은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 센터가 없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블록체인 거래 기록을 분산하여 상호 공유하는 것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데이터는 해킹을 통한
위조나 변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블록체인 데이터의 내용은 해시 함수에 의해 변환되어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내부자 또는 외부 해커가 시스템에 침입하여 특정 데이터를 위조, 변조할 경우 해당 데이터
의 해시데이터값이 변경되어 해당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시 트리 구조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
에 어떤 위치에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지를 파악하는 구조로 구축되었습니다.

Vanesse의 핵심인 체인 브릿지란 무엇인가요?
블록체인 생태계에 따라 이더리움과 바이낸스를 필두로 다양한 체인이 나오고 있는 현재 기술 시장에, 탈중
앙화 시스템에서 각 체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여, 각 산업의
특성마다 필요한 가치가 다르고, 이런 가치에 따라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체인을 호환할 수 있는 다리 역할
을 하는 브릿지의 필요성을 느껴, 다양한 사업의 경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방향성을 추구하는 Vanesse는
적극적으로 체인 브릿지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미지) 블록체인 트릴레마

블록체인의 트릴레마에 따르면 확장성 (Scalable), 분산성 (Decentralized), 보안성 (Secure) 중 2개를 선택하
면 나머지 1개는 포기해야 하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각 체인은 저마다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DApp을
만들려는 팀들은 사업의 성격에 맞는 메인넷을 하나 선택하여 해당 서비스를 오픈하게 됩니다. 허나 브릿지
가 등장한 이후 다른 체인 간의 자산 전송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각각의 장단점을 가진 여러 블록체인 메인
네트워크들이 브릿지를 통해서 연결되게 되며 DApp을 만들려는 팀들도 같은 서비스를 다양한 체인에서 제
공할 수 있게 되고 유저들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큰과 같은 자산들을 다른 체인에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자신에게 맞는 체인으로 자산을 옮겨서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점에 중점을 잡고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체인 브릿지와 Vanesse의 체인 브릿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본적인 브릿지는 한 체인에서 자산을 묶고 (lock), 다른 체인에서는 해당 자산에 대응하는 전송된 자산을
발행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A코인에서는 유저들이 다른 체인으로 전송 시키려는 이를 묶어두는 계약이 존재
하고, 유저가 브릿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chain A의 계약에 자산을 예치 시키면 브릿지 서비스가 오프
체인에서 해당 이벤트를 포착하게 됩니다. 이벤트를 탐지한 브릿지 서비스는 Chain B에 있는 계약에서 해당
유저에게 B코인과 같이 전송 된 토큰을 발행 시키는 트랜잭션을 발생시킵니다. 그 결과 유저가 보낸 A코인
이 내부 계약에 묶이게 되고, 유저는 다른 체인에서 동일한 양으로 전송된 이더리움을 받게 되며 출금 시에
도 마찬가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중간에 브릿지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생기는데, 두
체인이 다른 합의 알고리즘을 갖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간에 오프 체인을 거쳐야하고, 이 과정에서 오라클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인 밖에서 어떠한 조작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Vanesse만의 브릿지를 통해 투
명성을 제공합니다.

Vanesse의 체인 브릿지는 기존의 체인 브릿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외부
의 검증 노드들이 들어와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 및 예치된 자산, 트랜잭션의 내용이 담긴 익스플로러를
통해 투명한 공개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브릿지 자체 서비스에 있는 토큰을 보상으로 주며 공개적
으로 검증자를 모집 또는, 신뢰 있는 기관을 검증자로 두어 유저가 선택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되어, 사용자가 브릿지를 이용하는 검증자끼리 체인 밖의 브릿지 서비스에서 따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
이 끝난 검증자는 Chain B의 계약에 트랜잭션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Chain B의 컨트랙트를 통해 유저에
게 발행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오프 체인에서 외부 검증자들이 검증을 해준다는 점에서 다수의 브릿지
가 이와 같은 모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치된 자산 및 브릿지에 발생된 트랜잭션을 확인하는 익스플
로러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오라클 이슈에 대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
습니다.

Vanesse가 BEP-20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BEP-20 표준으로 생성된 토큰으로서 BEP-20은 이더리움 표준 토큰인 ERC-20을 확장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표준으로 제작된 VNES는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 지분 권위 증명 (Proof of Staked Authority, PoSA)
을 통해 ~3초 블록 시간을 달성하고, 참여자는 검증을 위하여 스테이킹이 가능합니다. 이들이 유효한 블록을
제시할 경우 트랜잭션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합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구조로, 바이낸스 체인에서 기존 활용
된 것에 독립적이면서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써, 듀얼 체인 구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각 블
록체인간에 자유롭게 자산을 전송할 수 있으며 빠른 트레이딩 기능을 사용하는 동시에, 강력한 탈중앙화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체인과 병렬로 실행되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인 바이낸스 스마트 체
인을 위하여 제작된 BEP-20은 빠른 거래를 최적화 하기 위함을 목표로 구축되었으며, 다른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혼잡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속도 저하 없는 높은 트랜잭션 처리량을 가지고 있
습니다. 기존 바이낸스의 BEP-2 토큰과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며, BEP-2 토큰 표준은
바이낸스 체인에 속하고, BEP-20 토큰 표준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속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VNEX는 호환 가능한 다른 블록체인에서 토큰을 페깅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에도 용이하다는
점에 있어 BEP-20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Vanesse와 협업을 진행하는 TOPPING는 어떤 곳인가요?

이미지)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TOPPING 플랫폼

Vanesse는 미디어 채널 사업의 선두주자, 타핑티비 생방송 플랫폼을 통하여 경매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Untact) 시대에 시니어,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1인 미디어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
스 사업의 대표주자로, 생방송 + 숏 클립 + V커머스에 경매 시스템과 Vanesse의 플랫폼을 접목시킬 예정입
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글로벌 CDN 지원으로 실시간 채팅 기
능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경매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양방향 소통을 지원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경매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5G 시대 스마트폰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자생력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시장 방향성에 따라 성장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플랫폼입니다.
Vanesse와 TOPPING의 협업을 통해 향후 경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UCC로 V 커머스, 방송 아카데미 교육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해갈 수 있고 300여개의 맞춤형 미디어 통합기능을 통하여 유저 친화적인 플랫폼을 제
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활용하기 쉽고 참여가 간편한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또한 구축형 APP을 통하여 한국
어, 중국어, 영어 등 17개 다국어를 지원하여 글로벌 플랫폼으로써 성장 가능성도 지니고 있으며, KB 미디어,
한국경제 TV, KCA에서 산업 선정 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Vanesse의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사업성 확장을 목표로 두고 있는 VANESS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서비스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및 기타 탈중앙 시스템 기술력을 중심으로 파트너십 제휴를 통해 실질적으로 NVE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Vanesse 스테이킹(Staking)을 통해 시장 고유의 경제 구조와 제휴 되어있는 모든 가맹점에
서 사용할 수 있는 페이먼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꾸준한 사업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
로 전세계에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 토큰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Vanesse는 어디서 활용할 수 있나요?
• Vanesse 국내 사용처
- 타핑티비를 통한 라이브 경매 결제 및 플랫폼내 제공되는 모든 유료 서비스에 결제 가능
- 제네시스 키즈 펜션
- 경북 봉화군 지티카페 & 리조트
- 익스트림 & 바이오 헬스 풀빌라, 큐브페이, 크로스몰 등

• Vanesse 베트남 사용처

• Vanesse 가맹 골프장 CC 리스트

- [호치민] Veitnam Twin Doves Golf Club, Long Thanh Golf Club, Jeongsan Golf Club, Long Thanh
Golf Club
- [하노이] Hanoi Golf Club, Long Bien Golf Club, Dong Mo Golf Club
- [다낭] BRG 다낭 Golf Club, Montgomerie Links Golf Club, Laguna Lang Co Golf Club, Ba Na Hills
Golf Club
- [나트랑] Vinpearl Resort Golf Club, Diamond Bay Golf Club, KN Golf Club

이 외 추후 베트남 프리미엄 리조트 등 추가적인 협의 진행 중

Vanesse는 어떻게 분배되나요?
• 토큰 개요

• 사용처 별 분배

이미지 : VNES 분배 도넛 차트

Vanesse는 여러 기능을 표현하는 동적 토큰인 BEP-20 표준을 통해 구현되며, 프로젝트 생태계 내에서 활용
되는 모든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토큰 공급 및 유동성을 위해 제품 구매, 수수료 등의 비용
을 처리하게 되며, 가상 화폐의 현재 실물 경제 연결을 위한 유동성 및 가치 변화에 따른 시세 변동성 문제
와 수수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세밀한 경매 시스템을 세분화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에서
불편함 없는 경매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유통된 토큰은 파트너 & 어드바이저, 마케팅에 활동한 제 3
자의 보유량을 모두 포함하며, 앞으로 프로젝트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
하기 위해 분배되었습니다.

Vanesse의 소각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나요?
Vanesse는 어떤 특징을 지니나요 항목에서 언급되었던 세모경 (세상의 모든 경매)에서 명사 및 연예인과의
팬미팅 경매를 주관하고, 낙찰 금액의 50%의 소각이 예정되어있습니다.

• 명사와의 미팅
(예시) 워렌버핏은 자신과의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질문을 할 수 있는 이벤트 참가권을 경매에 붙이고 낙
찰자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합니다. 이 특별한 행사는 2000년도부터 진행되어 첫 낙찰자는 점심값을 ‘글라
이드 재단’이라는 자선재단에 기부합니다. 이 경매 이벤트는 2019년 이베이에서 자사 전자상거래 및 경
매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 중 ‘가장 흥미롭고 비싼 판매품’ 선정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낙찰자
들은 ‘고작 명사와의 점심’에 가치를 두지 않았기에 경매에 참여를 했으며, 낙찰을 통해 따라오는 자기 자
신에 대한 적극적인 PR이자 관계의 확장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마케팅 효과 및 특별한 관계를 통해 네
트워크 형성이라는 메리트에 주목했기에 가능한 현상이였습니다. 상대방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회로써 새로운 문화 현상을 받은 이 경매를, 우리 재단에서 Vanesse 코인으로 워렌버핏과의 점심
식사 경매를 진행 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누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 연예인과의 팬미팅
(예시) 세계적인 아티스트 방탄소년단(BTS)와의 팬미팅을 경매에 붙힌다면 전세계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BTS는 K-POP 아티스트의 선두주자로 성장하여, 이들의 경제적인 가치는 2020년 기준 1조
7천억원에 달합니다. 전세계적인 팬덤을 현성한 아이돌과 팬클럽인 ‘아미’를 우리 재단의 경매 플랫폼을
활용하여 팬미팅을 주선하고 비용을 Vanesse로 지불한다면? 이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와 마케팅 효과는
어마무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우리 재단은 명사와의 팬미팅 등으로 활용된 코인의 50%를 소각함으로써 코인의 가치를 보존하고,
기존 코인 보유자들에게 이익을 나눌 것입니다. 위의 두가지 예시 이외에도 각 나라별 유명인, 정치인, 경제
인 등으로 영역을 확정하여 점차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규모 확장 및 발전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Vanesse Team

Vanesse Advisor

Vanesse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면책조항
본 문서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제공되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어떤 내용도 법률, 금융, 상업,
또는 세금에 대한 조언을 제정하지 않습니다. VNES는 유가 증권이 아니며 금융 프로모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투자 활동을 유도하거나 초청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Vanesse에
참여해야 하는지 또는 VNES를 구입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안하지 않으며 계약 또는 구매 결정에
있어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구매에 앞서 참가자는 세금과 회계처리를 포함한 모든 전문적인 정보를 취해야하며, 암
호 화폐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내재된 위험을 인식하려면 현
재 암호 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VNES는 사용성 또는 가격에 대해 명시적 또는 암묵적
으로 표현이나 보증을 하지 않으며 VNES를 통해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보증이나 조항이 없다는 것을 이
해하고 동의합니다.
당사는 직접적, 간접적, 결과적 또는 기타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 문서에 포함
된 모든 정보와 VNES에 대해 현재 또는 차후에 공지되는 내용은 발생 시점에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로의 이익 또
는 수익의 보장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Vanesse는 어떤 개인 또는 단체 (대리인, 유저, 직원, 보험업자, 변호사
등)가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투자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VNES을 취
득해서는 안됩니다.
Vanesse의 참가자는 해당 문서는 큰 가격 변동성, 암호 화폐 시장이 가지는 특유의 위험성 등 암호 화폐와 연관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금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현재 플랫폼은 개발 중이며 차후 문서의 내
용이 현재 계획과 달라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Vanesse의 진행에 따라 본 문서 및 백서
의 내용이 변경 또는 갱신할 수 있으며 공개 판매일 이전에 최종 버전이 공지되기 전까지 수정 및 업데이트 버전
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Vanesse의 운영 기간을 보증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플랫폼의 인지도 및 투자자 부
족, 또는 플랫폼 개발을 위한 자금 부족 등과 같은 여러가지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이 참가자
에 의해 임의적으로 해석되어서 안됨을 인정합니다. Vanesse는 특정 국가나 관할권의 유가 증권 또는 기타 규제
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문서는 안내서 또는 법률 문서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 또는 관할권
의 유가 증권 또는 규제 제품의 제공 또는 권유 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모든 국가 또는 관할 구역의 규제 당국
에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상 화폐는 다양한 관할권의 규제 당국에 의해 감시되거나 감독 될 수 있습니다.
Vanesse는 불확실한 시기에 하나 이상의 당국으로부터 질의, 고지, 경고, 요청 또는 행정 처분을 받거나 VNES와
관련한 조치를 중지 또는 중단하도록 명령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Vanesse의 향후 개발에 심각한 장애 또는 결
과적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지닙니다. 본 문서에 기술된 정보, 진술, 의견 또는 기타 사항의 정확성 또
는 완전성에 대해 증명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미래지향적 또는 개념적 표현의 구축 등에 대한 표현이
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 문서의 어떤 내용도 미래에 대한 보장이나 신뢰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없
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본 백서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사람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
하는 모든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에 대해 면책됩니다. 참가자는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VNES 취득자는 VNES 취득 시 발생하는 모든 세금 의무에 대하
여 Vanesse이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해당 법률, 규정 및 행정명령은 정
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Vanesse가 참가자의 계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또한 동의하고 인정하
게 됩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요약 내용은 본 문서에 명시된 계약의 형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과 합의 조건을 참
고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