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SITE USE DISCLAIMERS

웹사이트 이용 면책 조항

PLEASE CAREFULLY READ THESE
DISCLAIMERS BEFORE USING THE
WEBSITE OSADC.IO AND ITS ONLINE
SERVICES. IF YOU DO NOT AGREE
WITH THESE DISCLAIMERS, YOU
SHALL
NOT
USE THE WEBSITE
OSADC.IO
AND
ITS
ONLINE
SERVICES. ACCORDINGLY, BY USING
OSADC.IO WEBSITE, YOU ACCEPT
THESE DISCLAIMERS IN FULL.

웹사이트 OSADC.IO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면책 조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면책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웹사이트 OSADC.IO 및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OSADC.IO 웹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귀하는
이 면책 조항에 동의합니다.

Last updated: 23 May 2018

최종 업데이트: 2018년 5월 23일

We ask you to carefully read these
Website Use Disclaimers ("Disclaimers"),
which are applicable to your use of
the website https://osadc.io/en/ and all of
its subdomains and all their respective
pages ("Website") and your use of its
online
services
("Services").
These
Disclaimers shall constitute, as added,
amended, modified, supplemented, or
restated from time to time, binding
indemnity agreement between you and
OSA Decentralized Limited, a company,
incorpora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British Virgin Islands under the
number 1978260 ("Company", "we
")
applicable to your use of the Website and
the Servic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acquisition of the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 or the OSA Decentralized
Project
("Project")
or
its
Tokens
("
Tokens").

웹사이트 https://osadc.io/en/ 및 모든 하위
도메인 및 모든 관련 페이지("웹사이트”) 이용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서비스")에 적용되는
웹사이트 이용 면책 조항("면책 조항")을
주의깊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면책 조항은
수시로 추가, 수정, 보충 또는 재작성되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회사 번호 1978260로 등록된
법인인
OSA
Decentralized
Limited("회사", "
당사")와 귀하의 구속력있는
계약을 구성하며 회사 또는 OSA의 분산화
프로젝트("프로젝트") 또는 토큰("
토큰
")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귀하의 웹사이트 및 서비스
이용에 적용됩니다.

1.

INTRODUCTION

1.

소개

1.1.

The information contained on the
Website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1.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 목적만을 위한 것입니다.

1.2.
1.2.

The Company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errors or
omissions in the contents on the
Website.

회사는 웹사이트 내용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는 웹사이트의
이용
또는
웹사이트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상의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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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n no event shall the Company be
liable for any special, direct,
indirect, consequential, or
incidental damages or any
damages whatsoever, whether in
an action of contract, negligence
or other tort,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the
Website or the contents of the
Website. The Company reserves
the right to make additions,
deletions, or modification to the
contents on the Service at any
time without prior notice.

1.4.

The Company cannot warrant that
the website is free of viruses or
other harmful components.

2.

WEBSITE INFORMATION
STATUS AND RESTRICTED
PERSONS

2.1

2.2

2.3

The information set forth on the
Website may not be exhaustive
and does not imply any elements
of a contractual relationship. The
contents of the Website are not
binding for Company Parties and
Company reserves the right to
make additions, deletions, or
modification to the contents on
the Website at any time without
prior notice.
The information on the Website is
a property of the Company and
shall not be reproduced, copied,
transferred or otherwise
distributed to any third party. The
Website is design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s a
guide to certain aspects of the
conceptual considerations
associated with the narrow issues
it addresses.

과실 또는 기타 불법 행위에 관계없이
특별, 직접, 간접, 파생적 또는 부수적
손해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사전 통지없이
언제든지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1.4.

회사는 웹사이트가 바이러스 또는
기타 유해한 구성 요소가 없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웹사이트 정보 상태 및 제한된 사용자

2.1

웹사이트에 명시된 정보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 관계 요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의
내용은 회사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으며
회사는
사전
통보없이
언제든지 웹사이트의 내용을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2.2

웹사이트의 정보는 회사의 재산이며
제 3 자에게 복제, 복사, 양도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좁은 의미의 문제를 다루고 관련된
개념적인 고려 사항의 특정 측면을
안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으로만 설계되었습니다.

2.3

웹사이트의 정보는 투자, 법률, 세금,
규제, 재정, 회계 또는 기타 조언을
구성하지 않으며 웹사이트의 정보는
토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 평가에
대한 유일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토큰을 인수하기 전에
장래 구매자는 자신의 법률, 투자,
세무 및/또는 회계 고문 및 기타
고문과 상의하여 거래의 잠재적 이익,
부담 및 기타 결과를 판단해야 합니다.

The information on the Website
does not constitut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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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tax, regulatory, financial,
accounting, or other advice, and
the information on the Website is
not intended to provide the sole
basis for any evaluation of a
transaction for acquiring the
Tokens. Prior to acquiring the
Tokens, a prospective purchaser
should consult with his/her own
legal, investment, tax, and/or
accounting advisor and other
advisors to determine the
potential benefits, burdens, and
other consequences of such a
transaction.
2.4

2.5

2.6

Nothing on this Website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a
prospectus of any sort or a
solicitation for investment, nor
does it in any way pertain to an
offering or a solicitation of an
offer to buy any securities in any
jurisdiction. The information on
the Website is not composed in
accordance with, and is not
subject to, laws or regulations of
any jurisdiction which prohibit or
in any manner restrict
transactions in respect to, or with
use of, digital tokens.
The Token is not a digital
currency, security, commodity, or
any other kind of financial
instrument and has not been
registered under the United
States Securities Act of 1933, the
securities laws of any stat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the
securities laws of any other
country, including the securities
laws of any jurisdiction in which a
potential token holder is a
resident.

2.4

이 웹사이트의 어떤 내용도 투자를
위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권유하기
위한 안내서로 간주되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관할지의 증권을
매수하는 제안이나 권유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웹사이트의 정보는 디지털
토큰에 관한 거래를 금지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거래를
제한하거나
사용하는 관할지의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으며 해당되지
않습니다.

2.5

토큰은 디지털 통화, 증권, 상품 또는
기타 금융 수단이 아니며 1933년 미국
증권법, 미국의 주법 또는 잠재적인
토큰 소지자가 거주하는 관할권의
증권법을 포함하여 기타 국가의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2.6

(i) 미국(미국의 주 및 콜롬비아 지역
포함),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다른 미국령 또는 (ii)
디지털 토큰 거래를 금지하거나 해당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시민, 자연인 및 법인의
거주지, 소재지 또는 법인의 지점을
가진 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는 토큰을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데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제한된 사람이
토큰을 구입한 경우, 제한된 사람은
불법적인 무허가 사기성 근거로 그
행위를 했으며 부정적인 대가를
받습니다.

2.7

회사는 싱가포르, 중화 인민 공화국,
대한민국 또는 디지털 토큰에 대한
거래가 제한적인 규정에 해당되거나
해당 정부 당국에 회사를 등록 또는
허가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국가 및
영토에서 토큰을 제공하거나 배포하지
않으며 비즈니스(행위) 혹은 규제되는
행위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2.8

웹사이트의 정보에 방문자의 관할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종류의 정보가 있는 경우
웹사이트의 각 방문자는 웹사이트
정보의 검토를 중단하고
즉시

The Website is not used for the
Tokens to be offere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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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ed to, as well as to be
resold or otherwise alienated to,
citizens, natural and legal
persons, those with their habitual
residence, location, or their seat
of incorporation (i)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its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Puerto Rico, the Virgin
Islands of the United States, any
other possession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ii)in the
country or territory where
transactions with digital tokens
are prohibited or in any manner
restricted by applicable laws or
regulations. If such restricted
person purchases the Tokens,
such restricted person has done
so on an unlawful, unauthorized,
and fraudulent basis and in this
regard shall bear negative
consequences.
2.7

Company neither offers or
distributes the Tokens nor carries
on a business (activity) in any
regulated activity in Singapor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outh Korea, or 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where transactions
in respect to, or with use of,
digital tokens fall under the
restrictive regulations or require
the Company to be registered or
licensed with any applicable
governmental authorities.

2.8

Each visitor of the Website must
cease reviewing the Website
information and immediately
leave the Website in case the
information on the Website
constitutes the kind of
information that may not be
lawfully presented to him/her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visitor’s jurisdiction. It is the

웹사이트를
떠나야
합니다.
웹사이트의 각 방문자의 책임이며
따라서 토큰의 잠재적 구매자는
웹사이트 정보를 합법적으로 검토하고
방문자의 관할 지역에서 토큰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되는
경우 향후 모든 관할권에서 방문자가
다른 구매자에게 토큰을 재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9

본 웹사이트에 포함된 특정 예상 및
재무 정보는 미래 예상 진술 또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예상하는 진술이나 정보에는
실제 사건이나 결과가 미래 예상
진술이나 정보에 내포되거나 표현된
결과와 실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알려져 있는 정보나
알려지지 않은 정보와 더불어 위험 및
불확실성을 포함합니다.

2.10

회사는 적용 법률 및 정한 바에 따라
구매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웹사이트
접속을 제한하고 토큰 판매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특히, 회사는
재량에 따라 회사가 수립한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방문자/구매자에게 토큰을 판매하기
위한 접속/거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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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y of each visitor of
the Website and consequently a
potential purchaser of the Tokens
to determine if s/he can legally
review the Website information
and purchase the Tokens in the
visitor’s jurisdiction and whether
the visitor can then resell the
Tokens to another purchaser in
any given jurisdiction in the
future if applicable.
2.9

Certain statements, estimates,
and financial information
contained on this Website
constitute forward-looking
statements or information. Such
forward-looking statements or
information involve known and
unknown risks and uncertainties
which may cause actual events or
results to differ materially from
the estimates or the results
implied or expressed in such
forward-looking statements or
information.

2.10

The Company shall reserve the
right to restrict access to the
Website and to refuse selling the
Tokens to anyone who does not
meet criteria necessary for their
buying as set out hereunder and
by the applicable law. In
particular, the Company may
restrict access/refuse to sell the
Tokens to those
visitors/purchasers who do not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established by the Company from
to time in its sole discretion.

3.

PRIORITY OF INFORMATION
ORIGIN AND INTERPRETATION

3.
3.1

3.1

The English language Website is
the primary official source of
information about the Project
and/or the Compan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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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해석의 우선 순위
영어 웹사이트는 프로젝트 및/또는
회사에
관한 정보의 주요 공식
출처입니다.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수시로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여기에 포함된
열정을 가지고 어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information contained on the
Website may from time to time be
translated into other languages. In
the course of such translation som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may be lost, corrupted, or
misrepresented. The accuracy of
such alternative communications
cannot be guaranteed. In the event
of any conflicts or inconsistencies
between such translations, the
official English language Website,
and the provisions of the original
English language documents
presented on it, shall prevail.
3.2

일부 정보가 손실되거나, 손상되거나
또는 잘못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체 통신의 정확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번역 간의 모순이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공식 영어
웹사이트와 그에 포함된 원본 영어 문서
규정이 우선합니다.
3.2

The current version of the Website
aggregates all current information
about the Project and/or the
Company, constitutes the priority
source of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he Company and the Project
to all interested parties, and its
contents supersede all previous
versions of the Website or other
current or outdated sources of
information, whether written or
oral, relating to the Project and/o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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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버전의 웹사이트는 프로젝트
및/또는 회사에 관한 모든 최신 정보를
종합하며,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회사
및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의 우선적인
출처가 되며, 그 내용은 웹사이트 또는
기타 다른 모든 이전 버전 프로젝트
및/또는 회사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작성되거나 또는 구두로 제공한 현재
또는 이전 정보의 출처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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