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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 Token 의 탄생 배경

현재 시장에는 수많은 뷰티 디바이스가 출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다수 디바이

스들은 사용자 개개인의 피부 타입이 다르다는 점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저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피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의 피부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

적인 제품이 많아서다. 이로 인해 많은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 후 부작용을 겪는 문

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존 뷰티 디바이스와 블록체인 기술과의 통합도 아직 요원

해보인다. 시장은 단순히 독립된 제품이 아니라, 타인의 데이터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통합형 제품 출시를 기대하는데 반면에, 기존 뷰티 디바이스 기업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DF사의 제품이 기획되었다. 이는 사용자 개개인의 피

부 특징과 생활 패턴 및 사용환경 등을 고려한 얼굴 맞춤 뷰티 케어 제품이다. 결국 뷰티

제품의 미래는 품질 뿐 아니라 제품과 상호작용하며 관리까지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MDF는 홈뷰티족의 증가와 스마트 뷰티 트렌드에 맞춰 “인공지능기

술(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융합으로 개개인의 피부 타입을 분

석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축적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뷰티 케어 디바이스 개발과 통합

뷰티 케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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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MDF Token 기존 생태계

MDF는 뷰티 디바이스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피부 상태, 사용 시간, 사용 횟수 등)의 데이터

화를 통해, 전세계 뷰티 디바이스 생산자에 오픈 소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뷰티 디바이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프로젝트 진행.

더 나아가 사용자의 니즈(Needs)를 코스메틱 생산자에 제공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신제품

을 생산을 하여 사용자와 기업 상호간의 이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MDF 토큰

활용.

① 빅데이터에 따른 사용자의 정보 Skin Care Data제공

② 사용자의 정보 제공에 따른 MDFC토큰 보상 제공

③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오픈소스를 전세계 디바이스 업체에 제공

을 통해 글로벌 뷰티 디바이스 플랫폼 구축

④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빅데이터)를 코스메틱 생산자에게 제

공하여 신제품 개발에 활용

⑤ 사용자 맞춤형 제품 공급을 통해 생산자와 사용자 상호 이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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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뷰티제품 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에서의 언택트화가 가속되고 있다.

Introduction

뷰티 제품의 언택트화(Untact)

2020년에는 뷰티와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뷰티’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사용자는

병원이나 피부샵 등 누군가를 방문하여 대면하지 않아도 집에서 디바이스를 활용해 쉽

게 홈 뷰티를 추구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로 각 개인의 피부 타입 정보나 맞춤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 속에서 뷰티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시장의 변화 – 언택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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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MDF Token 생태계 확장

MDF 토큰은 뷰티 디바이스 구매자, 플랫폼에 가입한 사용자가 뷰티 플랫폼의 데이터 생성자

이면서 소비자로 활동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데이터 생성시 보상으로 MDF 토큰이 주어지고

뷰티 용품 & 미용 기기 구입시에 MDF 토큰이 결제수단으로 사용 하도록 설계 되어 있었다

MDF 토큰은 뷰티용품의 결제수단에 국한되지 않고 소비자와 공급자, 플랫폼이 존재하는

모든 상품에 포인트와 보상, 간편한 결제를 위한 생태계 업그레이드를 진행 하여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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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MDF 재단의 목표

암호화폐의 특성상 국가간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자유로운 자본이동(Free Capital Flow)의

장점이 있지만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의 특성인 매분 매초 변하는 시세로 화폐로서의

통용에 불완전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글로벌 화폐로써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가치척도의

역할, 그리고 가치저장의 수단으로써 수준 높은 인지도가 요구된다

MDF 재단은 빠르게 진화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발걸음에 맞춰 온/오프라인

간 이루어지는 상 거래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 중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접근성 및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

특성들은 분산된 거버넌스를 통해 인터넷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없는 통합된 자유로운 금융생태계의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분야의 다양한 입법기관 및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며, 그를 통해 지속 가능하며 안전하고 높은 신뢰도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구축

하여 사용자들에게 전세계 많은 이들에게 통용되는 화폐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물론

사업상의 전진이 각국 정부의 압력에 의하여 더뎌 질 가능성이 존재 하지만, 또한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한 적기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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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 Mission

OUR MISSION

MDF Token은 블록체인 기반 개방형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실용성을

극대화하고 결제와 투자를 통합하는 확장형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다음의 주요 영역

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단순성 SIMPLICITY

수익증대는 가장 단순한 결제과정에서

시작한다.  하루의 대부분을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현대사회 에서 가장 단순한

결제수단은 스마트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안정성 SAFETY

모든 결제는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언제 어디에서 결제가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록체계는

블록체인기반 솔루션을 통해 확보

할 수 있다.

확장성 EXPANDABILITY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 출시를 통해 언제

어느곳에서도 지불가능한 수단으로써

활용이 가능함은 결제범위의 확장을

야기하며 제한 없는 결제시스템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중성 POPULARITY

대중에게 가장 가깝고 친숙한 기기 스마트

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MDF의 결제

시스템은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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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odel

1. 결제의 간편함

MDF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두 가지 수단을 통한 로벌 결제시스템을 지원한다. MDF는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며 소비자 및 상점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불 및 결제가

진행된다. 결제는 위챗페이 카카오페이 등과 같이 코드 또는 바코드스캔 등 아주 간편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2. 결제수단의 다양화

소비자는 결제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상점은 그 의사에 부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MDF는 자사 토큰인 MDFC외 타 암호화폐 및 카드결제 및 현금결제를 지원하며 이는

별도의 기록 API를 통해 소비자 및 상점의 데이터를 축적 시킨다.

3. 결제데이터 활용 마케팅

신용카드사는 소비자의 신원 정보 거래 장소 및 금액은 알고 있으나 소비자가 무엇을 샀는지

모르는 반면 상점과 POS소프트웨어 업체는 소비자가 무엇을 샀는지 거래 장소 및 금액은 알고

있으나 소비자의 신원정보는 모른다. 하지만 MDF의 다중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매칭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와 상점의 거래 내역을 그룹화 시켜 오프라인 거래에 대한 데이터세트(Data Set)를

구성하여 최적화된 타켓 마케팅을 가능케 한다. 

4. 결제 및 데이터 제공자 보상지급

소비자와 상점이 MDF를 이용하며 제공하는 데이터는 그들 소유의 자산으로 취급하여 이를

활용한 마케팅이 진행될 시 제공자에게 보상이 지급된다 데이터는 수집자가 아닌 제공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이 권리를 회복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스마트 지갑

암호화폐는 디지털 화폐인만큼 보안에 완벽함이 요구된다.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 되며 수많은

지갑 프로젝트들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갑 해킹과 관련된 이슈가 빈번히 일어나며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MDF는 보안 이 완벽한 스마트 월렛을 개발하여 디지털 자산의 해킹에 대한 이슈를

제로’0’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MDF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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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 의 역할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암호화폐의 시장 침체로 인한 유동성의 부족, 극심한 가격변동으로

인해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기를 꺼려하고, 상점의 입장 또한 같은 이유로 결제 받기를 꺼려한다.

이렇게 암호화폐의 특성인 매분 매초 변화하는 가격은 지불결제를 하는 시점에서 제 3자의

객관적 가격 중재를 필요 로 한다. 

이를 위해 MDF는 해당 시점에 객관적으로 가격합의 알고리즘에 근거한 실시간 코인가격을

제공하고, 이 에 근거한 결제 금액을 결정한다.

또한 MDF는 현존하는 수많은 암호화폐 결제시스템 실패사례의 이유인 시장 침체로 인한

유동성의 부족, 극심한 가격변동, 그리고 암호화폐의 대중성/확장성에 대한 한계 등을 보완하여

만들어졌으며 전세계 결제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환전, 지갑, 암호화폐

담보 대출, 암호화폐 파생상품 산업까지 넓은 역의 산업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하려고 한다.

MDF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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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MDF는 사용자와 가맹점을 직접 연결하는 End To End 결제 플랫폼이다. MDF는 기존 결제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을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과 코인 순환구조를 통해 서비스를

구현하여 빠르고 저렴한 결제 플랫폼으로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결제 솔루션에 도입하여 실 사용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현하더라도

현실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아직 많다. 먼저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각 지역 별로 결제 환경 (사용 단말기 등)이 모두 제 각각으로 상이하다. 

또한, 가맹점들은 전통적으로 기술수용도가 낮은 집단이다. 이들에게 암호화폐 기반의

결제 솔루션을 보급하고 학습시키기에는 다양한 교육, 개발지원 등 많은 투자와 리소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로 암호화폐 기반의 결제 솔루션들이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에

MDF는 각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접근하여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MDF

결제 플랫폼을 사용함에 있어서 원활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MDF 순환모델

MDF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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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와 포인트 통합

MDF 결제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든 상점의 결제와 각 상품의 구매에 따라 제각기 지급

되던 각 상점들의 포인트를 통합하여 고객의 실질적인 포인트 사용과 서비스의 질을 향

상 시키고 또한 제품구매에 따라 각 개인 사용자들의 데이터들이 꾸준히 축적된다. 이러

한 데이터들이 개인 참고용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사용자들과 상호복

합적인 비교와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지표 형성, 사회적 연결망 안에서 구매성향에 따른

마케팅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MDF Token 생태계로 구현되는

포인트 통합

MDF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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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다양한 상점들의 제품과 블록체인 기술이 연결되면, 고객의 데이터는 그 순간부터 가치

를 지닌다. 또한 누군가가 함부로 위변조 할 수 없는 고유의 데이터가 된다. 이러한 정보

의 활용을 통해 뷰티 케어 산업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실험이나 유의미한 수치를 가진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뷰티 케어 디바이스를 사용만해도 유의미한 정보 제공자로서

의 지위를 갖고 코인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선 순환 관계가 생성된다.

쇼핑,여행,여가분야서비스들의결제와흩어져있는포인트를 MDF 앱을통하여

간편결제와포인트통합을진행하여고객의사용과서비스질을향상시키는 PROJECT

MDF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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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 Token Economy

MDF Token 사용처

MDF Alliance 가입된 모든 상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며 MDF에서 직접 운영

하는 쇼핑몰 결제 수단으로 사용.

국내 메이저 가상 자산 거래소 등에서 거래가능. MDF토큰 보유자를 위한 지속적인

거래량 이벤트 및 바이백 진행하여 코인의 가치 유지 및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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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 Token Economy

MDF  Alliance 사용자 혜택

1. 간편결제

바코드또는 QR코드를 이용한간편한 결제 시스템

02 . 마일리지의 통합관리/사용

:파편화된 소액 마일리지를 단일 플랫폼에 통합하여 즉각

실사용 가능한 포인트 확보

03 . 추가 할인 혜택

: MDF Token 으로 실제 사용가치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휴서비스 마일리지 구매

04 . 추가 할인 혜택

: 마일리지 판매로 획득한 MDF Token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즉각 현금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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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 Token Economy

MDF  Alliance 기업 혜택

플랫폼내에제휴서비스기업간에고객풀공유로 User Acquisition Cost 감소

고객풀공유

블록체인의글로벌인프라를활용한전세계기업간의제휴지원

글로벌파트너쉽

Cross offering을통한높은효율의마케팅으로 Target 

User에게최적화

효과적인마케팅

참여기업의기여도에따른인센티브제공및
참여시점에따른차등보상

기여에따른보상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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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 Token Economy

MDF 토큰 분배

총 발행: 10억개

MDF토큰 발행은 MDF 플랫폼 개발과 MDF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MDF토큰의

총 발행량은 10억개이다.

이중 35%(3.5억개)는 IEO로 진행되며, Reserve(예비비) 물량은 25%(2.5억개)로 배정,

Founding Team에는 20%(2억개)를 배분, Angel&etc에 10%(1억개)로 배분, 10%(1억개)는

플랫폼 개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중 Founding Team과 Reserve(예비비)로 배분된

물량에는 1년간 락업기간을 설정하여 1년이 경과 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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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 Token Economy

MDF토큰을 통해 마련된 자금은 다음과 같이 집행될 예정이다. 40%는 플랫폼 구축 사용,

20%는 플랫폼 연구 개발에 투자하며, 마케팅 및 세일즈 비용으로 15%를 사용하고, 10%

는 상품 구매자를 위한 보상 판매에 사용되며, 10%는 플랫폼 운영 예산으로 배정한다.

MDF 자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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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 국내외 특허증 및 인증서

CERTIFICATE OF PATENT

피부미용 광 마스크 장치 미용 마스크 미용 마스크 거치대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Certificate of Conformity KC 인증 CE 인증

중국 외관 설계증 마스크 중국 외관 설계증 거치대



20MDFC White Paper I

2020
4Q

2020
3Q

2020
2Q

플랫폼 서비스 개시

홈쇼핑 런칭 예정

LED 시그니처 MASK Version2.0
마스크 생산

미용기기 스킨폴더, 립체리 생산

MDF 토큰 가상자산 거래소 추가상장

MDF 토큰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 상장

2019

2018

2015

2014LED BB MASK 국내 최초런칭

LED BB MASK Version1.0
제품출시

LED BB MASK CJ 홈쇼핑 런칭
42회차 판매 – 100억원 매출 달성

LED SHINE MASK Version1.5
마스크 개발

LED SHINE MASK Version1.5
중국시장 런칭 LED SHINE MASKVersion1.5

OEM 미국 수출

LED SHINE MASK Version1.5
국내 정식 출시

뷰티케어 플랫폼 R&D 

미용기기 스킨폴더,
립체리 상표등록 및 특허등록

2020. 1Q - ㈜비비마스크 전략적 흡수합병

2020
1Q

㈜ 이스트스킨 전략적 제휴

LED 시그니처 MASK Version2.0
마스크 개발

가상자산 거래소 IEO

Road Map

[메인넷 개발 Project]



21MDFC White Paper I

MDF Team

CEO. 김인권
전) 주식회사 하이네트 정보통신 대표

전)제3시장 (코넥스)협의회 이사

전) 주식회사 비비마스크 대표이사

근적외선 LED 개발 및 특허, AI 뷰티 디바이스 플랫폼 개발

CTO. 이희영
전시시연 단말기용 도난도크 개발 및 특허

3IN1 블루트스 스피커, 무선충전, 배터리팩 일체형 개발 및

특허

LED 발열 훈증기 개발 및 특허

근적외선 피부비용 기기개발 및 AI 디바이스 장치 개발

CTO. 김선재
현) 선양정밀 , 선테크 대표

LED MASK 금형개발 및 사출생산

수소 정수기 금형개발 및 사출생산

의료용 진공 mixer 금형개발 및 사출생산

Lead Developer. DW-S
IPv6기반플랫폼을위한트위터서비스개발

CMS (Cash Management Service)

OpenRSS 광고플랫폼

Online Real-time Care Appoin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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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 Partner Ship

회 사 명 : 선테크 / 선양정밀

업 종 : 제조 , 금형 / 사출생산, 완제품조립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77번길 13

공장규모 : 5,025㎡

주요사업

금형 제작 개발 및 설계, 사출 성형, 생상 및 조립

생산 보유 설비 – 금형설비, 사출설비

호기 설비명 MODEL 호기 설비명 MODEL

1 MACHINING CENTER ECOMIL-65VH 1 사출성형기 100 WD

2 MACHINING CENTER SIRIUS-UL+ 2 사출성형기 LGH 140N

3 CNC-E. D. M 450CNC 3 사출성형기 SELEX E130

4 E. D. M ZNC-448M 4 사출성형기 SELEX E170

5 레디알 JRD-1350 5 사출성형기 SELEX E170

6 세열가공기 JS-3C 6 사출성형기 SELEX E250

7 성형연삭기 JFG-520M 7 사출성형기 SELEX E450

8 MILLING HMT-1100 8 취출ROBOT Ex-800S

9 MILLING HMT-1100 9 취출ROBOT ETS-800F

10 MILLING HMT-1100 10 취출ROBOT Ex-800S

11 취출ROBOT Ezi-800S

12 취출ROBOT SCⅡ - 350

주요 인증 현황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9001 : 20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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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 Partner Ship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산전자

업 종 : 모듈개발 및 전자부품 제조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90-17

주요사업

Reel Taping (Reel To Reel), Taping M/C, Ass’Y, 블루투스 스피커 개발 외

생산 보유 설비 – 생산설비, 계측장비, Ass’Y

주요 인증 현황 – 특허증,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9001 : 2015

호기 설비명 비 고 호기 설비명 비 고

1 M -Taping M/C DT-1000EX 1 투영기

2 A-Taping M/C 2 마이크로메타

3 카운터 M/C DC-200 3 버어니어캘리퍼스

4 제습함 90 L 4 블록& 핀게이지

5 진공포장M/C 5 확대경

6 초음파세척기 3조 6 Peel Force Tester

7 챔버 7 USB 확대경

8 비젼검사기(auto) 3방향 8 콘베어 5m

9 비젼검사기 1방향 9 리벳팅 M/C 미쯔비시

10 SIMPAC 150TON 10 검사용 CPU

11 수삽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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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mption Clause

본 백서는 MDF 토큰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설명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백서는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하는 당시 기준으로 프로젝트 및 예상 플랜을 기재하였

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에 대한 더 확실한 정보를 원한다면 법률, 재무, 세무 등 기타 전

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MDF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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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거나 이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

다.

법적 고지

① 본 백서는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우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일반 참고 목적으로만 배

포되었으며 검토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작성 날짜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최종본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날짜 이후 본 문서에 기재

된 정보는 비정기적으로 변경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② MDF 토큰의 매매와 관련된 계약 또는 법적 구속력 있는 서약을 체결할 의무는 그 누

구에게도 없으며 본 백서를 근거로 자금을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MDF 토큰 매매는 법

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관련 세부사항은 본 백서와 별도로 제공됩

니다. 계약서와 본 백서의 내용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③ 본 백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MDF 토큰 발행인/배포자/업체의 토큰 판매 또는 구매

제안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하며, 이 문서의 제시 또는 문서 자체가 계약 및 투자 결정에

근거가 되거나 의존되어서는 안 됩니다.

④ 본 백서에 명시된 코인/토큰 발행 방식이 규제 또는 금지된 관할권에서 이 문서의 전

체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등 전파할 수 없습니다.

⑤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는 규제 당국의 검토, 검사, 승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⑥ MDF 토큰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M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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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수익 보장 또는 손실 회피가 목적이거나 이를 사칭하는 차액 계약 및 기타 계약

하의 권리

- 집단 투자 계획, 사업신탁 등 증권의 단위 또는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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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mption Clause

배포 및 전파 제한

① 본 백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배포 또는 전파하는 것은 그 어떤 관할권의 법률 또는 규

제 요구사항에 의해 금지 및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귀하는 본 백서

의 소지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제한사항을 스스로 숙지하고 법률 등 자문을 구하고 이

를 준수해야 하며, 우리와 우리의 직원, 대리인, 관계사 등(이하 ‘우리와 관계사’) 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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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

황이 벌어지도록 허용 및 원인 제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배제

① MDF 토큰과 우리 및 관계사들이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우리 및 관계사들은 MDF 토큰 및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품질, 적합성, 정확성, 적정성,

완전성 등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보장 또는 묘사를 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류, 지

연, 누락 또는 이에 의존하여 취해진 행동에 대해 그 어떤 책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② 우리 및 관계사는 본 백서에 기재된 정보를 포함하여 그 어떤 형태로든 진위, 정확성,

완전성을 그 어떤 주체나 개인에게 묘사, 보장, 약속하거나 이를 주장하지 않습니 다.

③ 우리 및 관계사는 귀하가 본 백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이에 의존함으로써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그 어떤 간접적, 특수적, 부수적, 결과적 손실(투자수익/이익의 손

실, 활용 및 데이터의 손실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계약상 또는 불

법 행위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관련 법률 규제가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