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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토큰 마켓 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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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블록체인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공개하고 현실화폐(Fiat Currency)나 암호화폐
(Cryptocurrency)를 이용해 개발 자금을 마련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 조달 방식이 등장했다. 이러한 자금 공모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개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 또는 도피하는 팀들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성공률 또한 낮아지고 있다. PRESTO는 DAICO 모델[1]을 확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자금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및 토큰 개발,
그리고 판매 비용을 큰 폭으로 줄여 개발팀이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토큰 세일
플랫폼이다.

나아가 토큰 마켓 플레이스와 탈중앙화거래소(DEX: Decentralized Exchange) 등을 도입하여, 토큰 세일 플랫폼을

것이 PRESTO의 최종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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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신규 토큰을 인큐베이팅하고 기존 토큰을 엑셀러레이트하는 등 건전하고 활발한 토큰 세일 생태계를 조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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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큰 세일의 현황 및 문제점

토큰 세일은 블록체인위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 조달 방식으로,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현금이나 더 환전성이 좋은 다른 암호화폐를 모으는 일종의 새로운 크라우드 펀딩 방식
이다[2].

EY의 보고서를 보면, 토큰 세일의 규모는 불과 몇 개월만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10월
~11월의 2개월간 한화로 총 4조 600억(1074원/달러 기준)가량의 자금이 토큰 세일로 모금됐다. 토큰 세일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기존 제도권 방식으로는 충분한 자금을 모을 수 없을 때 아주 매력적이다. 예를 들어 BAT
코인을 발행한 Brave는 초당 116만 달러, 디센트럴랜드는 초당 83만 달러를 모집하는 기록을 세우는 등 기존 제도권의
공모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기록을 세웠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평균적으로 성공적인 토큰 세일을 위해서는 개발비용 등으로 최소 약 5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또한 절차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2017년 11월 1일 미국은 ICO는 증권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고[4], 2018년 2월 16일 스위스는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5]. 또한 규제당국은 돈세탁 등
토큰 세일을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어서[6] 토큰 세일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아지고 있다.

현재 토큰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큰 문제점은 펀딩을 한 직후부터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토큰에 대한 구속력을 전혀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토큰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개발팀이 양심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기를 막연하게 바라는 것 뿐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토큰 크라우드 펀딩은 개발팀에 대한 신뢰를 필요로 하며,
제도권과는 다르게 그 신뢰를 보장해주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없애고자 하는
(Trustless Institution) 블록체인의 철학과도 맞지 않다. 따라서 블록체인답게 신뢰가 필요없는 새로운 형태의 토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번 배포되면 수정이
불가능한 특징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는 1)안전한지, 2)효율적인지를 잘 판단하여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안전하게 프로그래밍하지 않으면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사태[7]와 같이 토큰의 발행량이
달라지거나 소유자의 허락 없이 토큰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등 보안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2017년 11월 Polkadot 팀은
Parity Multi-Signature Wallet 의 스마트 컨트랙트 결함으로 500K ETH 가량의 막대한 자금이 지갑에서 빠질 수 없는
상태로 영원히 동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프로젝트 진행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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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세일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지나치게 난립하여 이에 따라 경쟁적으로 세일에 들어가는 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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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컨트랙트를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비효율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는 다량의 수수료
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는 투자자와 개발팀 모두에게 투자 금액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실제로 배포된 스마트 컨트
랙트 코드를 살펴보면 많은 개발팀이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돈세탁 등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청와대 청원의 답변에서[9]
"가상계좌를 통해서 자금세탁이 또 일부의 경우에는 고객 돈을 취급업소의 임직원들의 계좌에 예치하는 등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점검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라고 밝혔고 미국의 Jay Clayton SEC 수장도 "Their crypto
currency activities are not undermining their anti-money laundering and know-your-customer obligations”
[10]라는 우려를 밝히는 등,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2.1. 쉽고 빠른 크라우드 펀딩 개설

대부분의 토큰 세일에 사용되는 토큰은 ERC20 스펙을 따르기 때문에 토큰의 이름, 발행량, 토큰 세일 기간, 프리 세일
보너스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며 토큰 생성을 위해 구현된 스마트 컨트랙트의 구조들이 서로 상당히 유사하다. 일부
개발팀들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하여 가장 신뢰도가 높고 안전해야 할 토큰 세일 스마트 컨트랙트를
안전하게 구현하지 못하거나, 또 그들이 만든 스마트 컨트랙트를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다.
만약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의 공통적인 부분을 잘 추상화시킨다면 스마트 컨트랙트의 작성을 자동화해서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PRESTO 플랫폼은 개발팀이 원하는 토큰의 기본 정보를 폼으로 입력받아 자동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컨트
랙트를 생성해준다[도1]. 개발팀들은 PRESTO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자동 생성 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아껴 토큰 세일을 준비할 수 있다. 자동 생성된 스마트 컨트랙트는 PRESTO 플랫폼의 핵심 기술로 충분히 검증
되고 효율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을 메인 프로젝트 개발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PRESTO 는 코드 생성 뿐 아니라 간단한 웹 페이지 빌더도 제공해서 개발팀이 쉽게 블록체인 이미지에 부합하는
세련된 웹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해 준다. 웹 페이지 빌더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들에서와 같이 간단한 설정만으로
플랫폼에서 바로 연결되는 웹 페이지를 쉽게 만들어 간단한 조작으로 개발팀이 제공하는 컨텐츠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
하고 편집할 수 있다. PRESTO 플랫폼은 이처럼 개발팀의 프로젝트 자체 외의 과정을 최대한 자동화하고 단순화해
모든 개발력을 프로젝트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준다.

5 of 1 4

© 2018. P resto Devel opi ng Group. Al l ri ghts reserve d.

2. 토큰 세일의 미래, PRESTO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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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AICO 모델 적용

기존의 토큰 세일은 모금이 완료되면 기본적으로 개발팀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예치된 모든 자금을 인출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문제와 그 위험성은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Ethereum 의 창시자인 Vitalik Buterin 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월 DAICO라는 새로운 토큰 세일 모델을 제시하였다. DAICO에서는 토큰 세일로 모은
자금을 한 번에 전부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개발팀이 자금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인출할 수
있게 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펀딩을 취소하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묶인 자금을 투자자들이 환불받게 하기도 한다.
PRESTO 에서도 이러한 DAICO 모델의 개념에 착안해서 보다 안전한 토큰 세일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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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 PRESTO platform, technical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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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TO 플랫폼의 토큰 세일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토큰 판매로 모집된 모든 자금을 한번에
개발팀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된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토큰 세일 기간동안 모은
자금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토큰 세일이 끝났을 때부터 3년에 걸쳐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급 조건들은 토큰 세일이 시작되기 전 작성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내용을 통해 상세히 설정될 수
있다. 이런 장치를 통해 개발팀은 의욕을 잃지 않고 계속 성실히 개발하게 될 것이며, 악의적인 스캠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PRESTO 플랫폼의 토큰 세일의 두 번째 기능은 개발팀이 프로젝트를 중단했을 때 스마트 컨트랙트에 묶여있는 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토큰 세일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개발팀이 토큰 세일 이후에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않거나 모든 자금을 인출하고 잠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걱정은 기존의 토큰 세일 스마트 컨트

모든 자금을 인출하든 투자자들이 막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PRESTO 플랫폼의 토큰 세일에서는
만약 개발팀이 개발을 중단한다면 남아있는 자금은 투자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기존에 투자한 계좌주소로 반환받게
된다. 이러한 기능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오라클이라는 개념을 통해 구현되는데, 현재의 대부분의 토큰 세일 스마트
컨트랙트들에서는 해당 기능 구현의 높은 난이도로 인해 대부분 이 방식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Vitalik Buterin이
제시한 DAICO와 유사한 PRESTO의 토큰 세일 방식으로 기존의 불안하고 불투명했던 투자를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2.3. 법적으로 안전한 토큰 세일

돈 세탁 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와 고객 파악 제도(KYC: Know Your Customer)는 통상적으로 금융
기관이 고객의 대출 심사를 할 때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과정이다. OmiseGO[11], Qtum[12] 등 유명한 암호화폐들도
토큰 세일을 위해 해당 과정을 완료했다. 꼭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이 과정이 개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우 번거
롭다는 점 때문에 활발한 투자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PRESTO 플랫폼에서는 이를 쉽게 처리하기 위한 API를 제공하여
다양한 Legal Compliance Platform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손쉽게 PRESTO에 확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AML,
KYC 과정이 표준화된다면, 다음과 같은 큰 이점이 생긴다. 우선 해당 플랫폼에 직접적으로 사용자들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한번 AML, KYC과정을 통과한 사용자는 이후 다른 토큰 세일에 참여시 해당 과정을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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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트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토큰 세일이 끝나면 모든 자금의 권한을 개발팀이 가져가기 때문에 개발을 중단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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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ESTO 플랫폼의 구성

3.1. 토큰 세일 플랫폼

PRESTO 토큰 세일 플랫폼은 토큰 세일을 안전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개발팀은 Ethereum 이나
PRESTO 토큰 없이 오직 아이디어만으로 새로운 토큰 세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토큰 세일에 참여하려면
PRESTO 토큰 또는 Ethereum을 준비해야 한다. 토큰 세일을 하기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와 웹페이지는 PRESTO에서
제공하는 기술들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개발팀이 PRESTO 플랫폼에서 토큰 세일을 시작하면 투자자
들은 개발팀이 제시하는 프로젝트의 비전을 보고 토큰 세일에 참여할 수 있다.

토큰 세일은 크게 프리 세일과 메인 세일로 이루어진다. 프리 세일은 전체 토큰 세일 물량의 적은 비율을 미리 팔아서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다. 프리 세일은 PRESTO 토큰을 이용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메인 세일보다
더 많은 개발팀 토큰을 보너스로 준다. 메인 세일은 프리 세일 이후에 이루어지며 프리 세일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토큰 세일 물량 전체를 판매한다. 투자자 수, 판매된 토큰 양, 투자 받은 금액 등의 토큰 세일 진행 과정은 PRESTO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대시 보드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다. 토큰 세일 기간동안 캡을 달성하여 판매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투자자들은 PRESTO의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발행되는 개발팀의 토큰을 투자자 각자의 지갑으로 지급
받게 된다. 개발팀은 프리 세일 모집 자금은 초기 개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로 인출 가능하지만 메인 세일
모집 자금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일정 기간동안 분할되어 지급된다. 토큰 세일 이후에는 개발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남아있는 자금, 입출금 기록들을 투자자들도 볼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자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3.2. 토큰 마켓플레이스

새롭게 떠오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와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금 모집 뿐만 아니라 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다. PRESTO 플랫폼에서는 토큰 세일 과정뿐만 아니라 세일 이후에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리소스들을 찾을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한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은 새로운 블록
체인을 만들거나 기존의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두 가지로 나뉜다. 블록체인은 다른 IT 기술들에는
없는, 현실 화폐(Fiat Currency)를 대체할 수 있다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는 개념이 존재해서 보안이 상당히 중요
하다. 개발팀이 작성한 스마트 컨트랙트에 취약점이 존재하면 그들의 모은 자금을 해킹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블록
체인 주요 프로젝트들이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낸다. PRESTO 플랫폼에서는
개발팀들이 토큰 세일에서 모금한 PRESTO 토큰을 이용해서 바운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개발팀이 스마트 컨트
랙트 코드, 새로운 블록체인 구현 코드를 공개하면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공개된 코드에 결함이 있는지 리뷰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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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프로젝트 자금을 모으는데 사용된다. 토큰 발행량과 프리 세일 토큰 물량 등의 비율은 PRESTO 스마트 컨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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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발견한다면 개발팀은 그에 따른 보상으로 PRESTO 토큰을 지급할 수 있다. 공개적인 바운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팀들은 더 안전한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의 기술이 견고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투자
자들은 프로젝트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바운티 프로그램 외에도 개발, 마케팅, 디자인등에서 필요한
리소스가 있다면 필요한 리소스를 명시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PRESTO 토큰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팀의
웹페이지에 들어갈 일러스트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PRESTO 마켓플레이스에서 요구사항과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제시
할 수 있다. 작업이 완료되면 블록체인 상에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PRESTO 마켓플레이스는
토큰 세일 이후에도 개발팀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3.3. DEX (Decentralized Exchange : 탈중앙화거래소)

거래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PRESTO에서 성공적으로 토큰 세일을 마친 토큰들이 PRESTO의 DEX에 상장하도록 도와
시중에 유통될 기회를 빠르게 얻도록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앙화 거래소(Centralized Exchange)는 블록체인이 아닌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을 이용하여 중앙화 데이터베이스에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거래소 밖에 있는 사용자 혹은 거래소와 거래를 할 때만
블록체인을 이용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UI/UX와 빠른 거래 속도를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코인
거래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블록체인이 주는 이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DEX는 중앙화 거래소와는 다르게 모든 동작이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속도가 느리고 사용하기 불편하지만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에 기록되어 투명하게 운영되고 보안적으로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PRESTO는 ERC20 표준을
확장한 새로운 토큰 교환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하여 기존의 DEX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한 새로운 DEX를
제공한다[도2].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PRESTO 토큰과 토큰 자동 생성기(Token Auto Generator)의 설계에 포함된다.
투자자들은 이런 거래 프로토콜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DEX를 이용해 토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2] DEX(Decentralized Exchange)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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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는 탈중앙화거래소이다. 신생 토큰들이 빠른 시간 내에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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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ESTO 토큰 분배

PRESTO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PRESTO 토큰(PRSTX)이 필요하다. PRESTO 토큰은 ERC20 토큰으
로 발행되었으며 원활한 유통과 명확한 서비스를 위해 초기에 모든 물량이 발행된다. 토큰 중 최대 40%는 우선적으로
으로 시장에 처분되어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게 되며, 18%는 사업과 관련해 에코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입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마케팅과 사업 전개에 최대 10%까지 사용 가능하며 개발 팀과 어드바이저에게 각각 18 %, 4%
가 할당된다. 10%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문제를 하기 위해 회사에서 보유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
다 [도3].
PRESTO 플랫폼에서 토큰은 특정 세일에만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묶여있는 일 없이, 토큰 세일이 진행되는 동안
적당히 모였다 다시 시장으로 풀리는 자연스러운 유통 흐름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세일 항목이 많아질수록 토큰의

유통될수 있을 것이다.

reserve (10%)
10%

advisors (4%)
4%

developing
team
(18%)

40%

18%

(40%) token sale

1 billion tokens
(1,000,000,000)

marketing
& business (10%)

10%
18%

[도3] PRESTO token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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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도 자연스럽게 높아져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적고, 경제적으로 건강한 생태계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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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로드맵

PRESTO 개발팀은 2017년 2월 Light paper 를 시작으로 PRESTO 플랫폼 개발 여정을 시작한다. 2018년 3월에는 Light
paper 에 제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White paper 를 공개함 으로써 PRESTO 플랫폼의 청사진을 기술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여 2019년말 까지 PRESTO 토큰 세일 플랫폼, 토큰 마켓플레이스, DEX 를 차례대로 구현
하고자한다. PRESTO 팀은 결함이 없고 안전한 기술이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각각의
PRESTO 플랫폼들의 핵심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공개한 뒤 충분한 검증을 한 뒤에 실제 서비스로 런칭 하는 방식으로
개발 방법을 따를 것이다. 첫 번째 공개할 플랫폼은 PRESTO 의 핵심 플랫폼인 토큰 세일 플랫폼이다. 토큰 세일 플랫폼
의 핵심은 DAICO 모델을 변경한 스마트 컨트랙트와, 스마트 컨트랙트 자동 생성기라고 볼 수 있다. 안전하고 검증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위해 2018년 3분기에 핵심 기술들을 공개하고 충분히 테스트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9년에
1분기에 첫번째 플랫폼인 토큰 세일 플랫폼 정식 버전을 공개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토큰 마켓플레이스와 DEX 도 위와

폼의 개발 계획은 웹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2017. 10월

프로젝트 시작

2018. 02월

PRESTO 웹페이지, Light Paper 공개

2018. 03월

White Paper 공개

2018. 3분기

스마트 컨트랙트 자동 생성기 런칭

2018. 4분기

PRESTO 토큰 세일 플렛폼 베타 런칭

2019. 1분기

PRESTO 토큰 세일 플랫폼 메인 런칭

2019. 2분기

PRESTO 토큰 마켓 플레이스 런칭

2019. 3분기

PRESTO DEX 스마트 컨트랙트 릴리즈

2019. 4분기

PRESTO DEX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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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먼저 스마트 컨트랙트를 공개해서 충분한 검증을 한 뒤 실제 서비스에 사용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이후의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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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고려사항

PRESTO light paper는 개발 계획과 비전에 대한 기술이며, 사업 내용에 대한 보증은 아니다. 사업 환경과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사업 진행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PRESTO 토큰은 light paper 에 기술된 용도 이외
로는 사용할 수 없다. PRESTO Coin 은 증권이 아니며, PRESTO 토큰 의 소유자는 어떤 종류의 이익 배당이나 의결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PRESTO 팀은 이 light paper 에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도 정확성을 진술 및 보증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자신의 의사결정 등 행위에 있어서 이 light paper 를 이용한 경우 그에 따른
결과는 이익, 손해 여부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여러분의 판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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