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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시간의 웹 사이트에 시간에 게시본 이용 약관 (이하 "약관"),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및              

이용 (인 https://escrowblock.net, 크라우드 펀딩 대시 보드는 모든 하위 도메인 및           

모든 해당 페이지)법적 관계 및 계약 당신 사이, 기부자, 그리고 구성수신 잡고,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와 관련,"Escrowblock"재단을토큰 및 웹 사이트의 사용. 

용어 
"제휴"(이하 "첫 번째 사람")는 사용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나 이상의           

중개를 통해 타인 수단 :  

(b)(a) 첫 번째 사람을 제어하는  

첫 번째 사람에 의해 제어되는단계;또는 현재  

(C) 첫 번째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관리한다.  

"개시 시간"년4 월 2 일 그리니치 표준시 12시, 2018의미  

"제어 시간"을 수단 (12)4200시 (그리니치 월표준시),(201)9.  

"제어"또는 "제어하는" 직접또는관리하며사용자의정책방향을야기하는힘 (개재            

된 사람의 수 등을통해) 직접적으로또는간접적으로, 어떤사람이소유에대해수단             

계약 또는 기타에 의한 의결권 주식의 소유를 통해인지하고 제어하는 것은 해당           

의미를 갖습니다.  

"Crowdfund"또는 "크라우드 수있는크라우드 펀딩 프로세스를 펀딩은"EscrowBlock       

회사개발을위한 기부를받을 EscrowBlock 재단 프로젝트의의미한다. 

"기부자는"당신의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기부"DONATORS은재단보내 금액을 EscrowBlock 교환 ESCB 환율에       

따라토큰의미한다. 

"에테 리움"또는 "ETH는"네트워크 노드 검증과 blockchain 공공 분산 원장에라는         

기록 피어 - 투 - 피어 트랜잭션을 사용하여 디지털 통화 및 지불 시스템을 의미한다.  

"금융 모델"는 현금 흐름 예측 및 분석을 EscrowBlock 회사의의미한다. 

"불가항력"어떤 사건 또는 상황을  

1. 의미한다하지업체의의합리적인 EscrowBlock 회사 또는 하청 통제에서,  

The Tokens have not been and will not be registered under the United States Securities Act of 1933, as amended (the 
“Securities Act”), and may not be offered or sold in the United States or to or for the benefit of US persons (as defined in 
Regulation S under the Securities Act) unless they are so registered, or an exemption from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the 
Securities Act is available. One such exemption allows the resale of Tokens purchased for their own account and for investment 
purposes only by investors who (i) are not otherwise affiliated with EscrowBlock Foundation, (ii) have been exposed for some 
time to the economic risks that ownership of Tokens entails, and (iii) are not part of the distribution of the Tokens. 

1 



2.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혼자 또는 임의의 다른 이벤트와 함께 할 때,원인           

EscrowBlock 개발하기 위해 실패회사 EscrowBlock을재단 또는재단의모든      

EscrowBlock측면,그리고  

3. 합리적으로 의해 방지 할수없는 EscrowBlock 적절한예방조치회사에합리적         

의해 회피 할 수없는 EscrowBlock 회사 

"손실"에 손해, 클레임, 응용 프로그램, 손실, 상해, 지연, 사고 비용을 의미 , 사업             

중단, 비용 (포함, 제한없이, 변호사 나 법률 비용 또는 청구 또는 소송 비용), 어떤              

부수적, 직접, 간접, 일반, 특수, 징벌 적, 예시 적, 특별 또는 결과적 손해, 영업권의              

손실, 이익 또는 수익 또는 기타 경제적 손실, 암호 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 모든              

작업의 중단, 데이터 손실, 컴퓨터 고장 또는 오작동, 또는의 손실 예 기타 상업적             

또는 기타 손실.  

"대금"은 이익을 분배 할 것을 EscrowBlock 토큰에 귀속회사의의미한다.  

"ESCB 토큰", "ESCB Blockchain토큰", "ESCB 동전"또는 "토큰"이 사용되는        

ERC20 표준 에테 리움 토큰을 EscrowBlock Crowdfund에의미, 일부를받을 수         

ICO와기회에참여의증거를나타냅니다그것은의 회사의배당수익, 투자설명서및            

백서에 설명 된대로. ESCB 집계에토큰은 회사의 배당 이익의 공유를받을 권리를          

수행하여야한다. 모든 토큰 소유자는 배당금 분배 시스템을 통해 여러 지불금을          

얻기위한 자격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방출하는방법을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를       

정책은"EscrowBlock재단은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기부자로부터 수집 된 정보를         

수집, 사용 및 //:HTTPS의escrowblock.net/ PRIVACY_POLICY의미한다.  

"스마트 위해 만든 에테 스마트 계약 EscrowBlock 계약"에위치의미        

https://github.com/escrowblock/계약하고백서 바와 같이 토큰 소유자에게 대금의      

분포의 메커니즘이다.  

"웹 //:사이트"HTTPS를escrowblock.net,크라우드 펀딩 대시 보드, 모든 하위       

도메인의 모든 각각의 페이지의미한다.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있는 토큰을 설명하는 문서를        

//"백서"HTTPS의escrowblock.net/ 백서의미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의해 실시되고 EscrowBlock에 있으며, 미국 외부에 완전히 열릴          

및관련 미국 위치예정이다. 

The Tokens have not been and will not be registered under the United States Securities Act of 1933, as amended (the 
“Securities Act”), and may not be offered or sold in the United States or to or for the benefit of US persons (as defined in 
Regulation S under the Securities Act) unless they are so registered, or an exemption from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the 
Securities Act is available. One such exemption allows the resale of Tokens purchased for their own account and for investment 
purposes only by investors who (i) are not otherwise affiliated with EscrowBlock Foundation, (ii) have been exposed for some 
time to the economic risks that ownership of Tokens entails, and (iii) are not part of the distribution of the Tok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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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공통 조건은 

크라우드 펀딩의 웹 사이트를 사용하고 참여하여당신은이 약관에 동의합니다.        

EscrowBlock 언제든지이용 약관을 개정 할 수있는 권리를 보유 및 개정 즉시 웹            

사이트에 게시에 적용됩니다. 웹 사이트를 계속 사용하고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함으로써 당신은 이러한 개정에 동의합니다.  

당신이이 약관에동의하지않는경우, 당신은웹사이트를사용하고크라우드펀딩에           

참여 삼가해야합니다.  

1 개 웹 사이트  

1.1 EscrowBlock의 정보는 다음의 :제품에단독 재량에 사전 통지를 제공하지 않고,  

a) 변화, 수정 기능을 추가 또는 제거하거나 웹 사이트에 콘텐츠를         

수정권리를가집니다.당신이 수락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변화에       

액세스하거나 변경이 웹 사이트에 게시 된 후 웹 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동의하여야하고,  

b) 블록 또는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거나 종료, 철회하거나 웹 사이트 또는          

일부의 사용을 중지 웹 사이트. 어떤 EscrowBlock 재단은 그러한 조치의          

결과로 발생 될 수있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1.2 사이트 유지 또는의해 제어되지 않는 웹 사이트로의 하이퍼 링크를 포함 할            

EscrowBlock수있다.이러한 웹 사이트에 대한 모든 하이퍼 링크는 귀하의 편의를         

위해 제공됩니다. 이러한 웹 사이트에 하이퍼 링크 및 액세스의 사용은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다. 모든 EscrowBlock P는Arties의웹사이트에링크웹사이트에포함           

된 제 3 자 콘텐츠에 대한 책임 및 책임을 부인하고 액세스하거나 이러한 웹             

사이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1.3 어떤 하이퍼 링크의 보증을 의미하지는 EscrowBlock의 포함은웹        

사이트의않습니다.어떤 상황이 EscrowBlock된다 관련된 또는 무역 또는 서비스        

마크, 로고, 휘장 또는 사용하거나하는 웹 사이트가 링크되는 웹 사이트에 나타나는           

다른 장치와 어떤 방식으로 제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아래에.  

2 크라우드 펀딩  

The Tokens have not been and will not be registered under the United States Securities Act of 1933, as amended (the 
“Securities Act”), and may not be offered or sold in the United States or to or for the benefit of US persons (as defined in 
Regulation S under the Securities Act) unless they are so registered, or an exemption from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the 
Securities Act is available. One such exemption allows the resale of Tokens purchased for their own account and for investment 
purposes only by investors who (i) are not otherwise affiliated with EscrowBlock Foundation, (ii) have been exposed for some 
time to the economic risks that ownership of Tokens entails, and (iii) are not part of the distribution of the Tok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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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부자는 기금을 EscrowBlock에 재단의발전을 위해      

EscrowBlock기부하고,기부의 인식에 토큰을 받게됩니다.  

2.2 토큰이 현재 이용 백서에 설명 된 어떤 보상을받을 수있는 능력 이외의 독점적             

권리 또는 의무 나 계약, 명시 적 또는 묵시적를 부여하지경우. EscrowBlock이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배포 된  

2.3 크라우드 펀딩 웹 사이트를 통해 실시되며,구성됩니다. EscrowBlock가 기부를         

받아들이 및 기부금을 인정 토큰을 제공하는 기부자는 웹 사이트에 통보          

cryptocurrencies 또는 다른 지불방법을사용하여기부할수있다. 실패, 지연을제한            

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에 크라우드 펀딩 지침을 따르거나 기부에서 기부자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지침에 대한 질문은     

지원하도록@escrowblock.net을지시해야한다. 

2.4것이라는보장은 EscrowBlock 프로젝트는모두 특정 기간 내에 실현, 또는        

없습니다. 

기부함으로써 2.5 EscrowBlock에및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한누르거나유지하지않을 것에 EscrowBlock 재단은 당신은에서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책임을 연결된 모든 방법으로, 당신의 실패를 적절히 보안 및 개인 이메일            

주소를 동의하고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암호입니다.  

토큰의3 만들기  

3.1토큰전에크라우드 펀딩의 시작으로 만들고 각 기부 receival 후 적당한시기         

기부자에게 제공 될 것이다.  

것이다 3.2의 양이있을 토큰은 백서에 지정된 크라우드 펀딩의 목적을 위해 생성.           

출시되지 않은 토큰은 크라우드 펀딩 후 파괴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제기 3.3 자금은 영국에 사용됩니다. 전송하고,백서와 관련하여 

크라우드 펀딩 4 타이밍  

4.1의 크라우드 펀딩은 개시 시간에 시작되며, 일정 기간 결국제공되는 토큰의 취득               

후 또는최소한의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시간을 제어 종료됩니다. 

42 EscrowBlock는 개시 시간 또는변경할 수있는 권리를 제어        

재량에시간을보유합니다.그러한 변화는 웹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이용 약관의  

The Tokens have not been and will not be registered under the United States Securities Act of 1933, as amended (the 
“Securities Act”), and may not be offered or sold in the United States or to or for the benefit of US persons (as defined in 
Regulation S under the Securities Act) unless they are so registered, or an exemption from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the 
Securities Act is available. One such exemption allows the resale of Tokens purchased for their own account and for investment 
purposes only by investors who (i) are not otherwise affiliated with EscrowBlock Foundation, (ii) have been exposed for some 
time to the economic risks that ownership of Tokens entails, and (iii) are not part of the distribution of the Tok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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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은기부자가 토큰을,크라우드 펀딩에 참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잠재적 기부자의 EscrowBlock에법적으로기부자의 관할에 기부를하고,수신 및      

저장할책임입니다. EscrowBlock이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부자의 실패의 경우에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5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함으로써0.1, 당신은 명시 적으로 인정하고주의 깊게 이용         

약관, 웹 사이트를 검토하고 완전히 토큰과 관련된 위험, 비용, 이익을 이해 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당신은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  

5웹 사이트를 사용하여 당신은 당신이 대표 크라우드 펀딩하고 보증에 참여하여0.2 :  

a. 법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 보유하는것이     

EscrowBlock에기부를하거나받아 해당 관할 지역의 토큰을 허용된다  

b. 합법적으로 참여하기에 충분한 나이가 크라우드 펀딩에,      

EscrowBlock에토큰을기부를하거나받을길게,,  

c.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 기부금을교환하지 EscrowBlock에수신하고 토큰을      

잡고, 또는 투기의 목적으로 토큰에 대한 암호 화폐를  

d. 않는하며참여하지않습니다크라우드펀딩은 EscrowBlock에기부를하고,또는     

수신 및 불법 목적을 위해 토큰을 유지,  

e. 사용 및 cryptocurrencies, 암호 토큰및 blockchain 기반소프트웨어시스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5.3 또한, 웹 사이트를 사용하고 인정하고 동의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함으로써 :  

a. 당신이여부,크라우드 펀딩에 참여 들고와관련된 제한및위험에대한책임을         

EscrowBlock에언급 기부를하고,또는 수신 토큰을 포기,약관, 그렇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이나에 따라 발생에  

b. 당신은 어떤 집단 소송 또는재단에대한 모든 클래스 넓은 중재에 참여할          

수있는 권리를 EscrowBlock  

c. , 당신은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EscrowBlock에기부를하고,수신하고,      

개발, 테스트 및 배치 작업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토큰을 EscrowBlock의보유; 

d. 기술 백서 또는 달성 할 수 없습니다 금융 모델에 기술 된 제안의 결과,  

e. 잡고,토큰이 예상 보상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he Tokens have not been and will not be registered under the United States Securities Act of 1933, as amended (the 
“Securities Act”), and may not be offered or sold in the United States or to or for the benefit of US persons (as defined in 
Regulation S under the Securities Act) unless they are so registered, or an exemption from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the 
Securities Act is available. One such exemption allows the resale of Tokens purchased for their own account and for investment 
purposes only by investors who (i) are not otherwise affiliated with EscrowBlock Foundation, (ii) have been exposed for some 
time to the economic risks that ownership of Tokens entails, and (iii) are not part of the distribution of the Tok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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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토큰을,크라우드 펀딩에 참여 EscrowBlock에어떤 결정이없이 (, 전원을 포함        

부여하지 않는 기부를하고,또는 수신 개발, 관리또는 역할, 행위또는성능과           

관련하여 EscrowBlock의제한),  

g. 당신은 별다른 무리, 혼란, 해제, 방해, 해킹 또는 기타 웹 사이트의 적절한            

작동을 손상하지 않을 것이다,  

h. 당신은 위반하지 않거나 위반하려고 시도 웹 사이트의 보안,  

i. 당신은 정보 또는 액세스 권한이없는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않습니다,  

j. 당신은 즉시 제공 할 EscrowBlock에요청에 따라,것입니다,수있는추가      

EscrowBlock이 웹 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요하다고 정보,그리고  

k. 당신은 보장합니다 정보 나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웹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허용 또는 원인이 된, 비 기밀 또는 비 소품한다 rietary 명시 적으로 달리             

명시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불법, 공격하지, 당신은 이러한 모든 정보 나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하지 않는 한. 

50.4 웹 사이트를 사용하고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함으로써 당신은 더 다음과 같은           

진술에 동의 :  

5.4.1가 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a) 미합중국, 미국령, 어떤국가의거주자가개인을하지사람미국또는컬럼비아          

특별구 (이하 "미국");  

b) NOT 법인, 파트너십 또는 미국의 법률에 따라 형성된 다른 법인,  

c) 법인, 파트너십의 미국에 있지 기관, 지점이나 사무실 또는 미국 이외 법에           

따라 형성된 다른 법인,  

d) NOT 상관 트러스티가 (a), (b)에 기술 된 신뢰 또는 상기 (c),  

e) NOT 법인 (I)의주공개적증권거래소에서거래되지않고, (ii) 상기주의 45 %              

이상있는하거나 (a), (b), (c)에 기재된 개인 또는 기업의 이익 또는 (d 대한            

소유 ) 위,  

f) 미국의 군사의 모든 지점의 회원 및  

g) NOT 에이전트 또는 대신하여 나에 대한 신탁 연기 제 (a), (b), (c)에 기재된             

개인 또는 기업의 이익, (D), (E) 또는 상기 (F).  

5.4.2 대한 구독 내 EscrowBlock 토큰에결정이었다  

The Tokens have not been and will not be registered under the United States Securities Act of 1933, as amended (the 
“Securities Act”), and may not be offered or sold in the United States or to or for the benefit of US persons (as defin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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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ies Act is available. One such exemption allows the resale of Tokens purchased for their own account and for investment 
purposes only by investors who (i) are not otherwise affiliated with EscrowBlock Foundation, (ii) have been exposed for some 
time to the economic risks that ownership of Tokens entails, and (iii) are not part of the distribution of the Tokens. 

6 



a) 기반하지,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보를 내가받은 또는 I, 또는 사람이 미국          

이내, 통신 교환하고 누구와 정보 또는를 제공하면서 통신 내가 교환;  

b)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지하고,  

c)  EscrowBlock에게 미국 내 소스에서전달하지.  

5.4.3 내 EscrowBlock 토큰의구매가된다  

a) 교장으로 내 자신의 계정을 위해 만든, 그리고 

b) 사람에게 추가 분배 예상했다 NOT EscrowBlock 다른 토큰의6 

 토큰구매는  

60.1 EscrowBlock 크라우드 펀딩 대시 보드 고유의 중개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지불이 어떤 암호 화폐가 수신 된 사용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암호 화폐로              

만든 기부에 대한 해결합니다.  

60.2 EscrowBlock 크라우드 펀딩 지원은 이메일 요청에 피아트의 통화에서 만든          

기부에 대한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합니다.  

60.3 EscrowBlock 크라우드 펀딩 대시 보드는 모두 암호 화폐 피아트 기부에 대한            

생성 된 구매 요청에 대한 모든 요청에 대해 참조 ID 역할을하는 독특한 순서 식별              

조합을 제공합니다.  

60.4 기부자는 자신의 크라우드 펀딩 대시 보드 계정에 자신의 기부금의 상태           

업데이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6고유 중간 주소 또는 고유 주문 식별 조합의.5 지식은 구매 영수증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지식을 가진 당사자는 토큰의 권리 나 소유권이 어떤 방식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모든 불만은 개별적으로 처리됩니다.  

7 웹 사이트에크라우드 펀딩 

70.1 EscrowBlock만이 Crowdfund 웹 사이트에 나와있는 웹 사이트 및 공인 교류를           

통해. 제 3 자 웹 사이트 나 서비스, 웹 사이트에서 공인 교류 사이에 나열되지 않는               

EscrowBlock에범위까지,크라우드 펀딩 동안 토큰을 제공기부한다,또는 기부용이      

EscrowBlock에 또는크라우드펀딩동안어떤식으로든토큰의제공을, 같은타사웹            

사이트 또는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 승인 또는재단허가에없는 EscrowBlock         

및  어떤 식 으로든 아무런 관계가 EscrowBlock와없습니다.  

70.2운영하는 유일한 공식 및 공인 크라우드 펀딩 웹 사이트 URL은 EscrowBlock           

//:HTTPS입니다.escrowblock.net당신은 당신의 웹 브라우저의 URL이 도메인      

The Tokens have not been and will not be registered under the United States Securities Act of 1933, as amended (the 
“Securities Act”), and may not be offered or sold in the United States or to or for the benefit of US persons (as defined in 
Regulation S under the Securities Act) unless they are so registered, or an exemption from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the 
Securities Act is available. One such exemption allows the resale of Tokens purchased for their own account and for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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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올바른지 하이퍼 텍스트 전송 프로토콜 보안 연결 ( "HTTPS")를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7범위까지,크라우드 펀딩에 참여 유지함으로써 EscrowBlock에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기부를하고,또는 수신 토큰을 0.3, 당신은동의없는 시간(제한       

어떤재단없이문신 다른 당사자 EscrowBlock포함)어떠한대해책임을지지할수있다        

손실의 발생하는, 또는 어떤 식 으로든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에 기부를          

EscrowBlock에,연결또는 수신 및 웹 사이트를 통해 이외의 방식으로 토큰을         

들고입니다. 

8 개 수신 토큰 제한  

80.1크라우드 펀딩 중에 제공 토큰의 양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다.절 80.2에 따라,           

파티는제공된 총 토큰의 수를받을 수 있습니다.  

8.2 그러나초기화하는 동안 발생한 총 토큰의 100 %를 구성하는 동안, 크라우드           

펀딩 중에 제공되는 모든 EscrowBlock토큰은 권리를주는 일부백분율을받을 적립        

이익 EscrowBlock것이다. 나머지 비율은 이익의 설립자 팀에 배포됩니다.  

9 개 이중 지출 암호 화폐 사기 시도는  

EscrowBlock 시도 크라우드 펀딩 중에 암호 화폐 또는 암호 토큰을 보내고 두            

배로하는모든 잠재적 인 거래를 모니터링합니다. 모든 감지 이중 지출은 더 토큰이           

해당 자에게 사전 제공되어 발생합니다.  

10 EscrowBlock  수신하지 관계를크라우드 펀딩동안 토큰을  

10예약 된 한 비율 제외.1않을 EscrowBlock이 착수하고 크라우드 펀딩의 결과로서          

토큰을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  

1 개00.2의 모든 배당 토큰해지한다. 말 크라우드 펀딩  

1일 배당금 

1일분포하는수익0.1 100 % 분기 별 토큰과 회사 설립자의 소유자들         

사이에서배포됩니다. 

1일0.2 표준 적 플랫폼에서지갑에 배당금은 에테 리움 배포됩니다.토큰의 경우         

소유자가 다른 사용 가능한 통화 또는 배당금을받을 수있는 암호 화폐를 선호, 그는            

이메일을 EscrowBlock에 최소 7 일 유통이 시작 배당금 전에 요청보냅니다한다. 

10.3 에테 지갑 버튼 "배당 얻기"를 포함 배당 분포의 통합 된 메커니즘을 갖는다. 

1일0.4 배당금은 분기 별매 3번째 1 월, 4 월, 7 월, 10 월의주발생됩니다.  

The Tokens have not been and will not be registered under the United States Securities Act of 1933, as amended (the 
“Securities Act”), and may not be offered or sold in the United States or to or for the benefit of US persons (as defin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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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0.5 배당금은초기 2019때까지오기"가제공되지 

토큰의홀더버튼을클릭한다 거래를완료하기위해 "배당금을가져않습니다.그러나         

버튼을 클릭하지 토큰의 경우 홀더, 모든 트랜잭션 EscrowBlock가 1월의 마지막          

주마다 한 해 동안완료됩니다. 

1 개2 경고 : 당신이 익숙하지 않은 또는 cryptocurrencies, 암호 토큰 및 blockchain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1 개2중요한 경험이나 이해, 사용 및 cryptocurrencies의 복잡성, 암호 토큰 및           

blockchain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가진0.1 만 당사자는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야한다.  

120.2제공하는 동안, 당신은 EscrowBlock 사용하고토큰의 저장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지침을 cryptocurrencies, 암호 토큰 및 blockchain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관련된 저장 및 전송 메커니즘의 기능 이해하고 있어야합니다.있지만,         

EscrowBlock는 동안 및 크라우드 펀딩 후 도움을 사용할 수 더 EscrowBlock           

재단에서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또는 기부자하여 취한         

조치, 또는 누락에 연결된 모든 방법으로합니다.  

1~3주의 : 토큰 가격이 극단적 변동을 겪을 수  

1~30.1 암호 토큰 또는 정기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극단적 가격 변동을 보여준 예             

ETH 공공 시장 가치를 갖는다 cryptocurrencies. 당신은 토큰 값에 유사한 변동을           

받아 들일 준비해야합니다. 이러한 변동은 시장의 힘에 기인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EscrowBlock는 및 토큰에 대한 시장 유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 없습니다. 또한, 때문에 다른 규제 서로 다른 관할 구역에서 요구 사항             

및 전세계 어디서나 위치 교환에 계좌를 개설하는 특정 국가의 시민의 무능력에,           

토큰의 유동성은 다른 국가에서 현저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3,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 10.2, 당신은 EscrowBlock에기부를하고,또는 수신 토큰을         

들고 인정하고 완전히 토큰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가격 및 유동성, 그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제한없이         

포함하지 EscrowBlock 재단을파티에서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지지       

연결된 방법으로 할 수있다않음) 토큰과 또는크라우드 펀딩에 참여,        

EscrowBlock에기부,또는 수신 잡고 동의합니다.  

The Tokens have not been and will not be registered under the United States Securities Act of 1933, as amended (the 
“Securities Act”), and may not be offered or sold in the United States or to or for the benefit of US persons (as defin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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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고 : 수신 토큰은위험을 가지고  

1사0.1 토큰 위험을 가지고있습니다.토큰을 수신하기 전에, 당신은신중하게적절한         

자격을 갖춘 고문과 협의, 필요한 범위, 이러한 위험을 고려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            

중 하나가 당신을 받아 들일 수없는 경우에, 당신은 토큰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 유지함으로써, EscrowBlock에기부를하고,또는 수신 토큰을       

귀하는 당신이 위험 아래에 설명 이해하고 동의하고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당신은 제한없이 다른 당사자가 (포함 않음에 동의합니다 어떤         

EscrowBlock재단)에서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지지, 또는 어떤 식 으로든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와 기부를 연결할 EscrowBlock에,또는 수신 토큰 또는 위험을          

보유수있다.  

1-40.2 개발issolution. EscrowBlock의 인해 다른 cryptocurrencies, 암호화 토큰 및         

blockchain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가치를 감소 시키에서 행 기부자는 토큰,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 기부를하거나받을 개최 암호화 토큰 또는 cryptocurrencies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          

값이박탈 할 수있다 미래, 크게 떨어질 EscrowBlock을 계속 작동 할 수있는 충분한            

자원을수있다.  

1 ~4하나 개 이상의 국가에서.3 규제 조치. Cryptocurrencies, 암호 토큰 및           

blockchain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규제 기관에 의해          

규제 감시의대상이되고있다. EscrowBlock 및토큰은하나또는그이상의규제문의            

또는 방해하거나 능력을 제한 할 수 규제 조치에 의해 영향을받을 EscrowBlock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기수.  

사 명10.4 부족 EscrowBlock관심.사용되지가능성이 있습니다. EscrowBlock는개인,       

기업 및 기타 조직의 다수에 의해 않습니다와 그 기능의 생성과 발전에 공익이            

제한됩니다  관심의 이러한 부족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EscrowBlock의있습니다.  

1사0.5 EscrowBlock 프로젝트가완료되거나 방출 않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동안것을 이해하고 EscrowBlock가 속하는 거래의 끝,완료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scrowBlock에 및 토큰의 소유자를판매 따라서         

기부자의 수익성 기대치가 않습니다 완료되지 않을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발생하지있습니다.  

1-40.6 절도. 해커 또는 다른 그룹이나 조직이 토큰을 훔쳐 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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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에테 마이닝 공격. 이해하고 다른 cryptocurrencies, 암호 토큰 및 blockchain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같이 에테 리움은캠페인에사용 blockchain, 받아 들인다         

EscrowBlock 기부자는크라우드 펀딩 즉,광산 공격에 취약 포함하지만 공격,        

대부분의 광산 전원 공격을 지출 두 배로 제한되지는"selfishmining"공격 및 경쟁          

조건 공격. 성공적인 공격은 위험을 EscrowBlock하는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 예상          

적절한 실행 및 토큰 거래의 순서, 예상 적절한 실행 및 계약 계산의 순서를제시한다.  

1-40.8 약점 또는 암호화 분야 악용 돌파구. 캠페인에위험이수있는 균열 코드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속히 발전 암호화는 EscrowBlock 크라우드 펀딩          

잠재적 토큰의 도난 또는 손실이 발생할분야이다.가능한 범위, EscrowBlock는 기본         

프로토콜을 EscrowBlock가 암호화의 어떤 발전을 설명하고 추가 보안 조치를         

통합하는업데이트하고자하지만,암호화의 미래 또는 향후 보안 업데이트의 성공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15 취소 및 환불정책  

15Crowdfund에 참여하여0.1, 당신은것을 EscrowBlock 어떤이유로 환불을 제공 할        

필요가 없습니다인정하고환불 대신 돈이나 다른 보상을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동의한다는 Crowdfund에서 탈퇴의 권리 없습니다. 

1-50.2 대한 모든 EscrowBlock에 기부의 총량이금액에 도달하지않는 한최종        

환불되지 않습니다 백서에 명시된 최소 모금 기부금은 모든 기부금의 전액 환불이           

의해 수행 될 경우에 크라우드 펀딩의 EscrowBlock에말. 

16 세무  

1 ~60.1 EscrowBlock은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 들고의세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증도하지 EscrowBlock에기부를하고,또는 수신 토큰을 않습니다. 

(1)60.2당신은결정 또는 세금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의 의미, 기부를        

유지하기위한책임을 EscrowBlock에평가,또는 수신 모든면에서 어떠한 관련      

관할권에 토큰을 부담.  

1, 당신은6,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기부를하고, 또는 수신 및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큰을 유지함으로써0.3 다른 당사자가(모든제한없이       

포함하지 동의 EscrowBlock 재단을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지지 할         

수있다않음)중, 또는 연결된 모든 방법으로, 세금 책임은 당신은 당신의 크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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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에 참여, 토큰과관련하여 발생할 수 EscrowBlock에기부,또는 수신 잡고        

있습니다.  

17 개인 정보 보호  

17그렇지 않으면 이용 약관,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또는 웹 사이트에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1, EscrowBlock는 사전 서면 동의없이 관련된 모든 식별 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170.2 기부자 의해 접촉 될 EscrowBlock 동안및 크라우드 펀딩 전후 크라우드 펀딩            

관한수있다.  

170.3 EscrowBlock는 이러한 정보는 해당 법률에 의해 필요한 경우기부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있다 (제조 20참조)또는 기부자의 요청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합니다.  

18 개 미국 시민  

18 개0.1 토큰은 미국 거주자 또는 시민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18,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기부를하고, 또는 수신하고 미국 거주자 나 시민이           

아닌 당신이 대표 토큰 및 영장을 보유하고,절 배치 된 모든 표현 등으로.2            

50.4에진실하고 정확합니다.  

19 법적 당국  

EscrowBlock 협력은관련 관할 법률에 의해 그들은 완벽하게 지원하고 문서화되어         

제공되는 모든 법 집행 문의, 소환, 또는 요청에 협조 할 것이다.  

20  

관할권이0크라우드 펀딩,실시하고.1 EscrowBlock 재단을법인은 영국에법에 따라      

영국의등록됩니다. 

200.2 동작을 수행하는 법인 EscrowBlock 공사에 등록 영국,법률에 영국의따라. 

21 "돈세탁" "당신의 고객을  

알고는"EscrowBlock그것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요구 될 경우 기부자의         

"돈세탁"검사를 실시 "고객을 알고"을 할 수있는 권리를가집니다.  

2 불가항력  

없음 EscrowBlock 재단은 실패가 어떤 불가항력에 의한 수행하기 위해 어떤 식           

으로든 책임을집니다. ,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 유지하면       

EscrowBlock에기부를하고,또는 수신 및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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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든제한없이 포함하지 동의 EscrowBlock 재단을파티에서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지지 할 수있다않음), 또는 불가항력에 연결된 방식이다.  

23 전체 계약  

23각 기부자와간의 완전한 이해를 설정때부터 웹 사이트에 시간에 게시 된 이용           

약관과 함께0.1이 계약 조건을, EscrowBlock 및 기타 EscrowBlock 재단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 관련하여, EscrowBlock에기부,또는 수신 토큰을 들고입니다.  

23웹 사이트 또는 문서의 충돌이포함하는범위0.2이 기타 문서와이아닌 백서에        

제한을  문서는 우선합니다.  

2세시간의 웹 사이트에 시간에 게시 된 이용 약관, 어떤 조건이 번역 사본 투자             

설명서의 충돌, 영어 버전이 우선하는 범위 내.3.  

2-4 가분성  

약관의 조항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불법 시행 할 수없는 경우는, 그러한           

조항이 같은관할로서유효성에영향을주지않고무효집행불능이러한판정의정도            

전적으로 효과적이지 아니하며 이들 다른 방식 또는 관할하고 완전한 효력 나머지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없이 시행.  

25 없음 면제  

실패는 EscrowBlock의 약관 또는조항의 엄격한 성능을 요구하거나 시행        

EscrowBlock 약관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실패의포기 또는 포기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EscrowBlock 주장 또는 의존권리의그러한조항또는우측 (또는다른조항           

및 / O예에 따라.(R)의 바로본 포함 그전체가문서에된,경우에따라) 또는그임의의            

다른 명시 적 권리 포기는 EscrowBlock의 약관의 조항, 조건 또는 요구           

사항의이러한 조항, 조건 또는 요구 사항의 준수 의무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명시 특히이 약관에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한 진술, 진술, 동의, 면제, 기타             

작위 또는 부작위가 규정에 본 약관의 수정을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는 법적            

구속력이 될 수있다.  

6 보증이면책  

조항이6.1 기부자는 명시 적 참여들고것에 동의 펀딩에 크라우드        

EscrowBlock에기부자가에제공,기부를하고,수신 및 토큰 자신의 위험에 그 토큰을       

기초의 보증없이 "있는 그대로" 어떤 종류의 중하나표현또는묵시적있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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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금지 된 경우를 제외) 특정 목적에 제목 또는 묵시적 보증, 상업성 또는              

적합성의 보증을 제한되지 않는다.  

제 2제6· 2항2제한하지60.1를않고, EscrowBlock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 유지하는 과정. EscrowBlock에기부를하고,또는 수신 토큰이 중단되지        

않거나 오류가있을 것이다 

27 책임재단의배제  

없음 EscrowBlock 경우에도손실에 대해 (보증 또는 기타에 따라 과실, 계약 또는           

불법 행위의 행동 여부를)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EscrowBlock 또는 그 대표자 또는           

EscrowBlock 재단이 같은 손실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사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결과로 인해, 또는 또는과 관련하여 발생 : 

a.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 EscrowBlock에기부,수신 토큰 잡고,  

b. 액세스 또는 사용하는 모든 액세스의 사용 또는 무능력 Website;  

c. your reliance on or use of or inability to use the content and information of               

the Website or any linked website;  

d. any failure of performance, error, omission, interruption, defect, delay in          

operation or transmission, computer virus or line or system failure of the            

Website or any linked website;  

e. the cost of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and services resulting from any            

goods, data, information or services purchased or obtained or messages          

receiv ed or transactions entered into through or from the Website;  

f. unauthorised access to or alteration of your transmissions or data;  

g. statements or conduct of any third party on the Website; or  

h. any other matter relating to the Website.  

28 Indemnity  

You will indemnify EscrowBlock Parties, from and against all Loss in any way             

arising out of your participation in the Crowdfunding, Donations to EscrowBlock, or            

receiving and holding Tokens, or your use of the Website  

29 Forward looking statements  

29.1 the Website and the Whitepaper may include forward looking statements.           

Often, but not always, forward looking statements can be identified by the 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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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such as “believes,” “expects,” “does not expect,” “is expected,” “targets,”           

“outlook,” “plans,”, “eta”, “scheduled,” “estimates,” “forecasts,” “intends,”       

“anticipates” or “does not anticipate” or variations of such words and phrases or             

statements that certain actions, events or results “may,” “could,” “would,” “might” or            

“will” be taken, occur or be achieved. Forward looking statements involve known            

and unknown risks, uncertainties and other factors which may cause the actual            

results, performance or achievements of EscrowBlock to be materially different from           

any future results, performance or achievements expressed or implied by the           

forward looking statements. Although EscrowBlock believes it has a reasonable          

basis for making these forward looking statements, you must not place undue            

reliance on such forward looking information. By its nature, forward looking           

information involves numerous assumptions, inherent risks and uncertainties, both         

general and specific, which contribute to the possibility that the predictions,           

forecasts and other forward looking statements will not occur.  

29.2 By participating in the Crowdfunding, making donations to EscrowBlock,          

receiving and holding Tokens, or using the Website, you acknowledge and agree            

that you fully understand and accept the risks in clause 29.1,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you agree that no other party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EscrowBlock Foundation) will be held liable for any Loss arising out             

of, or in any way connected with your participation in the Crowdfunding, Donations             

to EscrowBlock, receiving or holding Tokens or use of the Website.  

30 Acknowledgement  

Usage and receiving Tokens may carry financial risk. You acknowledge and agree            

that in no event shall any EscrowBlock Foundation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in any way arising out of your participation in the Crowdfunding, Donations to              

EscrowBlock, receiving and holding Tokens, or use of the Website and all            

EscrowBlock Parties are hereby released by the Donator from liability for any and             

all such Loss.  

31 Gover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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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ocu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UK. All disputes or claim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cluding disputes relating to its validity,              

breach, termination or nullity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UK i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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