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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직톡은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는 지식 공유 소셜 플랫폼으로 영상, 음성, 및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루니버스 블록체인 기반의 직톡은 사용자들이 직톡 앱에서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및 시청, 사용자간 문자 메시지 교환, 및 음성 통화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사용자의 모든 액션은 직톡 경제의 통화인 직토큰(ZIK)의 교환이요구되며,직톡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커뮤니티 구성원들로부터 보상을 받는 플랫폼을제공한다. 

 

1.소개 

문제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과 스마트폰의 확산은 온라인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를 수많은사람들이이용할수있게했으며,               

We Are Social은 전 세계 38억명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 특히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치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기 플랫폼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서비스의 사용자는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계정과 콘텐츠를 수익화(monetize)하여 보상을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플랫폼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사용자대사용자보상제도는존재하지않는다.크리에이터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나 팔로워가 원치 않는 광고나 홍보콘텐츠에노출되거나자신이좋아하는크리에이터에게             

보낼 캐시 선물이나 아이템을 플랫폼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자들은 플랫폼에 의존해야 한다. 

 

해결책 

사용자가 서로의 기여에 대해 직접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은 적극적인 네트워크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콘텐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직톡은 사용자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셜 플랫폼이다. 직톡의 핵심에는 소셜 마이닝(Social Mining)이라는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루니버스 기반의 토큰인 ZIK 토큰이 있다. 사용자는 회원가입, 친구 추천, 등의 활동을 완료하면                 

무료 토큰을 받을 수 있다. 이 토큰들은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용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직톡은                

타플랫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용성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ZIK 토큰 거래 수수료를 없애고 거래가 즉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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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게 설계하였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직톡 생태계 내에서 무료로 버는 토큰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직접 보상을              

해줄 수 있게 된다. 

2.직톡 소개 

직톡이란? 

직톡(Ziktalk)은 사용자끼리 자신들의 지식 및 콘텐츠를 공유하고 서로의 기여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있는 소셜               

플랫폼이다.  

 

소셜 플랫폼으로서 직톡은 다른 상황에서 만날 기회가 없었을 사람들을 연결해 그들이 서로 친구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세계화로 인해 국제적으로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이상 어색한 일이 아니다. 직톡의 목표는 모든                

국가의 사용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사용자들은문자메시지나통화,스트리밍              

등 여러 종류의 활동으로 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직톡의 특징을 이용하여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지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우정을 쌓을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여도에 따른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직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지식 공유 소셜 플랫폼으로 출발할 것이다. 

 
 
 

소셜 포스트 

           
 
 



 

사용자들은 자신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업로드하여 직톡 글로벌 커뮤니티와 공유할 수 있다.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직톡은 사용자들이 소셜 포스트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 수 있게 해준다. 기존 플랫폼과               

다른 점은 직톡의 문법 교정 기능이다. 사용자들은 코멘트로 다른 커뮤니티 회원들의 문법을 교정하여 서로의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Coming soon 

 

 

 

 

 

영상 스트리밍은직톡플랫폼의중요한요소가될것이다.라이브스트리밍을통해사용자들은시청자들과생방송으로              

소통을 하여 그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다. 라이브 스트리밍 특성상 소통이 이뤄지면서 호스트는 시청자들의 질문에               

즉각 응하여 그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스트리밍을 진행하려면 호스트는 직톡 플랫폼에 ZIK 토큰을               

지불해야 하며 시청을 희망하는 사용자들은 호스트에게 ZIK 토큰을 지불해야 한다. 

 

 



 

영상 및 음성 통화 

 

일대일 영상 및 음성 통화는 소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직톡을 통해 사용자들은 수천 키로미터 떨어져 있는                 

친구들과 음성 통화를 하거나 화상으로 지식 공유를 할 수있다.통화를먼저신청한사용자는수신자에게 ZIK토큰을                 

지불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는 가장 흔히 쓰는 의사소통의 형태 중 하나이다. 사용자들은 언어 교환, 일상적인 대화 등을 하기 위해                 

다른 사용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사용자들은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킹 

      

 

직톡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를 팔로우하거나 팔로워를 얻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직톡 지갑 

           

 

직톡 앱 지갑을 통해 사용자들은 ZIK 토큰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ZIK 토큰 입금, 송금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직톡 플랫폼 내에서 ZIK 토큰 거래는 즉시 이루어지며,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잔액과 거래 내역이 정확히 표시될 것이다. 



 

직톡 사용자 활동 예시 

아일랜드(Ireland) 출신의 Jane은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기 위해 직톡에 가입했다. Jane은 직톡 게시판에서           

인도네시아(Indonesia) 출신인 Jim의 포스트를 보고 Jim을 팔로우하게되었다. Jane은 Jim과메신저로연결되고그와             

음성 통화를 요청한 후 두 사람은전화통화를하게되었다.음성통화를마친 Jane은자신에게도움을준 Jim에게 ZIK                   

토큰을 보상하게 되며, Jim은 직톡 지갑으로 이 토큰을 받았다. 둘은 좋은 친구관계로 발전이 되어 Jane은               

인도네시아어를 계속 배우게 되었다. 

 

 

서비스 흐름 

 

 

 

 

앱 링크 

직톡 앱은 Google Play Store와 Apple App Store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Google Play Store: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fronty.ziktalk2 

Apple App Store: https://apps.apple.com/us/app/ziktalk/id1166810345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fronty.ziktalk2
https://apps.apple.com/us/app/ziktalk/id1166810345


 

3. ZIK 토큰 

ZIK 토큰이란? 

ZIK은 직톡 경제의 화폐 역할을 한다. 교류가 일어날 때마다 ZIK 토큰이 한 사용자에서 다른 사용자로 전송된다. 

- 토큰 정보 
토큰: Ziktalk 

심볼: ZIK 

총 발행량: 10,000,000,000 ZIK 

블록체인: 루니버스 기반 직톡 메인넷 

소수점: 18 

메인넷 컨트랙트 주소: 0x35def49e4C26AadD2A0734f38F07dc6C7993f764 

사이드체인 컨트랙트 주소: 0xaF29F9EFE818e403593A700CC44CA487A2C37D72 

 

직톡 앱은 사이드체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앱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즉각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수수료가             

없다. 

 

ZIK 토큰 사용 사례 
사용자들은 지식 공유가 일어날 때마다 ZIK 토큰을 주고 받을 것이다. 다음은직톡생태계에서볼수있는 ZIK토큰의                  

사용 사례다. 

 

- 사용자가 소셜 포스트를 좋아하거나 댓글을 달 때 게시자에게 ZIK 토큰을 지불한다 

- 사용자가 소셜 포스트를 게시할 때 ZIK 토큰을 직톡에 지불한다 

-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를 팔로우 할 때 상대방에게 ZIK 토큰을 지불한다 

- 사용자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ZIK 토큰을 직톡에 지불한다 

- 사용자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청할 때 스트리밍 호스트에게 ZIK 토큰을 지불한다 

-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영상 및 음성 통화를 걸 때 ZIK 토큰을 지불한다 

- 사용자가 ZIK 토큰을 친구에게 선물로 보낸다 

 

 



 

직톡 블록체인 

직톡 네트워크는 루니버스 기반의 블록체인이다. 루니버스를 기반으로 구축된 직톡의 메인 네트워크는 직톡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사이드체인을 구축한다. 직톡 앱에서 발생하는 거래는사이드체인에서이루어지지만사용자가            

직톡 앱에서 외부 주소로 ZIK을 출금하면 ZIK 토큰이 메인 체인을 거쳐 외부 주소에 입금된다. 

 

사이드체인 구현은 직톡 앱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수료가없다.출금을할때만수수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ZIK 토큰 소셜 마이닝 
ZIK 토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ZIK 토큰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 직톡은 소셜 마이닝이라는 개념을 통해 ZIK 토큰을                

채굴하는 방식을 소개한다. 소셜 마이닝(social mining)은 직톡에서 소셜 활동을 통해 ZIK토큰을얻는행위를말한다.               

아래는 ZIK을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이다. 

- 회원가입 마이닝 

직톡 회원가입하면 ZIK 토큰이 채굴된다(일회성 이벤트). 

- 추천인 마이닝 

직톡에 친구 초대하고 친구가 가입을 하면 ZIK 토큰이 채굴된다. 

- 활동 마이닝 

앱 내에서 다양한 미션(로그인, 마일스톤)을 완료하면 ZIK 토큰이 채굴된다. 

- 커뮤니티 마이닝 

직톡 앱에서 다른 사용자와 교류를 하면 ZIK 토큰이 채굴된다. 게시글에 좋아요를 받거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면 커뮤니티 마이닝에 참여할 수 있다. 커뮤니티마이닝은사용자간토큰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토큰 풀은 없다. 

 

ZIK 토큰 전체 발행량의 50%가 소셜 마이닝 풀에 할당되어 이용자들은 ZIK 토큰을 직톡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소셜 마이닝 반감기 

반감기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삭감되는 이벤트를 의미한다.비트코인은 4년주기로채굴보상이반으로줄어들게끔              

설계되어있다. 직톡 소셜 마이닝도 반감기를 겪게 되지만, 비트코인과 달리 직톡은 가입자 수에 따라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든다. 소셜 마이닝 풀이 고갈된 상황에서도사용자들은다양한방식으로직톡회원들과교류함으로써 ZIK              

토큰을 채굴할 수 있게 된다. 

 

전체 토큰 100억개 중 50억개 ZIK 토큰이 소셜 마이닝 풀에 할당돼 있다. 

 

- 회원가입 풀(Sign-up Pool) 

직톡에 회원가입을 하는 사람들에게 ZIK 토큰 보상을 주는 풀인 회원가입 풀에는 37억5000만 개의 토큰이              

할당돼 있다. 회원가입 풀 토큰은 총 81억 명에게 분배될 것이며, 가입자들은 반감기 스케줄에 따라 정해진 수의                

토큰을 받는다.  

 

선착순 100만 명에게는 각각 500개의 ZIK 토큰이 지급되며, 첫 100만 명 이후 다음 100만명에게는가입시                 

250개의 토큰이 지급된다. 사용자 수가 이러한 방식으로 두 배로 증가하면 보상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반감기'라는 용어가 붙는다. 이 제도 하에서 일찍부터 직톡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다음은 회원가입 풀의 반감기 스케줄이다. 

 

 

  

회원가입 풀(Sign-up Pool) 

사용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할 때 보상이 반으로 줄어든다(100만 명 사용자부터 시작) 

사용자 수 회원가입 시 1인당 지급되는 ZIK 토큰 총 지급 수량 

1,000,000 500 500,000,000 

2,000,000 250 250,000,000 

4,000,000 125 250,000,000 

8,000,000 62.5 250,000,000 

16,000,000 31.25 250,000,000 

32,000,000 15.625 250,000,000 

64,000,000 7.8125 250,000,000 

128,000,000 3.90625 250,000,000 

256,000,000 1.953125 250,000,000 

512,000,000 0.9765625 250,000,000 

1,024,000,000 0.48828125 250,000,000 

2,048,000,000 0.244140625 250,000,000 

4,096,000,000 0.1220703125 250,000,000 

8,192,000,000 0.06103515625 250,000,000 

총 수량 3,750,000,000 



 

- 추천인 풀(Referral Pool) 

5억개의 ZIK 토큰이 추천인 풀(Referral Pool)에할당되고, 5억개의토큰이모두사용자에게배포되면추천인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그러나 향후 새로운 추천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있을 수 있다.사용자수가두배로증가하면                 

추천인 보너스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며,100만 명의 직톡 사용자가 생기는 동시에 소셜 마이닝 보상 반감기가있을               

예정이다. 총 100만 명의 가입자까지 친구를 추천하는 사람은 가입하는 친구 1명당 250개의 토큰을 받는다. 직톡에               

200만 명의 사용자가 가입하면 추천 보너스가 125개의 토큰으로 줄어들고, 다음 반감기는 총 사용자 400만 명에서               

이뤄진다. 

 

다음은 추천인 풀의 반감기 스케줄이다. 

 
*위 표에서는신규사용자의 40%가추천인이라고가정한다.실제추천인백분율에따라추천인풀이표시된것보다빨리또는천천히                  

고갈될 수 있다. 

  

추천인 풀(Referral Pool) 

사용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할 때 소셜 마이닝 보상이 반으로 줄어든다(100만 명 사용자부터 시작) 

총 사용자 수 추천된 회원 수 추천인 가입당 지급되는 토큰 총 지급 수량 

1,000,000 400,000 250 100,000,000 

2,000,000 400,000 125 50,000,000 

4,000,000 800,000 62.5 50,000,000 

8,000,000 1,600,000 31.25 50,000,000 

16,000,000 3,200,000 15.625 50,000,000 

32,000,000 6,400,000 7.8125 50,000,000 

64,000,000 12,800,000 3.90625 50,000,000 

128,000,000 25,600,000 1.953125 50,000,000 

256,000,000 51,200,000 0.9765625 50,000,000 

총 수량 500,000,000 



 

- 활동 풀(Activity Pool) 

직톡 앱에서 특정 활동을 완료한 사용자에게 토큰을 나눠주는 보상 풀인 활동 풀에 7억5000만 토큰이 할당된다.               

앱에서 활동 토큰 채굴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활동 풀 토큰이 고갈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은 운영될 것이다. 

- 커뮤니티 풀(Community Pool) 

커뮤니티 마이닝은 사용자 사이에서 이미 유통 중인 토큰을 채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마이닝을 위한 

별도의 풀이 없다. 커뮤니티 풀이 없기 때문에 반감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ZIK 토큰 상장 

사용자는 프로빗(ProBit) 거래소와 BW.com 거래소에서 ZIK 토큰을 획득해 직톡 앱 지갑 주소로 토큰을 보낼 수 있다. 

 

  



 

4. ZIK 토큰 경제 

토큰 분배 

 

 

토큰 분배 상세 내역 
소셜 마이닝 풀 (50%)  

- 사용자 회원가입, 추천인 가입 및 활동에 대한 보상 토큰 

 

토큰 판매 (30%)  

 
 

 

 토큰 갯수 퍼센티지 

총 발행량 10,000,000,000 100% 

소셜 마이닝 풀 

 

회원가입 풀(Sign-up Pool) 

추천인 풀(Referral Pool) 

활동 풀(Activity Pool) 

5,000,000,000 

 

3,750,000,000 

500,000,000 

750,000,000 

50% 

 

37.5% 

5% 

7.5% 

토큰 판매 3,000,000,000 30% 

팀 1,000,000,000 10% 

파트너 500,000,000 5% 

바운티 300,000,000 3% 

어드바이저 200,000,000 2% 

토큰 판매 단계 판매 수량 기간 

토큰 판매 1차 1,000,000,000 2019년 7월 - 2020년 6월 

토큰 판매 2차 1,000,000,000 2020년 7월 - 2021년 6월 

토큰 판매 3차 1,000,000,000 2021년 7월 - 2022년 6월 



 

팀 (10%) 

 

파트너 (5%)  

- 생태계 확장을 위한 토큰 

 

바운티 (3%)  

- 바운티 및 에어드랍을 위한 토큰 

 

어드바이저 (2%)  

- 직톡 어드바이저를 위한 토큰 

 

분배 스케줄 분배 물량 

2021년 1월 100,000,000 

2022년 1월 100,000,000 

2023년 1월 100,000,000 

2024년 1월 100,000,000 

2025년 1월 100,000,000 

2026년 1월 100,000,000 

2027년 1월 100,000,000 

2028년 1월 100,000,000 

2029년 1월 100,000,000 

2030년 1월 100,000,000 



 

 

 

 

 

 



 

5. 루니버스 블록체인 

루니버스(Luniverse)란? 

루니버스는 람다256이 개발한 이더리움 기반의 허가형 블록체인이다. 직톡은 루니버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직톡            

앱에서 빠르고, 수수료없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자체 사이드체인을 갖춘 독립적인 메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루니버스 메인 체인은 독립 체인의 데이터를 관리한다. 메인 토큰 생성, 전송, 블록 마이닝 등 블록 거래 기록이 메인                  

체인에 보관된다. 루니버스는 블록 생산을 위해 PoA(Proof of Authority, 권위 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했다. 메인               

체인에는 25명의 검증인이 블록을 생성하고 거래를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증인은 또한 거버넌스 참여권을             

가지고 있다. 

 

루니버스의 장점 

퍼포먼스 

- 1,200 to 2,000 TPS 

- 블록 타임 1초 

- 트랜잭션 블록 캐시(cache) 기능 

- 확장성을 위한 체인 샤딩(sharding) 

 

신뢰 

- 양방향 앵커링 

- 사이너(Signer) 스테이킹 

 

사용성 

- 쉬운 사용 및 접근 방법 

- 가스 수수료 없음 

-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앵커링 

 

보안 

- 디도스(DDoS) 방어 기능 

- 보안 평가 



 

6. 로드맵 

직톡의 과거와 미래 

2015년 4분기  

- 직톡 설립 

 

2016년 3분기 

- 직톡 안드로이드 앱 출시 

 

2017년 1분기  

- 직톡 iOS 앱 출시 

 

2017년 2분기 

- 직톡 app v2.0: “소셜 네트워크” 출시 

- K-Startup 크라우드펀딩 대회 대상 수상 

 

2017년 3분기 

- 직톡 앱 v3.0: “레슨” 출시 

 

2017년 4분기 

- 직톡, 2017 Berlin TechCrunch Disrupt 컨퍼런스에서 제품 전시 

- 직톡 앱 v4.0: “언어 교환” 출시 

 

2018년 1분기 

- 직톡, 벤처스퀘어로부터 투자 확보 

 

2018년 3분기 

- 직톡 앱 v5.0 출시 

 

2018년 4분기 

- 직톡, 두나무와 파트너십 체결 



 

- 직톡, GMV 2018에서 제품 전시 

 

2019년 1분기 

- ziktalk OÜ 에스토니아 법인 설립 

 

2019년 2분기 

- ZIK 토큰 프라이빗 세일 

 

2019년 3분기 

- ZIK 토큰 BW.com, 프로빗 거래소에 상장 

- 직톡 앱, 지갑 기능 출시 

 

2020년 3분기 

- 직톡, 루니버스 기반 메인넷 출시 및 토큰 스왑 

- 100만 구독자의 유튜버 한유라 직톡 팀 합류 

 

2021년 1-2분기 

- 직톡 앱에 ZIK 토큰 출시 

-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 

 

2021년 3-4분기 

- 증강 현실, 스티커, 필터, 및 다른 기능 추가  

 

Q1 - Q2 2022 

- 빅데이터 기반 AI 튜터 직톡 앱에 출시 

  



 

7. 파트너 

루니버스(Luniverse) 

루니버스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블록체인 연구소인 람다256이 개발한 차세대            

컨소시엄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이다. 

 

헥슬란트(Hexlant) 

헥슬란트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블록체인 기술개발 업체이다. 

 

BW.com 

BW.com은 세계 최초의 채굴풀 기반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이다. 

 

에이빙뉴스(AVING News) 

에이빙뉴스는 디지털 기기부터 가전제품, 라이프스타일 제품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뉴스 에이전시다. 

 

버드케인(Budcane) 

버드케인은 PR, 홍보, 세일즈, 및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선도적인 마케팅 에이전시다. 

 

벤처스웨커(Venture Square) 

벤처스퀘어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이다. 

 

서큘러스(Circulus) 

서큘러스(Circulus)는 한국의 대표적인 소셜 로봇인 '피보(Pibo)'를 개발한 기업이다. 

 

랭쎄(Langsse) 

랭쎄는 온라인 어학연수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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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ZIK 디지털 토큰(이하 "ZIK")은 각각 에스토니아의 증권선물법에 따라 정의된 바와 같이 증권, 사업신탁 또는              

집단투자계획의 단위를 구성하거나 그 동등한 또는 그 밖의 모든 관할구역에서 규제되는 상품을 구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ZIK은 Fronty Inc., ziktalk OÜ 및 그 자회사의 소유권이나 기타 지분을귀하에게부여하지않는다.본백서는 ZIK토큰                  

이코노미 및 ZIK의 기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종류의 설명서도 구성하지 않는다.  

 

본 백서는 ZIK 구매 제안의 의견이나 조언, 권고또는권고를구성하거나구성하지않으며, ZIK구매제안의일부또는                  

제시 사실의 근거가 되는 계약 또는 투자 결정과 관련되거나 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ZIK의 판매와 구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이나 구속력 있는 법적 약속을 체결할 의무가 없으며, 이                

백서에 근거하여 디지털 토큰이나 다른 형태의 지불은 승인되지 않는다.  

 

ZIK의 에어드랍, 판매 또는 구매와 관련하여 ZIK의 수령인 또는 구매자로서 ziktalk OÜ와 귀하 사이의 모든 계약은                

해당 계약의 약관("T&C")을명시하는별도의문서에의해관리되며다른문서는없다. T&C와본백서사이에불일치가                

있을 경우, T&C가 우선한다. 디지털 토큰 교환에서 ZIK을수신,구매또는판매할수있는자격은각계약조건에따라                   

달라진다.  

 

어떤 규제 당국도 이 백서에 명시된 어떤 정보를 조사하거나 승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는 법률, 규제 요건 또는                 

관할구역의 규칙에 따라 수행되었거나 수행되지 않을 것이다. 본 백서의발행,배포또는배포는해당법률,규제요건                 

또는 규칙이 준수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 백서의 모든 부분 및 사본은 이 백서의 배포 또는 배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어떤 국가에도 가져가거나                

전송해서는 안 된다.  

 

본 백서의 어떤 부분도 본 섹션과 섹션을 포함하지 않고 복제, 배포 또는 배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