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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3.0의 분산 된 운송 플랫폼

선박 소유주, 운송인 및 화주를 연결하는 분산 된 플랫폼으로 
글로벌 해운 산업을 변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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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해상 운송 산업은 세계 무역 가
치의 약 90 %를 차지합니다. 해운은 세
계 경제의 생명의 피입니다. 출하가 없
다면, 대륙간 무역, 원자재 대량 수송 및 
저렴한 식품 및 제조품의 수입 / 수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이 상당히 값진 산
업은 과잉 생산, 변동이 심한 운임, 보안 
등 여러 해 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
다. 위협 및 증가하는 규정.
다른 한편으로, 지역 생산자, 용선자 및 
화주, 특히 개발 도상국에서 운영하는
화물업자는 중개자 수가 많고, 운임이 
비싸며, 투명성이 부족하고, 제한된 수
의 운송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에 직
면 해 있습니다 해상 운송 및 소형화물 
운송의 어려움
업계에서 우주선은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근본적인 디지털 
변환을 수행하고, 선박 소유자의 미래 
수익성을 보장하고, 전세계 용선 업체 
및 생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야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에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Ethereum Blockchain을 기반으
로하는 배송 플랫폼 인 BitNautic을 모
든 업계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합니다 : 
상품 생산자, 선주, 용선자, 중개인, 중
개인 및 수입업자 수출상.
BitNautic은 해운 업계의 디지털화 및 
분권화에 기여함으로써 개방 시장 및 
자유 무역, 국제 무역 및 협력 확대, 산

업계 내 공공 - 민간 파트너십, 지식 공
유 및 개발 도상국의 성장에 기여할 것
입니다. 정부 규제 기관과 해운 업계 간 
격차 해소. 
BitNautic은 아프리카 대륙의 신흥 국
가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시작했습
니다..
BitNautic 개발 및 확장은 BitNautic 플
랫폼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Bit-
Nautic Token BTNT의 Crowdsale에서 
지원됩니다.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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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업계는 세계화와 국제 교역의 중
추입니다..
 
Seaborne 운송은 세계의 산업과 사회
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대량의 
원재료 및 가공 물질뿐만 아니라 식품, 
물 및 기술 제품의 운송을 가능하게합
니다. 
 
해상 무역은 계속 확장되어 경쟁력있는 
운임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혜택
을 제공합니다. 수송 수단으로서의 운
송의 효율성 증가와 경제적 자유화의 
증가에 힘 입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에 대한 전망은 계속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화물을 운송하면서 국제적
으로 거래되는 5 만점 이상의 상선이 있
습니다. 세계 함대는 150 개가 넘는 국
가에 등록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국적
의 백만 명 이상의 선원에 의해 유인됩
니다.. 
 
선박은 기술적으로 정교하고 가치가 높
은 자산이며 상선의 운영으로 미화 50 
억 달러가 넘는 운임의 예상 연간 소득
을 창출합니다. 
 

 
지난 세기 동안 해운 업계는 총 무역량
의 증가 추세를 보았습니다. 산업화의 
증가와 국가 경제의 자유화는 자유 무
역과 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
졌다. 그러나 모든 산업 부문에서와 마
찬가지로 선적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실제로 몇 년 동안 믿을 
수 없을만큼 부유 한 해운 시장이 생겨
나 고 많은 거래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
았습니다. 국제 해운 업계의 상당수가 
2008 년 전세계 경제 침체에 빠져 해운
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Today, still experiencing a slightly 
slower growth rate compared to the 
longer-term historical average, global 
waterborne trade is forecasted to dou-
ble in 2035. 아프리카, 아시아 및 남아
메리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화
의 증가는 향후 10 년 동안 수자원 서비
스에 대한 수요 증가의 가장 강력한 동
인이 될 것입니다.
 
증가하는 국경 간 전자 상거래 및 4 번

해운과 세계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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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산업 혁명 (산업 4.0)은 또한 성장을 
유지하고 해상 무역 패턴을 재 형성 할 
잠재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장을 유지하고 동시에 선
주들의 미래 수익성을 보장하고 개발 
도상국의 전세 및 생산자를위한 해운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세계 해
운 업계는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근본적인 디지털을 수행해야
합니다 변환.

해운과 세계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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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업계에 직면 과제
세계의 제조 된 제품 및 제품은 대부분 
컨테이너 선에 의해 운송되지만 산업은 
예측할 수없는 미래를 맞고 있습니다.
 
과잉 설비, 신뢰 문제 및 오래된 시스템
으로 인적 오류, 누락 및 부정확 한 문서 
및 표준품까지도 업계의 전망에 근본적
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는 투
명성, 책임 성 및 물류 체인에서의 책임
에 대한 사회의 높은 요구와 함께 업계
가 새로운 솔루션을 모색하도록 유도합
니다.
 
해운 업계는 서명을 여러 번 요구하는 
많은 서류를 가지고 주장을 관리하고 
작성하는 행정적인 부담이 높습니다. 
이러한 모든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의 어느 곳에서나 작은 서비
스 중단 또는 불충분 한 용량으로 인해 
출하 지연, 비용 증가 또는 잘못된 배송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선적에 
대한 위험은 도둑질이며 무장 강도뿐만 
아니라 해상 업계에 대한 최신 보안 위
협은 해커로부터 발생합니다.
 
되돌아가는 한 전체 운송 커뮤니티는 

지불 및 거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동
일한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선박 및 운송 비용의 유형 및 비용과 관
련하여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간에 정보 
부족이 있습니다. 해운 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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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위한 도전 과제

소말리아 해안 및 아덴 만에서의 선박
에 대한 불법 복제 및 무장 강도 사건
의 수는 전세계가 인식하고있는 것이
며, 이러한 사건의 영향을 크게받는 해
양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
니다. 해적 행위가 어느 정도 통제되었
지만 선박 소유자는 여전히 서 아프리
카의 위험한 해적 지역을 통근하는 동
안 자신의 선박에 사설 무장 경비원을 
사용합니다.
무장 강도뿐만 아니라 해상 업계에 대
한 최신 보안 위협은 해커로부터 비롯
됩니다. 자동 및 기술적으로 선진화 된 
선박은 해커가 GPS, AIS - 해상 자동 식
별 시스템 및 ECDIS에 액세스하는 데 
성공한 사이버 공격에 취약 해짐 - 전자 
차트 표시 및 정보 시스템 (디지털 항해 
차트를 보는 시스템).

해상 운송은 매년 약 1000 백만 톤의 이
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지구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2.5 %를 담당합니다. 이
러한 배출량은 새로운 에너지 절약 기
술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2050 년까지 
250 %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환경에 대한 글로벌 해운 활동의 영향
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
실 효과 및 수생 생물에 대한 위험.
업계는 해상 운송으로 인한 CO2 배출

량의 모니터링,보고 및 검증을위한 프
레임 워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승인 
된 규제와 완전히 신뢰할 수있는 기술
이 없다면 업계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합
니다.

보안 위협

환경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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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 (The Marionime Transport 
2017)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 교
역은 2016 년에 2.6 % 증가하여 103 
억 톤이되었다. 이것이 2015 년의 2.1 
% 증가에 대한 환영할만한 개선 이었
지만, 수요 증가는 업계의 운반 능력이 
3.2 % 증가하여 상쇄되었으며, 이는 올
해 초에 18 억 8,000 만 톤에 달했습니
다.
 
따라서 수급 불균형은 컨테이너 운송 
시장이 최대 규모 인 산업 이익을 낮추
어 총 35 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보고했
습니다.

그러나 세계 해상 무역이 계속 증기를 
모으는 가운데 2017 년에서 2022 년 사
이에 연평균 3.2 %의 성장률을 보일 것
으로 예상된다. 업계가 초과 중량을 벗
어날 수 있다면 상황은 비교적 빨리 개
선 될 수있다.
 
이 보고서는 더 적은 수의 선박을 건조
하거나 더 많은 폐기물을 제거하거나 “
용량 공유”를 늘림으로써 수행 할 수 있
다고 밝혔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개선
하고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운송 업
체 간의화물을 모으는 것이다.

용량 초과

잘못된 추적은 투명성에서 똑같이 해로
운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추적 이슈
는 체계적이고 상품 이동의 과제에 내
재되어 있지만 투명성의 실패는 주로 
잘못된 데이터 처리 관행 (또는 악화, 당
사자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
도록 동기 부여를함으로써). 파편화, 불
확실성 또는 계약의 독점성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인은화물을 운반하는 운송인
과 운전자에게화물을 정확히 말할 수 
없거나하지 않습니다..

Throughout

Capacity
투명성 부족

2015 년 2 월 해상 운송 산업을 중단시
킨 웨스트 코스트 항만 노동자들의 1 개
월간의 경기 침체를 누가 잊을 수 있습니
까? 또는 2015 년 12 월 호주 해양 협회 
(MUA)에서 세계 최대 광산 회사 인 알코
아 (Alcoa)를 2 개월 동안 인질로 붙잡아 
포틀 란드 항의 운영을 혼란 시켰을 때의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까? 반복적으로 
노동 쟁의와 파업으로 해운 업계가 혼란
을 겪었고 수익성과 제품 출시에 큰 격차
를 만들어 냈습니다. 운송비가 증가하고 
공급망이 과부하 상태가됩니다..

노동 분쟁과 직업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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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를위한 도전 과제

화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점 간 이
동이 가능합니다. 옵션을 가지고있는 
것이 편리하지만, 많은 화주는 압도 당
하거나 단순히 자신이 가지고있는 다양
한 선택을 알지 못합니다. 출하 상황을 
이해하면 하루가 끝나면 시간과 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화물 운송 요금을 찾는 데
는 적절한 도구 나 프로세스가 갖추어
져 있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
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화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우) 한 
번의 선적에 대해 최적의 요금을 찾기 
위해 여러 번 전화를해야합니다. 교통 
관리 시스템을 갖추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종종 용기 나 
대량 운송 능력이 부족할 때 가장 부족
합니다. 이로 인해 지연, 추가 비용, 잠
재적 처벌 및 고객뿐만 아니라 파트너
와의 긴장된 관계가 발생합니다. 또한, 
시간 제한적 또는 순차적화물 운송 업
체의 위험화물 운송 지연 위험, 성능 위
약 및 사업 상실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일
부는 항공화물 운송 수단 또는 다른 대
안을 강요하여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지
만 비용이 종종 벌칙을 능가합니다. 일
반적으로 연례 서비스 계약과 현물 시
장 간의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은 어렵
고 재정적 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주는 언젠가 그 과정을 밟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하 증권을 작성
하는 것에서부터화물 클래스를 확인하
는 것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실수로 국
제 운송시 추가 요금, 지연 또는 세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주는 작업 완료
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최상의 옵션 찾기

최고의 요금 찾기 선적 수요가 예상을 초
과합니다.

준비 및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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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NAUTIC 소개

설문 조사와 보고서로 확인 된 창업자
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해양 산업이 
직면 한 중요한 문제를 안다. 
 
BitNautic은 수입업자, 수출업자, 화주, 
선주, 운송업자 및 대리인과 같은 모든 
이해 관계자가 동일한 페이지를 방문하
여 자신의 조건을 협상 할 수 있도록 개
방형 분산 플랫폼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만기가되는 긴 사슬을 피
합니다 여러 당사자의 개입. 이 모든 것
은 블록 체인의 보안과 투명성과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배송, 그것이 
있어야하는 

방법

전 세계 선박 소유주가 선박을 나열하
고 위치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Cargo Owners는 비슷한 방법으로 자
세한 요구 사항과 함께화물을 나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세계 어느 
항구에서나 실시간 위치를 통해 세계화
물 시장의 실제 상황을 추적 할 수 있습
니다.. 

화주와 운송 업체는 효율적인 디지털 
계약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예약 시
스템을 통해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간, 장비 
및 요금을 최대 6 개월 전에 미리 잠급
니다. 통신 사업자의 오퍼는 올인 (all-
in)이며 요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화
주는 결코 놀라는 일이 없으며 요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보이스는 항상 계
약을 100 % 정확도로 일치시킵니다..

연락처 정보, 선박 이름 및 자산에 대한 
개인 데이터는 해당 소유자에게만 제공
됩니다. BitNautic 사용자는 귀중한 정
보를 언제, 누구와 공유할지 결정합니
다.. 

Global

Reliable

Se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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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계약을 나타내는 공용 데이터는 
블록 체인에 저장되며 필요한 권한이있
는 모든 당사자에게 액세스 및 감사 가
능합니다. 각 계약에 대한 협상의 역사
는 항상 블록 체인에서 사용 가능하며 
쉽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수를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정직성을 보장하
는 데 도움이됩니다..

화주는화물의 출발지 및 목적지, 선박 
날짜 및 장비 유형을 입력 한 다음 서
비스 수행 및 정보에 입각 한 결정을 내
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과 함께 
즉시 운송 업체로부터 구속 제물을 즉
시 수령합니다. 선박 소유자는 선박 위
치 및 날짜를 입력 한 다음 즉시 매칭 카
고에서 리드를 받는다..

화물 및 선박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고 
해군 자산의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BitNautic은 해운 업계를 위해 설계된 
고급 AI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
공 지능 최적화는 화주와 선박 소유자
가화물 자원을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
고, 비용을 절감하고,화물 풀링을 최적
화하고, 선적 능력을 공유하는 데 도움
을 줄 것입니다. 

BitNautic의 마크 업이 없습니다. 중개
자가 아닙니다. 선박 소유자 / 운송 업체
가 지불 한 투명한 플랫폼 수수료만으
로 계약 수행 및 계약 실행 관리.

선박에 장비와 공간을 보유하기 위해 
화주는화물이 적재되기 전에 잔액으로 
적립되는 명목 예금을 제출합니다. 모
든화물, 전세, 판매 및 기타 서비스는 
cryptocurrency 또는 BitNautic Token 
(BTNT)으로 지불 할 수 있습니다.

Transparent
Easy to Use

Intelligent

Inexpensive

Multi-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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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Nautic 
솔루션
화주의 과제, 우리의 솔루션

도전 과제 우리의 해결책

예기치 못한 해상 운송이 필요합니다.
이동 통신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오퍼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주에서 6 개
월의 계약을 구매할 수 있으며 선박 공간 및 컨테이너 가용성은 100 % 신뢰도를 
갖습니다..

5 분 안에 제안을 비교하고 신뢰할 수있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화물 목록 만 표시하면 시스템이 통합 기회를 찾는데 도움이됩니다.

걱정마. BitNautic에 등록 된 에이전트는 고정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여러 제공 업체의 제안을 찾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적은 양으로 배송해야하는데 저렴한 배송 솔루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선하 증권 및 기타 선적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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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Nautic 
솔루션
통신 사업자의 과제, 우리의 솔루션

도전 과제 우리의 해결책

내 우주선은 많은 비생산적인 일을 겪고 있습니다. 배를 나열하고 위치를 업데이트하십시오. BitNautic 가 최적의화물을 찾을 것입
니다..

여유 공간을 추가하면 시스템에서 필요한 통합화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주의 모든화물 견적 요청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조건을 협상하
기 위해 직접 연락 할 것입니다.

BitNautic은 작은 구독료와 수정액 및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마크 업 없
음. 중개자 없음.

선박 활용도가 낮아 개선해야합니다.

나는 새로운 고객을 찾기 위해 고심한다.

나의 이익 추세는 부정적이며, 나는 중개인을 통해 사업을하며, 내 마진 (> 10 %)
을 모두 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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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Nautic  
분산 응용 
프로그램
BitNautic 분산 응용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BitNautic Cargo Booking System은 오
늘날의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화주는화물 위치를 기준으
로 목적지까지 교차로를 기준으로화물
을 운송 할 수있는 배송을 볼 수 있습니
다. 가장 일치하는 최저 가격이 사용자
에게 제공됩니다. 중량, 시간대, 목적지 
주소, 발신지 주소 등의 사양을 기반으
로 다른 서비스 제공 업체의 여러 패키
지 중에서 선택할 수있는 옵션을 제공하
는 명확하고 구속력있는 제안을 제공합
니다. 또한 BitNautic 예약 시스템을 통
해 모든 출퇴근을위한 상담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BitNautic은 운송 업체 및 선주가 선박
을 나열하고 위치를 업데이트하여 선적 
리드를 얻고 새로운 고객을 찾을 수있
는 실시간 배 중개 시스템입니다.. Sub-
Nautica에서 간단하게 알 수 있듯이 배
송 업체는 가장 적합한 배송 리드를 받
고 Shippers와의 명확하고 믿을 수있는 
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플랫폼의 에이전트는 모든 운송 서류가 
올바르게 실행되도록 운송 업체 및 배송 
소유자를 지원합니다. 어떤 물품을 선적
해야하는지에 상관없이 BitNautic의 대
리인이 단계별로 도움을줍니다..

화주 및 선박 소유자 (운송 업체)는 배송 
통합을위한 특정 기회를 열거 할 수 있
습니다. 컨테이너 여유 공간 또는 선적 
자유 공간 (벌크 운송의 경우)에 따라 선
적 장소, 배출 장소 및 공급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화물 예약 시스템 화물 통합선박 중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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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Nautic은 도매 제품을 광고하고 거래 
할 수있는 가능성을 사용자에게 제공합
니다.
제작자는 제품을 특정 위치에 놓고 직접 
판매 할 수있는 기회를 갖게됩니다. 따
라서 몇몇 중개인을 삭감하고, 수입을 
늘리고, 국제 상인에게 사업 기회를 제
공한다.. 
도매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용자는 
함께 모여 자신의 조건을 협상하는 무역 
거래를합니다. 지불 시스템은 crypto-
currencies를 기반으로하며, 쉽고, 쉽고, 
에스크로 서비스로 보안됩니다..

BitNautic은 특정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구매자가 에스크로우 거래를 
초기화하면 그의 BTNT 토큰은 현명한 
계약에 고정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면 매도인
에게 자금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에스
크로 에이전트 역할을하는 BitNautic이 
트랜잭션을 감독합니다. 분쟁이 발생하
는 경우 에스크로 에이전트는 개입하여 
구매자에게 환불하거나 판매자에게 자
금을 양도 할 수 있습니다.

도매 전자 상거래

에스크로 서비스

BitNautic 는 최첨단 선박 및화물 추적 
시스템을 고객에게 제공 할 것입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 추적
이 기능은 선주 및 고객이화물을 예약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배송 상태와 위치를 실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총 컨테이너 수 및화물 
유형을 비롯하여 선박의 상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선주에게 허용합니다. Bit-
Nautic은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든 
선박을 추적하여 물품을 신속하고 효율
적으로 운송합니다.

화물 추적

동일한 추적 기능이화물 소유자에게도 
실시간으로화물 위치를 보여줄 수 있습
니다. 이 기능은 분실화물의 중요한 문
제를 해결하고 배송이 지연되며 고객의 
편의와 신뢰가 향상됩니다..

추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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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수료 / 마크 업
중개인 5 % - 15 %

중매인

지연된 지불

복잡 / 혼동스러운 계약

불투명 한 요금

복잡하게 단편화 됨
선적 서류 비치

정액 수수료 : 2 %

분산 된 직접 접촉

즉석 지불

투명, 고정 및 올인 계약

온라인 오퍼, 직접적인 조건 협상.

독립 에이전트 지원,

화주 및 운송 업체

화주 및 운송 업체

이동 통신사

화주

화주 및 운송 업체

화주 및 운송 업체

전통 배송 혜택BITNAUTIC

BitNautic 이점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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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Nautic 
아키텍처
블록 체인, 에테 리엄 및 스마트 계약.
블록 체인은 다양한 레코드가 저장되
는 방식에 혁신을 일으킬 수있는 분산
되고 분산 된 불변의 데이터베이스입
니다. Blockchain은 주요 기능이 투명
하고 불변하며 신뢰할 수있는 실시간 
데이터 소스를 가능하게하므로 애완 
동물 기록 저장을위한 완벽한 솔루션
입니다..
 
Ethereum 블록 체인 주변의 기능, 특징 
및 거대한 개발자 커뮤니티가 BitNau-
tic에 가장 적합한 옵션이라고 제안합
니다.. Ethereum은 Bitcoin과 Bitcoin 
프로토콜 블록 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
회를 도입했습니다. Ethereum을 사용
하면 분산 된 방식으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블록 체인 기술을 활
용하면 가치를 교환하거나 저장하는 
것 이상의 일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값을 이동하고 특정 데이터를 수
정하는 규칙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Ethereum 사용자는 중앙 서버를 신뢰 

할 필요가 없으며 단순히 블록 체인 합
의 알고리즘과 시스템 출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 체인 네트워크 (네
트워크의 각 노드 전체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된 코드 조각으로,. 계약을 사
용하는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조건
을 정의하고 필요한 조건이 충족 될 경
우 계약에 설명 된 특정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계약은 네트워크
의 모든 컴퓨터에 저장되므로 모두 똑
같은 결과를 가져야합니다. 이렇게하
면 사용자는 결과가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계약의 도움을 받아 중앙 서버 
및 권한을 제거하거나 영향 (예 : 단일 
실패 지점)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해운업에 관해서는 블록 체인 (block-
chain)은 세계 무역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약속합니다.

케냐의 몸바사에서 암스테르담의 로테
르담 항까지 해상으로 컨테이너를 운
송하려면 약 30 개의 서로 다른 이해 당
사자와 관련된 약 200 가지의 다른 통
신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단계는 시간이 걸리며 또한 이러한 시
스템은 사기 또는 우발적 인 오 통신에 
취약합니다..
사기 방지는 네트워크 내의 다른 사람
들의 동의없이 레코드를 수정, 삭제 또
는 추가 할 수있는 권한을 가진 당사자
가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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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Nautic 
Layers
BitNautic 플랫폼은 다음 네 가지 계층을 기반으로합니다.
 
 1. 에테 리움 블록 체인 층
 
 2. BitNautic 비즈니스 로직 계층 (스마트 계약)
 
 3. BitNautic 서비스 계층 (응용 프로그램)
 
 4. BitNautic 생태계 계층 (Third Parties Applications)

BitNautic Ecosystem

BitNautic Services

BitNautic Protocol

Ethereum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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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Nautic 사용자
BitNautic Shippers는 배송 서비스가 필
요한 사용자입니다.
그들은 할 수있다:

• 수출업자
• 수입업자
• 생산자

BitNautic은 발송자에게 배송을 예약하
고 수입 또는 수출 기록을 보관하는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BitNautic을 
사용하면 화주는 필요에 따라 최상의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최고
의화물을 예약하고 편안 해지십시오. 
SubNautica는 모든 운송 서비스와 필
요에 맞는 최상의 매체 역할을합니다..

BitNautic 플랫폼에서화물을 쉽게 추적 
할 수 있으며 선박 소유자와 직접 통신 
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운송 업체의 가격 비교
• 도서화물
• 화물 추적
• 전세 선박.

Carriers and Ship Owners는 자신의 배
송을 완벽한 사양으로 나열하고 배송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선주와 대리인 및화물 추적자와의 직
접적인 통신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선
주는 수입업자, 수출업자, 대리인 및 
생산자로부터 직접 주문을받을 수 있
습니다.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
에 선박 소유자는 부가가치 서비스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 플랫폼에 배송 목록 표시

• 컨테이너

• 벌크 또는 브레이크 벌크 선 (건화물)

• 유조선 (액체

• 선박 전세
• 화주 및 대행사로부터화물 견적 요청
을받습니다.

• 화물 통합을위한 여유 공간 제공

해운 업계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BitNautic은 플랫폼을 개선하여 해
운 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플랫폼 혜택
을 누릴 수있게했습니다.. BitNautic 플
랫폼에서는 운송업자뿐만 아니라 운송 
업체도 이익을 얻을 수있을뿐만 아니라 
운송 업계의 에이전트가이를 사용하여 
새로운 고객을 찾고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With우리 플랫폼은 선박 
소유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및 생산자
와 통신 할 수 있으며 또한 플랫폼 및 운
송 업체와의 접촉에 관한 선박을 나열 
할 수 있습니다.

화주 이동 통신사 자치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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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Nautic 
비즈니스 논리 스키마

Request 
for order

Order
Details

Ship holder

Offer

Cargo Details

Order Details

Book 
a Cargo

Cargo 
Tracking

Request 
to buy

Seller

Request 
for listing

Shipment 
Details

QR Code

PaymentBlockchain

Product
listed

Product
Details

E-Commerce
Platform

Product Received

Payment

Payment

Payment 
Received

Payment 
Received

Offer accepted

Ship Details
Request for
Ship Linkage

Importer/Exporter

Platform

Buyer



22

LCL 컨테이너 적재량 감소) : 1m3에서 
15m3까지의 집단화물 운송 - 초과 선
적을하지 않기 위해 다른 운송 업체와 
함께 일반 컨테이너로 운송 됨. 소량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 인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FCL. (Full container load) : 전체 컨테
이너가 하나의 위탁자를 위해 의도 된 
해상 컨테이너 (FCL - Full Container 
Load)에서의화물의 인도

Bulk or Break-Bulk: 벌크, 브레이크 
벌크, 프로젝트 및 무거운화물, 군사 장
비 및 컨테이너 (NCL- 비 컨테이너 하중)
에 비해 너무 크거나 무거운 기타 비표
준화물의 운송. 선박의 전세 및 선적 화
물선.

BitNautic 프로세
스 흐름

화주 (생산자, 수입업자, 수출업자)는화
물을 예약하거나 운임 견적을 얻기 위
해 시스템에 특정 요구를 입력 할 수 있
습니다.
 
신청서는 발송인에게 그들이 필요로하
는 특정 인도 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안내 할 것입니다. 화주는 다
음을 제공해야합니다.:
 
• 화물 제품 카테고리 및 설명

• 출하 모드 (화물 유형에 따라 영향을받
으며 제한됨)

화물 예약
작동 원리



23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있는 거래가 없으
면 플랫폼과 시스템이 자동으로 통합되
어 사용할 수있는 최상의 거래를 제공
합니다. 다른 사용자와 함께 필요시 고
용 될 수있는 플랫폼에 등록 된 에이전
트가 있습니다..

Specifications

1_ Weight

2_ Time frame

3_ Destination address

4_ Source address

Offer multiple options 
based on Specifications

Importer/Exporter

Insert cargo details

Ships/Platform

Insert cargo details

Insert cargo 
details

Connect to the ship

Connect to the ship

Delegated 
cargo handeling

Courier
services provider User

Agents/Broker

시스템은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한 대량 
선 및 컨테이너를 사용하여화물 예약을
위한 최상의 거래를 검색합니다.
당시 사용 가능한 옵션이없는 경우화
물 견적 요청은 플랫폼에 등록되며 선
박 소유자, 택배 및 대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

화주는 크기, 카테고리 및 특정 기능별
로 플랫폼에 나열된 모든 벌크 및 브레
이크 벌크 배송을 검색하고 검색 할 수 
있습니다.

화주는 BitNautic 플랫폼에서 캐리어별
로 입력하거나 플랫폼에서 배송 통합을 
위해 사용할 수있는 모든 통합 기회를 
찾아보고 검색 할 수 있습니다.
화주는 운송인에게 연락하여화물을 기
존 발송물과 통합 할 수 있습니다. 무료 
세제곱 미터의 컨테이너와 보류중인 여
유 공간이있는 벌크 선 모두에 대한 통
합 서비스가 제공 될 것입니다..

BitNautic 응용 프로그램에 등록 된 선
박 소유자는 BitNautic 플랫폼에서 선박
을 나열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수주
하는 주문의 사양에 따라, 그것은 상장 
된 선박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고 해당 
선주에게 제공합니다. 소유자가 쿠폰을 
수락하면 주문이 처리되고 처리됩니다. 
두 당사자 간의 모든 지불 및 거래는 프
로세스를 자동화하는 합의 된 T & C를 
기반으로 블록 체인에 배치됩니다.

선박 검색

출하량 통합 기회 검색

선박 목록

Importer/ExporterBlockchain

Ship Holder

Ship Details

Request for
Ship Linkage

Offer

Offer accepted

Payment Received

Payment

Order Details

Request for
order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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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플랫폼에 컨테이너 용량을 나
열 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라인을 구체적
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운송 업체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모든

화물 견적 요청을 검색하고 찾아 볼 수 
있으며 운송 업체에 문의하여 특정 계약 
및 운송 세부 사항을 협상 할 수 있습니
다.

Shippers에게 제공되는 탁월한 옵션은 
대리인을 고용하여 운송 관련 활동을 수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이전트는 플
랫폼에서 이미 등록 할 수 있으며 플랫폼
은 여러 프로파일에서 최상의 에이전트
를 선택합니다..

운송 업체는 운송 통합을위한 특정 기회
를 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적재 장
소, 배출 장소 및 이용 가능성의 세부 사
항 (컨테이너 자유 공간, 선박 보유 자유 
공간)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습니다..

목록 컨테이너 화물 견적 요청보기 대리인을 고용하십시오해운업 통합 기회 목록 
작성

Ship Owner/
Importer/Exporter

Agent/Broker

Register

Platform
check

viability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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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회사 웹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방문하여 해당 플랫폼에 제
품을 나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 및 가격이 추가되면 플랫폼은 구매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자 및 제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확인되면 제품이 플랫폼에 나열됩니다..

도매 전자 상거래
에 제품 나열

Seller

Request for 
listing

Payment Recieved

Decentralized Shipping & Cargo Marketplace (DSCM)

Request to
buy

Buyer

Bockchain

Product Recieved

Product
Listed

Product Details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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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한 균일 한 결제 방법을 유지하면
서 여러 관할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블록 체인 기반 토큰을 사용하면 스마
트 계약 내에서 자동 및 반박없이 결제
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BaltNautic (BTNT) 생태계의 모든 참가
자의 이익을 위해 생태계 효과를 유도
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BitNautic 토큰 (BTNT)

ERC20 토큰 인 BTNT 토큰은 Ethere-
um 블록 체인 및 Ethereum 블록 체인
을 기반으로하는 도매 전자 상거래 플
랫폼 및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위한 스
마트 계약을 기반으로하는 분산 형 운
송 및화물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발
급됩니다.
 
ERC20 프로토콜은 토큰 방출을 실행해
야하는 스마트 계약 인터페이스를 정의
하는 기술 및 시장 표준 인 Ethereum을 
기반으로합니다..
 
BTNT 토큰의 가장 중요한 기술 구성 요
소는 토털 배포, 거래 및 보상을 안전하
고 투명하게 규제하는 Ethereum Virtual 
Machine 스마트 계약입니다.
 
전용 토큰 (BTNT)을 사용하여 BitNau-
tic (BTNT) 생태계에서의 거래를 용이하

BTNT는 유틸리티의 특성과 지불 토큰
의 특성을 갖는 하이브리드 토큰입니다. 
BTNT는 BitNautic 생태계 (화물 예약, 중
개 시스템, 추적 시스템, 도매 전자 상거

BTNT는 BitNautic 플랫폼에 대한 광범
위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거래를 촉진하
고 사용자 증가 및 플랫폼 사용 증가에 
따라 더 가치있게 될 수있는 교환 매체 
및 가치 창고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
니다. 

BitNautic 프로젝트 목적에 따라 BTNT 토
큰은: 

1. BitNautic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사용
하기위한 구독.

a. 가격 - 사용자 당, 연도 별.
b. 처음 1’000 명의 사용자를위한 Air-

drop을 통해 보상

2. 화물 예약 수수료.
a. •수수료 1 % Shipper가 지불 한 총 가

격에 대해 Ship Owner가 지불 한 금
액 

3. 선박 중개 시스템 비용. 
a. 수수료 1 % Shipper가 지불 한 총 가

격에 대해 Ship Owner가 지불 한 금
액

과학 기술

토큰 유형

토큰의 유용성
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래 플랫폼) 내에서 사용될 최종 토큰입
니다.. 

4. 추적 시스템 가입
a. 가격 - 사용자 당, 연간

5. 에스크로 서비스 수수료
a. 수수료 1 %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총 

거래 금액에 대해 지불 한 금액

6. 도매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요금.

a. 수수료 2 % 구매자가 지불 한 총 가격
에 대해 판매자가 지불 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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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 토큰 생성 이벤트

BitNautic Token Sale은 BTNT로 지정된 
ERC20 (Ethereum 스마트 계약) 호환 토
큰을 사용합니다.. 
 
BitNautic 토큰 판매 중에 발생한 수익은 
BitNautic 프로젝트의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 운영 및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BTNT 토큰은 BitNautic 플랫폼에서 사
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화물 예약 - 
중개 시스템 - 추적 시스템 - 도매 전자 
상거래).
 
판매 중 미발표 토큰은 태워집니다.
 
BitNautic BTNT 토큰은 사용자간에 거
래, 교환, 구매 및 판매 될 수 있지만 Bit-
Nautic Sagl은이를 사용할 의무가 없습
니다.

BitNautic은 자사의 ICO에서 5 만 ETH
를 인상하기 위해 35,000’000 BTNT를 
판매 할 예정이다. ICO는 마감일 이후 또
는 목표가 더 일찍 도달 한 후에 종료됩
니다. 부드러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참가자에게 환불됩니다..

토큰 배포

토큰 심볼

토큰 유형

총 토큰 공급

초기 배포

허용되는 통화 :

환율

단단한 모자

소프트 캡

Pre-ICO 시작일 날짜

주요 ICO 시작일 날짜

BTNT

ERC20

50,000,000 (5000 만) BTNT

35,000,000 (35 백만) 총 공급의 70 %

ETH

1 ETH = 500 BTNT

   5,000 ETH (약 2 백만 달러)

2018 년 5 월 1 일부터 2018 년 5 월 31 일까지

50,000 ETH (약 2,000 만 달러)

2018 년 6 월 1 일 ~ 2018 년 7 월 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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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보너스 요율

토큰 잠금 계획

Bonus%

자본 구조 & 백분율

Pre-ICO 
& Main-ICO

First 
Week

Second 
Week

Third
Week

Fourth  
Week

Remaining
Time

Pre-ICO & Main-ICO

Founders

Team

Advisors

Bounty

Reserve Funds

6%

5%

5%

4%
10%

70%
(20% + 50%)

0%

10%

20%

30%

40%

50%

파운더, 팀, 어드바이저에게 할당 된 BTNT 토큰은 12 개월 동안 잠겨 비례하여 제
공됩니다. 토큰은 금액의 1/12에 대해 월 단위로 제공됩니다..

• Founders: locked for 1 year
• Team:  locked for 12 years, made available on a monthly basis, 
   for 1/12 of the amount.
• Advisors: locked for 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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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참여 보안

ICO / 토큰 생성 이벤트
에 참여하는 모범 사례

ICO 
참여 채널

BitNautic ICO 스마트 계약은 ERC20 준
수 토큰을 사용하여 외부 감사를받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스위스 규정을 
준수합니다.
 
BitNautic ICO의 모든 참가자는 KYC 
(Know Your Customers) 신원 심사를 
통과해야하며,이 심사는 ICO 등록 절차
에 통합되고 스위스의 AML (Anti Money 
Laundering) 준수 확인 회사에 의해 감
사됩니다..

•도메인 만 신뢰하여 미러 사이트 사기를 
방지하십시오. 미러 사이트 사기를 피하
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동으로 브라우저
에 https://bitnautic.io 도메인을 입력 한 
다음 토큰 판매 당일에 사이트로 돌아 오
기를 원하는 경우 페이지를 북마크하는 
것입니다. 악성 피싱 웹 사이트로 연결되
는 닮은 링크를 클릭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 bitnautic.io 웹 사이트에있는 지갑 주소
로만 ETH를 보내십시오.
 
•교환기에서 ETH를 보내지 마십시오. 다
음과 같은 에테르 지갑에서만 보내십시
오. 

•Ethereum Wallet (Ethereum Project에
서 - thereum.org)
•MetaMask (크롬 브라우저 애드온); 또
는
• • MyEtherWallet (브라우저 내 버
전 사용 가능, 다운로드 권장)
 
• • 추가 보안을 위해 EtherAd-
dressLookup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ETH를 보내기 전에 올바른 계약서 지갑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
십시오

BitNautic 토큰 판매에 대한 자세한 안내
는 판매 시작일 전에 제공됩니다.

기여자는 다음 채널을 사용하여 BitNau-
tic ICO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BitNautic ICO 웹 사이트 (www.bitnau-
tic.io)에 직접 등록

•BitNautic ICO 파트너 등록 :
   Citowise Wallet 
   (https://citowi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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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NT ICO 토큰 생성 이벤트의 수익금은 
BitNautic Sagl의 재량에 따라 활용됩니다. 
BitNautic Sagl은 기금을 책임있게 사용하
기 위해 노력합니다.
BitNautic Sagl은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BitNautic 플랫폼을 개발하고 개선
하고 마케팅 및 비즈니스 개발을 위해 연
구 및 개발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계획입
니다. 기금의 일부는 또한 일반 운영 및 행
정 지출뿐만 아니라 국제적 확장을 지원하
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ICO의 수익금은 차기 플랫폼 업데이트 및 
릴리스를 개발하고 향후 비즈니스 벤처 및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
습니다.

자금 사용

연구 개발 

관리자 및 운영 

국제 확장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십 및 인수 

10% 3%

17%

20%

20%

30%

법적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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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BitNautic만큼 큰 프로젝트는 철저한 전
략 계획과 광범위한 비전없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정표
를 쓰는 것에 너무 많은 강조점을 두었
습니다. 그리고 도달 한 후에 이미 미리 
계획된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로드맵
을 가지고있는 것이 BitNautic에게는 매
우 중요합니다. BitNautic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있게 해주 며, 목표 마
일스톤에 도달하면 미래를 확대 할 수있
게 해줍니다..

Q1-2017
프로젝트 개념

Q2-2017
프로젝트 개발

Q4-2017
BitNautic 플랫폼 MVP - 개발 
시작

Q3-2019
도매 전자 상거래 플랫폼 공식 
릴리스

Q1 2018
스위스, BitNautic Sagl Incorporated 

프로젝트 이전
BTNT 토큰의 비공개 판매

Q2-2018 
BTNT 토큰의 ICO (Crowdsale)

Q3-2018
 - BitNautic 플랫폼 - 공용 테스트 가능 (공개 베타)

- 선정 된 항공사와의 파트너십 구축
- 거래소에 BTNT 토큰 나열

Q4 2018
BitNautic 플랫폼 공식 릴리스

Q1 2019
블록 체인과 통합 된 배송 플랫

폼

Q2 2019
공공 전자 상거래를위한 도매 

전자 상거래 (공개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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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Gianfranco Pierini
Chief Executive 

Officer, Co-Founder

Francesco Oliverio
Project Manager

Ashton Addison
Chief Marketing Strat-

egist

Paolo Angelini
Lead Back-end 

Engineer

Ciro Borrelli
Community Manager

Saverio Salaris
Head of Marketing

Carlo Vespa
Lead Front-end 

Engineer

Nicolai Zaccariello
Community Manager

Richard Zoni
Chief Technology 

Officer

Muhammad 
Salman Anjum

Chief Relationship Officer

Anmol Bajwa
Co-Founder

Garry Singh
Chief Information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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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약관
이용 약관

BitNautic Token Sale에 참여하기위
한 전체 이용 약관은 BitNautic 웹 사이
트 (https://bitnautic.io)에 게시되며 Bit-
Nautic Token Sale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 문서입니다.

일반 정보
BTNT 토큰은 배당금이나 이익에 대
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증
권의 법적 자격이 없습니다. BTNT 토
큰의 판매는 최종적이며 환불되지 않
습니다. BTNT 토큰은 주식이 아니며 
BitNautic Sagl의 총회에 참여할 권리
가 없습니다. 
 
BTNT 토큰은 BitNautic 플랫폼 외부
에서 특정 성능이나 특정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BTNT 토큰은 투
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구매되지 않습니다. BTNT 토큰을 구
매 한 사람은 투자자가 모든 적절한 
공개를 포함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 조사를 받아야하는 투자를하도
록 보장하는 국가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BTNT 토큰을 구매하는 사람은 누
구나 본 백서를주의 깊게 검토하고 
BTNT 토큰을 구입할 때의 위험, 비
용 및 이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음
을 분명히 표명하고 표명합니다.
 
 

필요한 지식
 
BTNT 토큰의 구매자는 cryptocur-
rencies, blockchain 시스템 및 서비
스를 이해하고 상당한 경험을 쌓았으
며 BTNT Token Sale과 관련된 위험 
및 cryptocurrencies 사용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음을 
약속합니다 ( 저장 용량 포함).
 
BitNautic Sagl은 사용자 또는 BTNT 
토큰을 획득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의 
행동이나 태만, 해커 공격의 경우 발
생할 수있는 BTNT 토큰의 손실이나 
BTNT 토큰에 액세스 할 수없는 상황
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위험
 
BTNT 토큰을 획득하고 저장하는 데
는 다양한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Bit-
Nautic Sagl이 작업을 시작하고 블

록 체인을 개발하고 약속 된 서비스
를 제공하지 못할 수있는 위험이 있
습니다.
따라서 BTNT 토큰을 획득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BTNT 토큰 세일의 맥
락에서 BTNT 토큰을 획득 할 때의 위
험, 비용 및 이점을 신중하게 고려해
야하며, 이와 관련하여 독립적 인 조
언을 구하십시오. 동의하거나 이해할 
입장에 있지 않은 관심있는 사람활동
과 관련된 위험 (BTNT 플랫폼의 비 
개발 관련 위험 포함) 또는 BTNT 토
큰 세일의 이용 약관에 명시된 다른 
위험은 BTNT 토큰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면책 조항
 
이 백서는 투자를위한 초청으로 간주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어떠한 방
식으로도 구성되거나 관련되지 않으
며 모든 관할지에서 유가 증권을 제
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
다. 이 백서에는 투자 결정을위한 기
초 자료로 사용될 수있는 정보 나 표
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BTNT 토큰은 FINMA (Swiss Finan-
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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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약관
의에 따라 하이브리드 토큰입니다. 
BTNT 토큰은 사용자가 BTNT 플랫
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있는 유틸리티 토큰의 특성
과 백서에 제시된 사양에 따라 지불 
토큰.
 
어떤 경우에도 BTNT 토큰은 투자 목
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거래 플랫폼에서 BTNT 토큰을 제공
하는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닌 BTNT 플
랫폼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수행됩
니다. 거래 플랫폼에서 BTNT 토큰을 
제공한다고해서 토큰의 법적 자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BTNT 플
랫폼을 사용하기위한 간단한 수단으
로 남아 있으며 보안이 아닙니다.
 
BitNautic Sagl은 법적, 세금 또는 재
정적 문제에 대해 고문으로 간주되
어서는 안됩니다. 백서의 모든 정보
는 일반 정보 목적으로 만 제공되며 
BitNautic Sagl은이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하지 않
습니다.
 
BitNautic Sagl은 스위스 법에 따라 
금융 중개 기관이 아니며, 자금 세탁 
방지 목적의 승인을받을 필요가 없습
니다.

 
TNT 토큰을 구매하는 것은 SubNau-
tica Sagal의 조직 및 구매자에 대한 
관리에 대한 권리 또는 영향력을 부
여해서는 안됩니다.
 
규제 당국은 세계의 cryptocurrencies
와 관련된 사업과 운영을 면밀히 조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규
제 조치, 조사 또는 조치가 BitNautic 
Sagl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래에 사업 운영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습니다. BTNT 토큰을 취득하
려고하는 모든 사람은 BitNautic Sagl 
비즈니스 모델을 알고 있어야하며 모
든 관할권의 관련 법규에 따라 새로
운 규정 및 준수 요구 사항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백서 또는 이용 약관이 
변경되거나 수정 될 수 있습니다. 그
러한 경우, 구매자와 BTNT 토큰을 취
득하려고하는자는 BitNautic Sagl이
나 그 계열사가 그러한 변경으로 인
해 야기 된 직간접 적 손실이나 손해
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BitNautic Sagl은 자사의 운영을 시
작하고 BTNT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
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BTNT 토
큰을 취득하려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BitNautic Sagl이이를 달성 할 수 있
다고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

하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BitNautic 
Sagl (신체 및 직원 포함)은 의도적 인 
위법 행위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BTNT 토큰을 사용할 수 없거나 발생
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지
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