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hip
What is Membership?
BOScoin Community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증명.

Rights
Congress Voting 참여.
커뮤니티 활동에 따른 보상(Reward).

Qualification

※ pre-Membership 획득 후, Freezing 까지 하면 Membership 획득

pre-Membership

Membership

Freezing

about Freezing
1) Freezing 단위
10,000 BOS 단위(배수)로 Freezing
2) Freezing 방법
Membership account(이하, “MA”)에서 Freezing을 실행하면, 해당 MA와 연결된 Frozen account(이
하, “FA”)가 생성되면서 입력한 수량만큼 FA로 이체됨
3) Unfreezing 방법
FA에서 Unfreezing을 실행하면 2주 후 해당 FA의 전액의 Freezing이 해제됨.
Freezing 해제 후, 사용자는 연결된 MA로 잔고를 직접 이체할 수 있음.
※ Freezing 기간 : 최소 2주 ~ 무기한
4) Frozen account(FA) 특성
① FA는 MA에서만 생성 가능하며, 임의로 생성할 수 없고 Freezing 실행시에만 생성됨
② 한번 생성된 FA에는 추가로 Freezing 할 수 없으며, MA에서 추가로 Freezing을 하면 FA가 추가(신
규) 생성되면서 Freezing 됨
③ FA는 여러 개(반 무한) 생성 가능
④ FA에서 Unfreezing을 실행하면, 해당 FA는 재사용할 수 없음.(1회용)
⑤ FA에서 Unfreezing된 BOS는 연결된 GA(MA)로만 이체 가능. (GA=General account. 일반 계좌)

Congress Voting
What is Congress Voting?
Congress Network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BOS Community에서 발의한 제안(proposal)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Qualification
1) 획득 요건
Membership 보유 (Voting 기간 중 Membership 획득한 경우도 유효)
※ 단, Voting 후 Voting 기간 종료 시점까지 Membership 보유중일때만 Ballot stamp 유효
2) 부여 조건
1 Membership 당 1 Voting (1인 1표 원칙)

Voting Schedule
1) Voting 시작/종료 시점
각 Proposal(PF 및 기타 Proposal)별 별도 공지

Voting Rules
1) Voting 선택지
찬성(Agree), 반대(Disagree), 기권(Abstain)
2) Voting 수정(재투표)
단일 Voting건에 대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여러번 Voting 가능
(단, 마지막 Ballot stamp만 Voting 집계에 반영)
3) Voting 통과 조건
PF별 별도 공지
4) Others
Voting의 중간 결과(투표율, 찬성/반대율 등)는 집계/발표하지 않음

Membership Reward PF (PF_R_00-000-A)
Basic Information
1) PF 실행 기간 : PF가 Voting에서 통과되었을 때, 2018.12.07, 13:00(UTC+09:00 기준)부터
6,307,200 blocks (약 1년) 동안 실행
2) PF 예산 발행량 : 160,833,600 BOScoin
3) Voting Schedule
• 대한민국(서울, UTC+09:00 기준) 2018.11.30,13:00 ~ 2018.12.06,13:00
※ Mainnet상에서 Block 생성시간 편차로 인하여 Voting 시작/종료 시점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Voting 통과 조건
Voting 기간 종료시점의 Member 수(C)를 100%로 했을 때, 찬성표 수(A)의 비율이 반대표 수(B)의 비율
보다 10% 이상 크면 통과.
※ 통과 수식 조건 : A/C − B/C ≥ 0.1

Detailed Description
1) Membership Reward PF의 목적
: 기존 백서1.0의 'Confirmation Reward'와 'Freezing Reward'를 보완하여 실행
(단, 전체 Reward 수량은 동일)
2) Freezing 수량 집계 시작 시점 (Voting 통과시)
: 2018.12.07, 13:00(UTC+09:00 기준) 부터
3) Freezing 수량 집계 및 Reward 산출 주기
: 17,280 blocks (약 1일) 단위로 Freezing 수량을 집계하고 Reward 수량을 산출
※ 집계 단위(17,280 blocks)의 시작과 종료 시점 동안 계속 Freezing 되어있어야 Freezing으로 인정.
4) 일별(17,280 blocks 당) Reward 수량 산출식
: 440,640 BOS × [사용자의 Membership account에 연결된 총 Freezing BOS 수량] ÷ [BOSnet
system 전체의 유효 Freezing BOS 수량]
5) Reward 지급
• 지급 조건 : Membership 보유 (Membership 보유 조건은, 상단 'Membership'에서 확인)
• 지급 계좌 : 사용자의 Membership account
• 지급 주기
− 첫 번째 지급 : 첫 Reward 집계로 부터 약 10일 후 누적 수량을 지급
− 두 번째 및 이후 지급 : 첫 지급 이후, 약 4주 주기로 누적 수량을 지급

※ 본 문서는 Membership, Congress Voting, Membership Reward PF에 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공식 발표 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으므로, 공식 발표 자료는 11
월 중순 경 bocoin.io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 11. 5. BOS 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