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PP_Payexpress; Partial Token Swap
(PF_E_01-001-A)
기본정보
PF 개요
BOScoin Economy 확장의 일환으로, Payexpress의 비즈니스를 BOScoin Economy로 편입하기 위해
PESS Token을 BOScoin으로 교환하여 BOScoin 단일 통화 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그 첫 단계로 100만 USD 규모의 토큰 스왑(Swap)을 진행하며, 100만 USD 가치의 BOScoin을 추가 발
행하여 1억개 PESS Token과 교환. (1PESS Token = $0.01)
교환된 1억개 PESS Token은 소각 처리하고, BOScoin은 Payexpress의 비즈니스(BOScoin 지급결제)
자금으로 사용.

PF 예산 발행량
$ 1,000,000 (USD) 상당의 BOScoin = 1,000,000 $ ÷ [VALUE] $/BOS
※ [VALUE] = 2019. 1. 22 ~ 2. 20 기간 동안 ‘CoinMarketCap’의 BOS 일별 가격 ‘종가’의 평균값.
단, 30개 ‘종가’ 중 최고/최저값 각 2개씩 제외하며, 최종 산출된 발행량의 천단위에서 반올림.
( [VALUE] 값 및 발행량 등의 결과는 뉴스레터를 통해 공지 예정)

Voting 기간
2019. 2. 22(금), 13:00 ~ 2019. 2. 28(목), 13:00 (KST 기준)

Voting 통과 조건
A/C − B/C ≥ 0.1
A : 찬성표 수
B : 반대표 수
C : Voting 기간 종료시점의 Member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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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보
PF 목적
1) BOScoin 가치 상승을 위한 파트너십
- PESS Token과 BOScoin을 교환(Swap)
- Payexpress 비즈니스인 BOScoin 지급결제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PESS Token 전체량의
1%(1억 PESS)를 1차 Swap 진행
- 소규모 Swap을 통한, 대규모 Swap 리스크 사전 진단
- Swap이 된 PESS Token은 소각하여, BOScoin으로 일원화된 통화체계 구축
2) BOScoin으로 지급결제 가능한 유통/판매 채널(BOSprime) 안정화
- BOScoin 지급결제 확대를 통한 BOScoin 수요 증가
3) Payexpress 비즈니스 역량 평가; 향후 전체 Token Swap PF Voting시, 판단 근거로 활용

PF 내용
1) BOScoin 추가 발행 (발행량은 ‘기본 정보’의 ‘PF 예산 발행량’ 참고)
2) 추가 발행한 BOScoin을 1억 PESS와 Swap (Swap 결과 사후 공지)
3) Swap 후, BlockchainOS가 소유한 1억 PESS는 소각 처리 (소각 처리 결과 사후 공지)
4) Swap 후, Payexpress가 소유한 BOScoin은 Payexpress의 비즈니스(BOScoin 지급결제 시스템,
O2NB를 통한 수산물 수입/유통 등) 자금 운용에 사용.

Token Swap 구조
PESS Token의 Reserve_Alliance 물량 중 1억개 PESS를 추가 발행한 BOScoin과 Sw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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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p PF를 통한 물류와 자금의 흐름 구조
이번 Token Swap을 통해 Payexpress에 조달된 자금은 ‘BOSprime’ 및 ‘O2NB’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세
네갈 갈치’ 유통/판매 비즈니스에 사용
A. PF 및 물류 흐름
① Swap PF 통과 시, BlockchainOS와 Payexpress는 관련 비즈니스 계약 체결
② Payexpress(BOSprime)와 O2NB는 자금 조달 및 유통/판매 관련 비즈니스 계약 체결
③ O2NB는 세네갈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갈치 물량 공급 및 향후 공급량 확대
④ BOSprime은 세네갈 갈치를 국내 유통/판매하고, BOS 커뮤니티에 할인 가격으로 공급.
Payexpress는 BOScoin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
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갈치를 정상가에 판매하여 수익률을 높이고, 해당 수익으로 비즈니스를 확장
하여 BOScoin 기반의 물류 채널 다변화에 기여
B. Swap 및 자금 흐름
(1) Swap 후, BlockchainOS가 소유한 1억 PESS는 소각 처리 (소각 처리 결과 사후 공지)
(2) Swap 후, Payexpress가 소유한 약 3천만 BOScoin은 20%, 80%로 분할
(3) 20%는 Payexpress 및 BOSprime의 사업 비용으로 운용
- BOScoin을 담보로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 방식을 우선 추진
(4) 80%는 O2NB의 ‘세네갈 갈치’ 등의 사업 비용으로 운용
- BOScoin을 담보로 사모펀드를 통하여 자금 조달
(5) (4)항의 80% BOScoin 담보는 1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담보 설정 해지)하여 BOS 커뮤니티
멤버십 리워드 기금으로 전액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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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Voting 통과 시, 2019년 사업 추진 일정
3월 : 세네갈 갈치 수입 계약
4월 : 1차분 수입
5월 : 1차분 유통 완료
6월 : 수입 및 유통 지속, 세네갈 현지 냉동창고 설립 추진
12월 : 냉동창고 설립 완료

O2NB의 ‘세네갈 갈치’ 유통/판매 사업 비전
1) 사업목표
- 세네갈 수산물 수입을 통한 Local/Global 유통 시스템 확립과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확립
2) 추진배경
- 아프리카 대륙 최서단에 위치한 세네갈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수한 항만시설을 보유한 국가로, 수
산물 수출에 지리적 이점은 물론, 물류 허브로 급 성장 중임.
- 세네갈은 수산물 관련 수출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양식업을 통한
수산물 생산에 정부차원의 지원 및 ODA 원조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음.
- 중국의 높은 갈치 수요로 인하여 한국 수입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이란, 세네갈, 인도 등에서의
수입 비중이 급증 하였고, 세네갈의 경우 2009년 수입비중이 3% 였던 것에 비하여 2016 기준, 약
38% (6,000톤) 수준으로 증가함.
- 이에 O2NB 글로벌은 세네갈 정부와의 탄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산물과 갈치 수급
을 통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 및 해외에 새로운 유통 판로를 형성하고자 함.
- 연평균 한국에 수입되는 세네갈 갈치는 6,000톤 가량이며, O2NB 글로벌은 최대 600톤(국내 수입
물량의 10%)을 수입하려 함.
3) 주요 사업내용
- 세네갈 수산물의 수입 및 국내, 중국, UAE 등의 유통 채널 발굴.
- 설비(냉동 창고 등) 건설 및 부가 사업 발굴.
- 현지 수산물 양식 및 해외 유통 사업.
4) 기대 효과
- BlockchainOS 및 Payexpres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통화로서 BOScoin 결제 채널 확대.

END
2019. 2. 18. Blockchai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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