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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페이센트	커뮤니티의	의견과	자문단의	추천	내용을	반영하여	본	사는	토큰	판매행사를	개최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본	사는	4년의	기간에	걸쳐서	8단계로	토큰	판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이로써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커뮤니티와	토큰	보유자를	위해	본	사가	설정한	중요	추진	

일정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	 이	사안은	2017년	10월	31일에	시행됩니다.	

•	 토큰	판매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기존	내용을	대체할	것입니다:	

Phase 1 (2nd November 2017)
30,000,000	PYN	hard-cap
Bonus:	Nov	2,	2017	–	Nov	3,	2017	–	27%
	 Nov	4,	2017	–	Nov	30,	2017	–	18%

2단계 - 2018년 5월 마지막 주
PYN	자본	모금	목표치:	35,000,000	PYN

보너스:	PYN	토큰	보유자에게	25%	보너스	지급

3단계 - 2018년 11월 두번째 주
PYN	자본	모금	목표치:	35,000,000	PYN

보너스:	PYN	토큰	보유자에게	23%	보너스	지급

4단계 - 2019년 5월 마지막 주
PYN	자본	모금	목표치:	35,000,000	PYN

보너스:	PYN	토큰	보유자에게	21%	보너스	지급

5단계 - 2019년 11월 두번째 주
PYN	자본	모금	목표치:	35,000,000	PYN

보너스:	PYN	토큰	보유자에게	19%	보너스	지급

6단계 - 2020년 5월 마지막 주
PYN	자본	모금	목표치:	30,000,000	PYN

보너스:	PYN	토큰	보유자에게	17%	보너스	지급

7단계 - 2020년 11월 두번째 주
PYN	자본	모금	목표치:	30,000,000	PYN

보너스:	PYN	토큰	보유자에게	15%	보너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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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 2021년 5월 마지막 주
PYN	자본	모금	목표치:	22,045,000	PYN

보너스:	PYN	토큰	보유자에게	13%	보너스	지급

중요 사항
•	 PYN	자본	모금	목표치에는	지급되는	모든	보너스가	포함됩니다.

•	 PYN	토큰	보유자는	(2단계	때부터	시작하여)	모든	단계에서	특별	보너스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며,	특별	보너스는	공개	판매	시	지급되는	보너스보다	항상	높을	것입니다.

•	 2단계	이후에	진행될	모든	PYN	판매는	보너스를	포함한	시장	가격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	 판매되지	않은	모든	PYN은	폐기될	것이며	토큰	공급량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1-8단계를 위한 추진 일정

1단계
30,000,000 PYN
•	 싱가폴에서의	송금	라이센스	확보와	글로벌	송금	영업	개시

•	 전	세계적으로	페이센트	현금카드	출시

•	 명목	화폐와	크립토	통화를	위한	이중	지갑	출시

•	 추상	레이어	개발과	환전	통합	실시

2단계
35,000,000 PYN
•	 포레스트	부동산	회사와의	통합	실시

•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베트남,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로	진출

•	 mPOS	출시

•	 필리핀	은행	인수합병	진행과	소액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

3단계
35,000,000 PYN
•	 걸프	회의	국가(GCC)로	진출

•	 유럽	연합에서	전자금융기관(EMI)	라이센스	획득

•	 소액	대출	예비	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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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35,000,000 PYN
•	 임대	계약	지불	수단으로	PYN을	사용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30명	합류

•	 페이센트	mPOS를	이용하는	기관,	호텔,	소매/전자상거래를	위한	통합	API	개발

•	 유럽	연합으로의	진출과	mPOS	영업	개시

•	 송금에	있어서	아랍	에미리트	중앙	은행과	페이센트	환전에	대한	논의	진행

5단계
35,000,000 PYN
•	 아프리카	일부	지역과	중남미로	진출

•	 미국,	캐나다로	진출

6단계
30,000,000 PYN
•	 중동에서	은행	및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	디지털	지불	네트워크	구축

•	 독립	국가	연합(CIS)	송금	네트워크를	위한	라이센스,	소액	대출을	포함한	플러그	앤	플레이	

페이센트	서비스를	위한	라이센스	획득

7단계
30,000,000 PYN
•	 토지	매입과	아시아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ABIT)	설립

8단계
22,045,000 PYN
•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항공,	물류,	유통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

iii



질의 응답 (Q&A)
페이센트는 왜 토큰 판매를 8단계로 나눕니까?

본	사는	커뮤니티와	자문단의	의견을	참조하였고,	이를	기초로	신규코인상장이	개최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사는	토큰	판매를	여러	단계로	나눔으로써	토큰	보유자들이	기여하기	전에	

단계별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커뮤니티와	

토큰	보유자들을	위해	본	사가	이루고자	설정한	추진	일정의	진행	상황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큰 판매를 세부 단계로 나누는 것과 에스코로에 총액을 보관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각	단계별로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본	사가	이뤄낸	성과를	대중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사는	일회성	토큰	판매와	비교하여	더	많은,	뜻이	맞는	토큰	보유자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PYN 토큰 보유자가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PYN	토큰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공개	판매	시	제공되는	보너스보다	더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각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토큰을 채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오,	PYN	토큰	액수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본	사는	각	단계마다	동일한	토큰	액수를	유지할	

것입니다.

각 단계마다 자본 모금 목표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단계에는	부록에	언급된	대로	자본	모금	목표치가	있으며,	이는	모든	보너스	

지급액	및	토큰	보유자가	가지는	구매	우선권을	포함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습니까?

본	사는	4년에	걸쳐	8단계로	판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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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이란 무엇입니까?

우선권이란	현재	PYN	토큰	보유자에게	우선하여	주어지는	옵션으로써,	공개	판매	이전에,	보너스가	

있는	향후	진행될	토큰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을	뜻합니다.	현재	PYN	토큰	보유자는	공개	판매	

전	48시간	동안	토큰	판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PYN	토큰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보너스를	받을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또한,	PYN	판매가	페이센트의	추진	일정	및	진행	정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PYN	토큰	

가치가	오르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페이센트가 각 단계별 자본 모금 목표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Texcent	사의	일부인	페이센트는	해당	일자까지	설립자들의	투자를	받게	됩니다.	설립자들은	필요	

시	자본	부족분에	대한	투자를	해	왔습니다.	각	단계마다	판매되지	않은	토큰	전부는	폐기될	것이며	

이로써	토큰	공급량이	항상	일정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매 단계마다 PYN 가격이 어떻게 매겨집니까?

PYN은	이후	단계마다	지급될	보너스	총액에	시장	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판매될	것입니다.	기존의	

PYN	토큰	보유자들은	부록에서	언급한	대로	우선권을	갖으며,	보너스는	공개	판매	시의	보너스보다	

항상	더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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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초록

페이센트는	유동성이	높은	크립토	통화(이를테면	비트코인,	에테르,	라이트코인)와	동일한	모바일	어
플리케이션	내의	명목	화폐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글로벌	모바일	이중	전자지갑이다.	페이센트
를	통해	크립토	통화	소지자는	다양한	경로로	소비가	가능하고,	명목	화폐와	크립토	통화를	모두	이
용할	수	있다.	두	가지	통화를	통합한	모바일	지갑과	더불어	페이센트와	연동된	현금	카드	옵션을	통
해,	페이센트는	이용이	허가된	200개국과	3,600만	지점을	열어	준다.	페이센트와	페이센트	엠포스가	
이루는	전체	생태계를	통해	공공요금,	TV	수신료와	같은	생활비	지불이	가능하게	됩니다.	크립토	통
화에서	명목화폐로의	변환은	모두	실시간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2. 시장에서의 고유한 장점 및 비교 우위

크립토코인	지갑이자	페이센트의	명목	화폐	확장판인	페이센토스는	(기존에	존재했던)	간극을	메우고,	
완전한	명목	크립토통화	생태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페이센트는	실제로	작업을	진행하는	제품이기에,	
본사는	이미	갖춰진	네트워크와	지속	성장하는	명목	화폐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사는	규제	
라이센스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정부,	은행,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더	큰	페이센트	및	
페이센토스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는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성공을	이루었으며,	크립토
코인	지갑	기능을	향상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전을	이룬	몇	가지	측면은	다음
과	같습니다.

2.1 규제 라이센스

본	사는	아랍	에미리트와	필리핀에서	규제	라이센스를,	싱가폴과	홍콩에서	원칙	승인을	획득하였습니
다.	이러한	라이센스를	통해,	본	사는	해당	국가에서	영업을	진행하고	이용자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
습니다.

2.2 은행

본	사는	현재	필리핀에서	2개의	은행을	인수	합병하는	2단계	대화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페이센토
스를	위한	더	큰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페이센트는	합병된	은행의	온라인	채널로서	기능할	것
이며,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소액	금융	지원	및	기초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것
입니다.

2.3 환전

본	사는	아랍	에미리트	중앙	은행의	감독하에	두바이에서	페이센트	실시간	환전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서비스는	페이센토스와	기타	크립토	통화를	위한	실
시간	통화가격	산정	및	유동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	사의	환전	서비스는	크립토	통화의	환전이	규제
된	환전에	기반을	둔	세계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2.4 지불 인프라

본	사는	이집트와	요르단에서	은행	및	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디지털	지불	네트워크를	개발하
고자,	페이센트를	해당	국가의	지불	인프라로	삼고자,	고위급	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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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확립된 명목 화폐 생태계

1,000개	이상의,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가맹점에서	페이센트를	온라인	지불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
다.	이를	위해	지난	해	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본	사의	팀은	이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6 확인된 크립토 통화 생태계

본	사는	아랍	에미리트의	포레스트	부동산	회사와	협정을	체결하여	페이센토스를	지불	토큰으로	활
용하는	첫	크립토	전자지갑	(회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30개	이상의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대화를	진
행하여	페이센토스가	지불	수단으로	채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페이센트 배경 설명

페이센트는	Texcent	Asia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싱가폴은	회사의	본부가	위치하는	곳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싱가폴은	핀테크	문화가	번성하고	있는	곳이다.
•	 싱가폴	재정부는	핀테크	아이디어	및	배양에	있어서	개방적이다.	
•	 남부	아시아는	모바일	기술	침투도가	높은,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모바일	머니에	개

방적이며	약	6억	2,500만	명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1.	정책	연구	조사	보고서	7255	글로벌	핀덱스	데이터베이스	2014
	전	세계	금융	접근도	측정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187761468179367706/pdf/WPS72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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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사가 해결하고 있는 문제

4.1 크립토 통화를 대중에게 선보임

Texcent	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크립토	통화	시장	및	생태계를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것이다.	대중들
은	크립토	통화	관련한	경험이	거의	없을	것이며,	크립토	통화를	이용	및	투자하는	것에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다.	페이센트	앱에
서	사용자가	페이스토스	전자지갑이	있는	오른쪽	방향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면,	간편하고	빈
틈없는	인터페이스로	크립토	통화를	구입,	소비	및	투자할	수	있다.	블록체인	및	크립토	통화	생태계는	
명목	(화폐)	시장의	자본이	크립토	통화로	유입되는	혜택을	누릴	것인데,	이를	통해	생태계는	더욱	성
장할	것이다.	크립토	통화가	페이센트	및	이중	전자지갑을	통한	빈틈없는	변화와	함께	주류가	됨에	따
라,	크립토	통화	소지자들도	점점	더	받아들여질	것이다.

4.2 크립토 통화 이용자의 다양한 경로 소비를 가능케 함

현재	크립토	통화를	제한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관련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통화를)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페이센트	앱으로	사용자는	공공요
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이중	전자지갑	내에서	크립토	통화를	구매할	수	있다.	본	사의	빈틈없는	통합	
덕택에,	(그동안)	크립토	통화가	쓰일	수	있는	경로가	증가해	왔다.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페이센
트	현금	카드를	통해	크립토	통화는	ATM	인출을	포함하여	2억	개의	지점에서	사용될	수	있다.

4.3 크립토 통화와 명목 화폐 사이의 실시간 환전

페이센트	내에서	이중	전자지갑	간에	빈틈없는	통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모든	크립토	통화에서	명
목	화폐로의	환전은	실시간	환율에	근거하여	실시간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크립
토	통화로의	모험을	감행하는	것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과	의심을	해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크립
토	통화가	(명목	화폐로)	환전	되면	페이센트	명목화폐	전자지갑에	즉시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금전을 살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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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은행 서비스 비 이용자가 현금 없이도 이용 가능
		
페이센트	전자지갑	앱이	있기에,	은행	서비스	비	이용자도	간단한	iOS나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가맹점	
생태계	및	요금	지불에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금융	서비스로의)	포함이	됨에	따라	대중
들은	본	사의	고객들과	함께	ATM	인출을	포함하여	2억	개	이상의	지점을	가진,	유명상표가	달린	현금	
카드를	가지고	디지털	세계에	참여할	것이다.	페이센트를	통해,	본	사는	크립토	통화와	명목	화폐	사이
의	손쉬운	환전,	(크립토	통화를	통한)	생필품	구입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은행	거래를	하지	않는	
이용자가	통화	자유(currency	freedom)의	최전선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다.	

4,5 은행 서비스 비 이용자를 위한 대출 서비스
		
은행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개인	및	새	중소기업에게	비	담보	대출을	종종	해주지	않는다.	이에	대
한	대책은	소액	대출이다.	독자적인	페이센트	접근법을	통해	본	사는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고	이런(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제공한다.
	
빅데이터와	KYC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페이센트는	인구통계학적,	금전상의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얻을	
것이다.	이에	더해,	페이센트는	전자지갑	프로필에	연결되는,	사용자	신용도	및	점수를	기반으로	디지
털	ID(신원)을	마련할	것이다.	(신용)	점수산정에	있어서	주요	요소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디지털	ID(신원)	및	평판
•	 소셜미디어	기록
•	 상환	기록
	•	 가족	신원	확인

초기에	새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대출액은	작을	것이다.	그러나	평판	점수가	향상됨에	따라	대출	제한
액은	상승할	것이다.	소셜미디어	및	가족	신원은	본	사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수집하는	빅데이

터의	일부를	차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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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대적인 토큰 판매

실시간	페이센트	명목화폐	전자지갑과	크립토	페이센토스	전자지갑을	실행	및	통합하는	데에	특별한	
자원이	필요하다.	개발자에서부터	법률가까지	적절한	인력	풀을	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	본	사는	전통적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대신에	PYN	토큰	(페이센토스)
를	초기에	판매하여	공동체(지역	사회)가	크립토	세계와	명목화폐	세계를	아우르는	본	사의	성공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유틸리티	토큰은	크립토	통화에서	명목	화폐로의	환전이	필요할	때마다	페이센
트	이중	전자지갑	내에서	이용될	수	있다.

5.1 판매 내용

본	사는	2017년	11월	2일	싱가폴	시각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까지,	전체	PYN	토큰	중	60
퍼센트를	대중에게	판매할	것이다.	토큰	중	19퍼센트는	Texcent	사의	예비금으로	비축될	것이다.	1퍼
센트는	포상금캠페인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10퍼센트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위한	교육	및	연구에	
할당될	것이고,	(10퍼센트의)	일부는	마닐라의	Land	Grant에	투자되어	아시아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ABIT)를	건축하는	데	쓰일	것이다.	아시아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의	비전은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사회
의	유능한	인재들을	한	데	모으는	것이다.	나머지	10퍼센트	PYN	토큰은	설립자,	직원,	초기	투자자에
게	배부되어	회사	내에서	장기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아시아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건축	이외에도	본	사는	앞으로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공헌할	개발자	지
망생들을	위한	학문	연구	및	교육	강좌에	투자할	것이다.	필리핀과	해당	지역에	거대한	블록체인	커뮤
니티를	형성하여,	아시아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는	또한	다양한	종류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하여	지
역	대학들과	연구	협력을	진행할	것이다.	블록체인	및	관련	기술에	관한	강좌가	관심	있는	학생	및	개
발자를	위해	개최될	것이며,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통해	커뮤니티	내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대중의	관
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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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PYN	토큰은	1/600	ETH에	판매될	것이다	(1	ETH는	600	PYN	토큰을	줄	것이다).	다른	크립토	통화
는	구매를	위해	ETH로	전환될	것이다.	최소	투자액은	0.025	에테리움이다.

본	사는	최대	투자액으로	450,000	ETH을	받아들일	것이다.	토큰	판매	종료일	전에	이만한	액수가	모
인다면,	판매는	중지될	것이다.	그	액수가	최대치보다	못하다면	(ETH와	PYN	사이의)	비율이	모인	금액

에	적용될	것이다.

5.2 PYN 토큰 보유자를 위한 혜택

PYN	토큰	보유자는	페이센트	이중	전자지급을	통해	크립토	통화와	명목	화폐	사이의	전환이	이뤄질	때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	총합의	33퍼센트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지급은	분기	별로	이뤄지며,	이때	PYN	
보유자에게	보상금으로	ETH도	주어진다.

페이센트	현금카드	사용자들은	신용카드의	캐쉬	백과	마찬가지로,	소비를	할	때마다	(소비액의)	0.1퍼
센트	토큰을	돌려받는다.	이는	PYN	토큰을	2차적으로	분배하는	효과를	낼	것이며,	이를	통해	PYN	토
큰	가격이	지지	및	상승하여	PYN	자유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본	사는	토큰	판매	이후에	새로운	PYN	토큰을	생성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써	자유	시장에서	PYN의	성
장을	지원할	것이다.

PYN	토큰	보유자는	페이센트	대출자의	소액대출	이자	수입	총액의	33퍼센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분기별로	이뤄질	것이며,	이때	PYN	보유자에게	보상금으로	ETH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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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용 사례 시나리오

페이센토스는	페이센트	카드를	가지고	원할	때마다	소비하고,	디지털	통화를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가
장	편리한	최신	지갑이다.	사용자는	이	지갑에	현금,	카드,	은행	이체를	통해	명목	화폐로	채운	다음,	그
것을	비트코인이나	에테리움으로	실시간	환전을	할	수	있다.

1. 명목 화폐와 비트코인/에테리움 사이의 실시간 환전이 가능하다

톰은	친구로부터	결혼	선물로	몇	개의	비트코인을	받았다.	그는	지금까지	그	선물이	쓸	데	없는	것이라
며	불평했다.	페이센토스를	통해	톰은	비트코인을	지역	명목	화폐로	실시간	환전했다.

2. 현금 걱정 없이 세계 어디서나 여행하다

페이센트	카드를	통해	현지	통화에	대한	걱정	없이	200여	개국의	3,600만	이상	가맹점에서	돈을	지불
할	수	있다.	페이센토스	전자지갑은	카드로	결제할	때	비트코인/에테리움을	현지	통화로	환전할	것이
다.	더군다나,	카드를	가지고	그다지	높지	않는	환전	수수료만	지불하면	어느	ATM에서나	지역	통화를	
인출할	수	있다.

3. 비용을 나눠서 지불하거나 친구의 돈을 갚다

빚이여,	안녕.	페이센트	앱을	통해	수수료	없이	친구들과	함께	비용을	나눠	지불하거나	친구의	돈을	디
지털	혹은	명목	화폐로	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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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랍 에미리트에서 일하는 필리핀 사람

존은	두바이에	살며	존의	어머니는	필리핀에	산다.	매달,	존은	어머니께	저축한	돈의	일부를	보낸다.	존
은	머니그램(MoneyGram)이나	웨스턴	유니언(Western	Union)과	같은	기존의	송금	서비스	회사를	이
용하곤	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래	기다려야	하고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	존은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지불방식을	찾기	시작했다.

존은	우연히	페이센트를	알게	되었고	어머니가	페이센트	현금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존의	어
머니는	필리핀	소재	10만	개	이상	가맹점	및	사리사리(Sari-Sari)	가게에서	그	카드를	이용하고,	또한	
어느	현지	ATM에서나	필요할	때마다	현금을	인출한다.	카드	잔액이	부족할	때마다,	존은	카드에	명
목/디지털	화폐를	충전한다.

송금이	블록체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송금	수수료는	매우	낮다.	존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간다.

5. 크립토 통화에 대한 진입 장벽을 허물다

지아는	베트남에	산다.	지아는	열심히	일해	가족을	위해	저축하고	싶다.	베트남	통화	가치가	자주	바뀌
기	때문에	지아는	베트남	동(dong)으로	저축하는	것에	대해	항상	걱정한다.	은행은	현지	화폐로만	지
아의	돈을	저축해준다.	지아는	믿을만한	대책을	물색해	오고	있다.

지아는	페이센트에	등록하여	5분	내에	e-KYC를	할	수	있었다.	앱을	통해	가능한	송금	말고도	다른	기
능으로	인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	지아는	페이센토스	지갑에	디지털	화폐를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명목	
화폐로	전환한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모르는	지아이지만,	페이센트	앱	덕택에	지아는	그	기술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아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을	한다.

대중을	위한	크립토	통화로의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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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자금) 이용 (계획)

7.1 시간표
7.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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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에서의 송금 및 지갑 라이센스, 전반적 은행업 라이센스, 2개 은행 획득

45,000	ETH

“이를	통해	Texcent	사는	현재	영업	중인	국가	내에서	전반적	은행업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
다.	현재,	Texcent	사는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에서	금전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
다.	전반적	은행업	라이선스를	통해	Texcent	사는	환전	및	송금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게다
가,	Texcent	사는	현지	사용자를	얻기	위한	현지	카드	보상과	로열티	관련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
를	점할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본	사는	2개의	은행을	인수	합병하는	2단계	대화를	진행	중인데,	이는	
페이센트가	(필리핀에서)	온라인	인지도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	및	기초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Texcent	사의	큰	
잠재	시장인데,	모든	50개	주에서	송금	및	전반적	은행업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영업	자금
이	필요할	것입니다.”

• 사용자 획득과 마케팅 촉진

157,500	ETH

이	자금은	크립토	통화가	주는	혜택;	페이센토스	사용을	통해	명목	화폐	사용자가	크립토	통화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	실시간으로	명목	화폐로의	환전	및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목	화폐	세계에서	
홍보하기	위해	이용될	것이다.	본	사는	높은	비율의	부가	여전히	명목	화폐	생태계에	존재하는	걸프	협
력	회의(GCC)	국가를	“이중”	전자지갑	이용하는	편리함의	타겟으로	삼을	것이다.

• 국가 내 영업과 판매 인력

90,000	ETH
	
페이센트가	크립토	통화	및	명목	화폐	세계를	아우르기	때문에	사무실	및	파트너십과	가맹점	획득을	
위한	판매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페이센트가	사용자들이	크립토	통화나	명목	화폐로	지불하는	데	필
요한	가맹점	및	지불	게이트웨이라는	번성하는	생태계를	갖도록	할	것이다.	본	사는	각	나라마다	영업	
비용	10,000	ETH을	투자하여	총	9	개국을	공략할	것이다.

• 가맹점 획득과 전략적 파트너십

90,000	ETH	
	
이	자금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해	쓰여서	페이센트	사용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크립토	통화를	이용	
및	환전하는	데	필요한	가맹점	생태계를	거의	즉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본	사의	판매	인
력은	현지	구멍가게를	탐방하여	페이센토스	크립토	통화와	페이센트	명목	화폐를	이용	가능하게	하
는	페이센트	엠포스를	그들이	이용하도록	끌어들일	것이다.	이를	통해	페이센터	사용자는	자신이	사
는	지역에서	시장	생태계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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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개발과 통합을 위한 비용

67,500	ETH
	
블록체인	환전과의	통합은	매우	기술적이며,	이는	(시스템)	개발	및	실행을	진행하는	숙련된	엔지니어
들을	필요로	한다.	초기의	재원	집약적인	프로젝트는	미래의	환전이	본	사의	페이센트	이중	전자지갑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추상	레이어를	개발하는	것
이다.	기타	통합	비용은	본	사의	전자지갑이,	전기수도가스	회사,	케이블	회사,	학교,	지역	정부	기관과	
같은	오프라인(brink-and-mortar)	기관에	통합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소매	및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은	
지역	(통합)	웹사이트에	의해	통합될	것이다.

8. 제품 정보

“Texcent 사는 완전한 모바일, 무 현금 거래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8.1 페이센트란 무엇인가?

페이센트는	완전	통합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싱가폴	소재	회사	Texcent	사가	
개발한	금융	플랫폼이다.	페이센트는	완전한	모바일,	무	현금	거래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페이센트는	완전한	가상	채널에서	구동되며,	사용자	앱과	가맹점	앱으로	구성된다.	본	사
는	사용자와	가맹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지불	플랫폼을	제공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자
금을	주고	받고,	쇼핑을	하고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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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이점 

	-	다양한	자산	(어떠한	블록체인	자산도	페이센토스	지갑과	연동이	되며	받아들여짐)
	-	자산이	페이센토스	지갑	내에서	크립토	통화로	존재함
	-	외환	거래	및	수수료에	있어서	최적화됨
	-	200여	개국의	온,	오프라인	3,600만	지점에서	이용	가능함
	-	모든	포레스트	부동산	회사	임대	자산에	대해	페이센토스로	임대료	지불이	가능함

사용자는	모든	구매	거래에	대해	0.1퍼센트의	보상을	얻는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매달	
PYN	토큰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PYN	토큰	보
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토큰의	잠재적	가치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한
다.	(더	상세한	내용을	얻고자	한다면	“페이센트	초기	토큰	판매”라는	제목의	아래	섹션
을	참고하라.)	더	나아가,	페이센트는	실시간으로	보상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2 페이센토스란 무엇인가?

페이센토스는	사용자가	명목	화폐와	크립토	통화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크립토	지갑이다.	페이센
토스	전자지갑은	매우	중요한	변수인데,	사용자가	200개국,	3,600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페이센트	
현금	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소비,	저장,	송금,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페이센트는	업계의	높은	보안성	표준을	준수하는	한편,	사용자가	다양한	블록체인	자산과	명목	화폐에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페이센트	앱이	분산	플랫폼	위에	개발되었기에,	사용자와	사업체는	빈틈없이	자산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다.	이는	현재	시장의	중앙	집중식	솔루션에서	발견되는	위험과	부정	거래를	제거한다.

크립토	자산에서	명목	화폐로의	환전은	거래	시	자동으로	발생한다.	페이센토	앱은,	사용자가	모든	종
류의	블록체인	자산을	페이센토스		토큰으로,	혹은	그	반대로,	어떤	서비스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전환
하는	환전	기능을	수행한다.	사용자들은	페이센트	앱을	통한	구매나	특정	거래를	위해서	다양한	크립
토	자산	중에서	(한	종류의	자산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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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페이센트 엠포스란 무엇인가?

페이센트	엠포스는	페이센트	크립토	지갑이나	다른	개인	크립토	지갑을	가진	사용자가	제시하는	크립
토	통화를	가맹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맹점은	받아들인	크립토	통화를	
그대로	두거나	명목	화폐로	실시간	환전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크립토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지
는	거래의	경우,	가맹점이	일반	카드	MDR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는	현금	없이	거래를	하고	싶으나	카
드사나	은행이	청구하는	저	마진,	고	MDR에	구애를	받는	가맹점에게	추가	마진을	제공한다.

엠포스 - 확장판:

모든	범주에	속한	모든	가맹점이	크립토	통화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본	사는	기존의	포스	시스
템에	플러그	앤	플레이	식으로	기능하는	페이센토스	크립토	게이트웨이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가맹
점이	비자,	MC,	아멕스,	JCB,	유니온	페이,	크립토	통화를	통한	지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혜택
을	추가한다.	소매업,	숙박업,	관광업	회사를	위한	맞춤	서비스도	제공될	것이다.	엠포스는	인터넷과	안
드로이드/iOS에서	이용	가능할	것이다.	본	사의	게이트웨이/엠포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은	플랫폼	상의	
가맹점	목록에	기재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가맹점은	전	세계	수천	명의	크립토	통화	사용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다.
	
내부	환전	(기능)은	미국	달러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싱가폴	달러화에	대해,	특히	페이센트	가맹점	
플롯폼에	대해	경쟁력	있는	환율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사는	명목	화폐에서	크립토	통화로
의	환전	시	최저	환율을	제공한다.	시스템이	처리	가능한	통화에는	유로화,	미국	달러화,	영국	파운드
화,	싱가폴	달러화,	말레이시아	링깃화,	한국	원화	등이	있다
	
크립토	자산에서	명목	화폐로의	환전은	거래	시	자동으로	발생한다.	페이센토	앱은,	사용자가	모든	종
류의	블록체인	자산을	페이센토스		토큰으로,	혹은	그	반대로,	어떤	서비스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전환
하는	환전	기능을	수행한다.	사용자들은	페이센트	앱을	통한	구매나	특정	거래를	위해서	다양한	크립
토	자산	중에서	(한	종류의	자산을)	선택한다.	
	
가맹점	혜택에는	높은	MDR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가맹점	브랜드	및	판촉이	전세계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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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페이센트 현금 카드
크립토	통화가	언제	어디서나	사용될	수	있도록	함

페이센트	카드는	업계의	높은	보안성	표준을	준수하는	한편,	사용자가	다양한	블록체인	자산과	명목	
화폐에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용자가	(실제로	혹은	가상으로)	페이센트	카드를	발급받는다.	이	현금	카드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은행	이체로	충전될	수	있는,	(이	카드와	연동된)	페이센토스	지갑에	의해	동시에	작동된다.	이	지갑은	
현재	비트코인(BTC),	에테리움(ETH),	대쉬(DASH),	ERC20과	같은	블록체인	자산이나	다른	디지털	자산
을	통해	충전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현금	카드는	신용	카드와	같이	기능할	것이다	(은행업	라이선
스	획득	이후에).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키오스크나	현금	입금	기계와	같은	
방법으로	페이센트	지갑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나아가	페이센토스	지갑을	접근할	수도	있다.	
이제	명목	화폐가	크립토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런	다음.	크립토	자산은	(페이센토스의)	온-오프
라인	기능을	가동시키는	현금	카드에	의해	운용된다.

페이센트	카드가	전세계	유수	카드	발급	및	처리	회사와	함께함으로써	누리는	시너지	및	전략적	파트
너십을	통해	사용자는	200여	개국	3,600만	가맹점(즉,	카드	사용가능	지점)에서	거래하고	어떤	서비스
에	대해서도	지불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있다.

페이센트	사용자는	비트코인(BTC),	에테리움(ETH),	대쉬(DASH),	ERC20	자산을	페이센트	현금	카드(페
이센토스	지갑)를	통해	온-오프라인	카드	결제	가능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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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센트	앱이	분산	플랫폼	위에	개발되었기에,	사용자와	사업체는	빈틈없이	자산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다.	이는	현재	시장의	중앙	집중식	솔루션에서	발견되는	위험과	부정	거래를	제거한다.

크립토	자산에서	명목	화폐로의	전환은	거래	시	자동으로	발생한다.	페이센트	지갑	자체가	환전	기능
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사용자는	편리하게	모든	종류의	블록체인	자산을	페이센토스	토큰으로	혹은	그	
반대로	환전할	수	있다.	이때	어떠한	서비스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페이센트	지갑에서	
특정	거래나	구매에	적합한	크립토	자산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페이센트	앱	상에	동시	생성	및	
제시되는	가상	페이센트	현금	카드를	갖게	되는	한편,	다양한	크립토	통화	지갑이	생성된다.	실제	카드
는	필요에	따라	앱에서	주문이	가능하다.

페이센트	앱	사용자	간에	크립토	통화를	보내는	것은	무료이고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상대방의	페이센
트	현금	카드에	통화가	이용하게	된다.

1차로	발행하는	10,000개의	페이센트	현금	카드는	2018년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
역,	독립	국가	연합(CIS),	유럽연합,	영국에서	출시될	것이다.	이	카드들은	솔리테르,	사파이어,	루비	카
드로	구분된다.	페이센트	솔리테르	및	사파이어	현금	카드는	각각	500ETH,	100ETH	이상의	초기	기여
를	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발행될	것이다.	페이센트	루비	카드에는	카드	당	15달러	수수료가	청구될	것
이다.

페이센트 현금 카드

1. 페이센트 솔리테르 카드

이	카드는	본	프로젝트에	500ETH	혹은	그	이상	투자한	
페이센토스(PYN)	토큰	보유자를	위한	한정판이다.	카드	
일일	소비	제한액은	10만	미국	달러이고,	출금	제한액은	
토큰	보유자를	위한	다양한	추가	보상을	제외하고	5천	
미국	달러이다.	페이센트	솔리테르	카드	보유자는	카드	
발행	및	배송	요금을	면제	받는다.

2. 페이센트 사파이어 카드

이	카드는	본	프로젝트에	100ETH	혹은	그	이상	투자한	
PYN	토큰	보유자를	위해	디자인되었다.	카드	일일	소비	
제한액은	5만	미국	달러이고,	출금	제한액은	3천	미국	
달러이다.	페이센트	사파이어	카드	보유자는	카드	발행	
및	배송	요금을	면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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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페이센토스 실시간 프레임워크

페이센트	실시간	프레임워크	레이어는	아랍	에미리트	중앙	은행과	함께	본사가	개발한	환전	플랫폼이
다.	아랍	에미리트	중앙	은행과	Texcent	사의	공동	관리하에	이뤄지는	환전을	통해,	페이센토스는	환
전	기능이	생성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위해서	필요하다.	포레스트	부동산	회사와	더불어	페이센
토스를	기본	크립토	통화로	채택한	부동산	생태계가	합류함에	따라	페이센토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가치	상승은	확실시	된다.

3. 페이센트 루비 카드

이	카드는	사용자가	앱	상에서	“페이센트	루비	가상	카
드”로	생성하거나,	주문이	가능하다.	이	카드는	표준	페
이센트	현금	카드로서	일일	소비	제한액이	5,000	미국	
달러이며,	인출	제한액은	1,000	미국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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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크립토 통화에서 명목 화폐로의 이용 흐름

9.3 전체 흐름

9.1 명목 화폐에서 크립토 통화로의 이용 흐름

9. 이용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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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매 및 리베이트 프로그램

10.1 엠포스 MDR 1.1%의 경우

(a) 비 페이센토스 크립토 통화

•	 1퍼센트가	페이센트	영업	수수료로	지불된다.

•	 0.1퍼센트가	분기별로	시장으로부터	직접	페이센토스를	되사는	데	사용되고	그	이후	즉시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본	사의	엠포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첫	5년	동안	진행될	것이며,	5년	이
후에는	가맹점에게	1퍼센트	MDR만	청구되고	더	이상	본	사의	환매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다.	본	사가	가맹점	생태계를	넓혀	감에	따라	본	사의	환매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가맹점의	수
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b) 페이센토스 크립토 통화

•	 0.1퍼센트가	페이센트	영업	수수료로	지불된다.

•	 1퍼센트가	토큰	백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되돌아가	분기별로	페이센토스	전자지급에	적립된다.	이
는	페이센토스	전자지갑	사용자가	페이센토스를	기본	크립토	통화로	전환하도록	하여	페이센토스
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자	하는	유인책이다.

10.2 엠포스 MDR 1.5%의 경우

•	 1퍼센트가	페이센트	영업	수수료로	지불된다.

•	 0.5퍼센트가	분기별로	시장에서	직접	페이센토스를	되사는	데	쓰이고	그	이후에는	즉시	사라진다.
	
•	 이러한	환매	vvvvv로써	페이센토스를	보유하는	것이	매력적인	기회가	되기를	원한다.

•	 본	사는	포레스트	부동산	회사와	협정을	체결하여	(페이센토스가)	유일한	크립토	통화	전자지갑
으로서	걸프	협력	회의(GCC)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징수하는	데	쓰이도록	했다.	본	사는	
첫	5년	동안	적용할	특별	MDR	비율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

	



19

11. 토큰 판매 개요

주의:
•	 페이센트는	페이센트	초기	토큰	판매	이후에	새	PYN	토큰을	생성하지	않을	것이다.
•	 판매되지	않은	모든	PYN	토큰은	매각하거나	태워	없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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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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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무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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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의 페이센트 앱을 확인해 보라.

본	사의	크립토	전자지갑은	이	기본	앱으로	통합될	것이다.

파트너

팀

수메다	고엘
회장	및	설립자

중동	아시아	투자	그룹에서	9년	이상	공동	설립자	및	최고	경영자를	역임했다.	수
메다는	초기	비트코인	열정가로서	디지털	지불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열렬한	
블로거이기도	한	그녀는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이후	삶의	여정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다.

스베트라나	우바로바
부회장	및	공동	설립자

중동	아시아	투자	그룹에서	9년	이상	설립자	및	회장을	역임하는	가운데,	회사를	
10억	달러	가치로	끌어	올렸다.	스베트라나는	블록	체인과	크립토	통화가	미래이
며	일상의	삶에	통합될	것이라	믿는다.	그녀는	요령	있는	투자가이자,	여행가이다.

브라이언	탄
최고	경영자

지불	산업에	종사한	충분한	이력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	회사	발전에	관한	경험
이	풍부하다.	브라이언은	남부	퀸즈랜드	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전문	경영자이다.	
그는	2013년	이래로	비트코인	생태계	초기	투자자이다.

https://itunes.apple.com/us/app/paycent/id1230034925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3Fid%3Dcom.texcent.paycent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texcent.paycent
https://itunes.apple.com/us/app/paycent/id123003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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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틴	굽타
최고	업무	집행	책임자

P9년	이상	경력의	지불	및	핀테크	전문가.	니틴은	전략적	마케팅,	파트너십,	신제품	
개발을	통해	매출	증가,	시장	점유율	증가,	브랜드	성과	향상을	꾀하는	전문가이다.

아더	먼사약
최고	정보	관리자

IT	분야에서	약	20년,	AIG	중동지사	최고	정보	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음.	아더는	아랍	에미리트,	싱가폴,	필리핀에서	몇몇	스타트	업	기업의	초기	구상	
단계부터	완성	단계까지	관여해	왔다.	그는	40명의	고도의	스킬을	갖춘	소프트웨
어	개발팀을	관리한다.	아더는	현재	중앙	은행의	PCI	DSS	표준에	기반하여	아마존	
웹	서비스(AWS)	보안	정책을	다듬고	있다.standards.

헬렌	레이로
홍보	부장

인사,	홍보	분야에서	16년	경력을	가진	헬렌은	아시아를	넘어	다른	지역에	본	사의	
인지도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은	항상	헬렌이	하는	일에	
열정과	노력을	쏟아	임한다.

헬레은	컴퓨터	교육	분야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하산	알쉭
기술	부장

앱	개발	분야에서	7년	간	능력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한	하산은	아키텍처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분야	전문성을	가진	기술	부장이다.	하산은	현재	20
명	이상의	전문가	팀을	관리하고	있다.	그는	비즈니스	로직	구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비샬	타네자
사업	개발	매니저

비샬은	지불	산업	및	소비자	시장	내의	사업	및	전략	분야에서	3.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	열정가이다.	비샬은	이전에	사업	개발자로	모비퀵에서	
일하며	인도를	현금	없는	사회로	만드는	데	공헌했다.

그는	인도	델리	공대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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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버투시오
선임	소프트웨어	설계자

앱	개발	분야에서	7년	간의	경험을	쌓은	알렉산더는	빠듯한	데드라인에도	불구하
고	일을	해내는	팀플레이어이다.	그는	앱	아키텍처	및	인프라	아키텍처	전문성을	
가진	선임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이다.	알렉산더는	4년	이상	선임	직책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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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위원
피터 버그스톰

2011년부터	비트코인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쏟은	초기	열정가이자	투자자이
다.	피터는	2014년	미국	비트코인	재단에	합류하여	비트코인	알림이	및	자금모
금자로	활동했고,	싱가폴	소재	블록체인,	ICO,	스마트	계약기업	개발	회사인	비
트블록	벤처를	설립했다.	이전에는,	20년	이상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본부,	소니	
유럽에서	소프트웨어	출시	책임자로,	LA	소재	자이언트	미디어	그룹에서	설립
자	및	최고	경영자로	활동했다.

아론 램

기업	금융	이사로서	아론은	기업	금융,	세금,	감사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
을	가진	싱가폴	시민이다.	그는	Pricewaterhouce	Coopers에서	커리어를	시작
하여,	다양한	산업에	걸쳐,	특히	석유가스,	전자,	교역,	물류,	투자	관리	산업의	
고객들에	대해	세금	및	감사	부서의	일원으로서	세금	컴플라이언스	및	조언을,	
법률에	기초한,	특별한	감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아론
은	Vickers	Ballas	기업	금융,	OUB	기업	금융,	Pricewaterhouse	Coopers	기업	금
융에서	일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초	국적	기업	금융	거래에	대해	자문했
다.	2007년에	아론은	UBS의	기업	고문단에	합류하였다.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
을	담당하여	역내	다양한	초	국적	기업	금융	거래	업무를	수행했다.

수라 GV

금융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해양	상품	교역	분야에서	1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
한다.	두바이의	블루	라인	해운	그룹에서	자금	관리	이사로;	싱가폴,	두바이,	뭄
바이의	Alphard	해운	그룹에서	프로젝트	및	금융	고문으로;	노이다,	두바이의	
Portdesk.com	에서	비상임	이사로;	두바이의	DBC	해운에서	고문으로	일했고,	
첸나이의	Medsugar	당료	클리닉	및	비전	캐피탈	NBFC에서	투자	및	확장	업무
를	담당했다.

이전에는	아랍	에미리트	교역	및	운송	회사인,	두바이	소재	에미리트	교역	대행
회사에서	선임	금융	매니저로	9년	간	일했다.

•	 마드라스	대학에서	무역업	학사	학위	소지
•	 인도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	 미국	ISACA	공인	정보시스템	감사	자격증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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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쉴 발라크리쉬난

변화에	있어서	챔피언으로,	인사이트에	기초해	개인	및	조직을	개발시키는	역
할을	수행한다.	스쉴은	25년	경력의	베테랑	기업체	간부로서	중동,	아프리카,	중
국,	인도의	Proctor	&	Gamble,	Yum/KFC/Pizza	Hut에서	근무해	왔다.	20년	이
상	동안	다	인종	선입	비즈니스	리더십	팀에	일원으로	활동했고,	복잡다단한	인
사,	IT,	비즈니스	컨설팅	업무를	이끌어	왔다.	최근에는	리더십	및	경영	개발	관
련	업무를	수행했고	Cricket	Academy를	운영하고	식당	컨설팅	비즈니스에	참
여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인사	및	조직	개발에	관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다.	
스쉴은	창업자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고,	그들이	이사회,	고문단,	선입팀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다.	접대,	소매	및	빠르게	움직이는	포장	상품	분야에서의	조직	
효과성,	업무	관리,	인재	개발,	고객	서비스	관련	해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E. Ahmad Altarawneh

An Excellence & quality Professional, Certified Design Thinker, Future Forecaster, 
Trends Analyst, Business Data Scientist, Use Case Expert in IOT & Responsive Smart 
City, Facilitator, SME Builder, Coach, Mentor, Professional Business Developer, Custom-
er Experience Designer, Strategy, Organizational Excellence, Learning & Performance 
Expert, Crisis, Emergency  & Disaster Management Expert, Professional Engineer, Peo-
ple With Disabilities & Inclusive Society expert, and Keynote Speaker.

•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Alabama, USA
• MBA from The University of Wales, U.K.
• Doctorate degree in Responsive Smart City from Walden University, USA.

Achievement, Association & Innovation  

• ASQ, APMP, PMI, RMC, KMI, EFQM, FIDIC, American Value Engineering Society 
(SAVE), The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 The Arab Association of 
Engineers, ATD (previously ASTD), IIBA, Axilos, IIP and lately ICAO & IATA.

• 102 Use Cases in IOT, The Connected Concept & Blockchain
• Globalization of 68 Irish Companies into the MENA Region, and helped achieve 

over $180 million in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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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ool Verjee BA LLB

Opportunistic Serial Entrepreneur with a depth of experience in telecommunications, 
with an interest in emerging technologies and an extensive diverse global network. 

He holds degrees in Law from Cambridge University. His career has been marked by 
early adop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recently focusing on blockchain’s disruptive 
potential to reshape and transform businesses and the growing public interest in
Bitcoin and cryptocurrencies.

He has delivered high returns on equity from start-up operations as evidenced by 
Telemagix, Canada’s first interactive Information service; Telepersonals that went on 
to become LavaLife Inc: North America’s leading provider of phone and online
Dating Services. World Phone Inc: that partnered with Tier One carriers including 
AT&T, Teleglobe Canada and Codetel; Atlas Telecom Network a leader in Wholesale 
VOIP Termination; MobileMiser Inc: a disruptive service helping consumers reduce 
their international cell phone charges.  

He is an Advisor to several companies planning to launch ICO’S and a partner in a 
Blockchain Consultancy company. 

Jae Kim

Jae Kim is the founder of Coinmong.com, South Korea’s leading ICO news and reviews 
website. He is an entrepreneur and blockchain technology evangelist to Korea. He 
holds over 20 years of e-commerce experience in building websites in USA, Korea and 
China. He is also a Youtube influencer and an advisor to many successful blockchain 
projects.

Anupam Ratha

A domain expert in Security, Anupam has worked extensively in the areas of Digital 
Identity Authentication, and Online Fraud & Risk Management. With over 17 years of 
experience in product engineering, product management, business development, and 
project management, Anupam has built and successfully delivered security solutions 
to Financial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globally. As the co-founder and CTO of
EZMCOM, he is responsible for the design and delivery of many of the company’s
security products and technologies to its customers.

Anupam is an inventor with a U.S. Patent 8868909 and holds a degree in Computer 
Engineering from the Army Institute of Technology in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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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Jovanovic

Justin is the Chief Operating Officer and equity partner of investFeed - the social
epicenter of the cryptocurrency community, which is currently in alpha and set to 
launch early Q1 2018. Justin is a master strategist, playing a a pivotal role executing and 
managing the direction of the investFeed community, focusing on partnerships, data 
analytics, marketing, community management, and growth of organic culture. Justin 
has been a part of several successful ICOs, including investFeed, and has a lengthy 
background in finance and traditional equities. Previously, Justin had created and
managed a disruptive software development and event sales company while
consulting for numerous NYC-based startups. Justin’s passions include marketing,
trading and investing, particularly in emerging technology, and in his spare time, Justin 
enjoys fitness, travel, and modern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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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고지사항 (면책 사항)

본	섹션	및	다음과	같은	제목의	섹션을	읽으시오:	“면책	사항”,	“진술	및	보증	없음에	관한	사항”,	“진술	
및	보증에	관한	사항”,	“미래	진술에	관한	주의	사항”,	“시장	및	산업	정보,	타인	동의	없음에	관한	사
항”,	“배포	및	보급에	대한	제한	사항”,	“증권	및	등록을	제공하지	않음에	관한	사항”,	“위험과	불확실성
에	관한	사항”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법률,	금융,	세금	혹은	다른	전문가	고문과	상담하시오.

PYN	토큰은	어떤	관할구역에서도	증권이	아니다.	본	백서는	사업	안내서가	아니며	어떠한	종류의	문
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어떤	관할구역에서도	증권	투자를	요청하거나	증권을	지급하지도	않는다.

본	백서의	어떠한	내용도	PYN	토큰을	판매하라는	조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PYN	토큰을	구입
하라고	호소하지	않는다.	본	백서에서	제시된	내용이	어떠한	계약이나	투자	결정의	기초가	되거나	관
련이	되지	않는다.

배포자는	(“페이센트”)	Texcent	아시아	주식회사와의	제휴자가	될	것이며,	PYN	토큰의	판매	과정을	진
행하여	페이센트	프로젝트,	비즈니스,	영업에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어떠한	사람도	계약을	해야	하거나	법적	책임을	갖지	않으며,	본	백서를	기초로	어떠한	크립토	통화나	
다른	형태의	지불방식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본	백서에	언급된	대로)	배포자와	구매자	사이의,	PYN	토큰의	구매	및	판매에	관련된	모든	동의는	동
의	조건을	명시한	별개	문서인	“TandCs”에	의해서만	규율	된다.	TandCs와	본	백서	간에	불일치가	발생
하는	경우,	TandCs	내용이	우선한다.

어떤	규제	기관도	본	백서에	제시된	정보를	검토나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한	조치는	어떤	관할구역의	
법률,	규제	요구사항이나	규칙	하에서	이뤄지지	않았거나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본	백서가	발간,	배포	
및	보급된다고	해서,	관련	법률,	규제	요구사항,	규칙이	준수되는	것은	아니다.

(백서에서	언급한	대로)	페이센트,	배포자,	각각의	비즈니스	및	영업,	페이	토큰,	페이센트	초기	토큰	
구매,	페이센트	및	페이센토스	지갑	(각각	백서에서	언급한	대로)과	관련한	위험	및	불확실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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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백서의	어떠한	내용도	본	섹션	및	다음과	같은	제목의	섹션(“면책	사항”,	“진술	및	보증	없음에	관한	
사항”,	“진술	및	보증에	관한	사항”,	“미래	진술에	관한	주의	사항”,	“시장	및	산업	정보,	타인	동의	없음
에	관한	사항”,	“배포	및	보급에	대한	제한	사항”,	“증권	및	등록을	제공하지	않음에	관한	사항”,	“위험과	
불확실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복제,	배포,	보급되어서는	안	된다.

면책 사항

관련	법률,	규제,	규칙이	허가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는	구매자가	백서의	
전체	내용이나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	혹은	그것에	의존한	것과	관련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행위,	계약	상의	간접적,	특수한,	우발적,	결과적	혹은	다른	종류의	어떠한	손실	혹은	다른	경우	(
매출,	소득	혹은	이익의	손실,	이용	손실,	데이터	손실)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진술 및 보증 없음에 관한 사항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는	본	백서의	제시된	정보의	정보	정확성,	완결성,	진실성을	포함하여	어
느	단체나	개인에	대해	어느	형태라도	대표,	보증,	동의를	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부인한다.

진술 및 보증에 관한 사항

본	백서에	제시된	어떤	정보	혹은	일부분에	접근하고(거나)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다음과	같
은	점을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에게	보여주며	정당화한다.

(a)	당신은	다음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한다:	PYN	토큰은	어떤	관할구역에서도	증권이	아니다.

(b)	당신은	다음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한다:	본	백서는	사업	안내서가	아니며,	어떠한	관련	문서도	제
공하지	않는다.	어떤	관할지역에서도	증권	투자를	호소하거나	증권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어떠한	사람
도	계약을	해야	하거나	법적	책임을	갖지	않으며,	본	백서를	기초로	어떠한	크립토	통화나	다른	형태의	
지불방식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c)	당신은	다음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한다:	어떤	규제	기관도	본	백서에	제시된	정보를	검토나	승인하
지	않았다.	그러한	조치는	어떤	관할구역의	법률,	규제	요구사항이나	규칙	하에서	이뤄지지	않았거나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본	백서가	발간,	배포	및	보급된다고	해서,	관련	법률,	규제	요구사항,	규칙이	준
수되는	것은	아니다.

(d)	당신은	다음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한다:	본	백서,	페이센트	초기	토큰	판매의	착수	및	완료나	크립
토	통화	환전	관련한	미래에	있을	PYN	토큰	거래를,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	PYN	토큰,	페이센
트	초기	토큰	판매,	그리고	페이센트	및	페이센토스	전자지갑(본	백서에	언급된	대로)의	우수함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이해,	해석,	간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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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본	백서,	부분	혹은	복사본의	배포하거나	보급하는	것,	혹은	당신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은	해
당	관할지역의	관련	법률,	규제,	규칙이	금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다.	(백서의	내용을)	소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본인	부담으로	그러한	제한사항을	준수하고,	이때	페이센트	그
리고/혹은	배포자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

(f)	당신은	다음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한다.	PYN	토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큰은	다음과	같이	
이해,	해석,	분류	혹은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i)	크립토	통화	이외의	다른	종류의	통화

	 (ii)	어느	개인이나	단체	(페이센토스	그리고/혹은	배포자)가	발행한	채무	증서나	주식

	 (i)	그러한	채무	증서나	주식	관련한	권리,	옵션이나	파생상품;

	 (ii)	차액을	얻기	위한	계약	하의,	혹은	이익을	얻고	손실을	피하려는	어떠한	목적으로	맺어진	계
약	하의	권리;

	 (iii)	집합투자기구	내의	단위;

	 (iv)	사업신탁	내의	단위;

	 (v)	사업신탁	내의	단위에	대한	파생상품;

	 (vi)	기타	증권	상품.

(g)	당신은	다음의	사항을	정확히	알고	이해한다:	인도나	싱가폴의	시민이거나	거주자인	경우,	미국의	
시민,	거주자(세금이나	다른	기준으로)이거나	영주권	소지자인	경우에는	페이센트	초기	토큰	판매에서	
PYN	토큰을	구매할	자격이	없다.

(h)	당신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기본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크립토	통화의	운용,	기능,	이용,	
보관,	전송	메커니즘,	기타	금전적	특성,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	크립토	통화	지갑이나	기타	
관련	토큰	저장	메커니즘,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	계약	기술;

(i)	당신은	다음의	사항을	정확히	알고	이해한다:	PYN	토큰을	구매하고	하는	경우,	(백서에서	언급한	대
로)	페이센트,	배포자,	각각의	비즈니스	및	영업,	페이	토큰,	페이센트	초기	토큰	구매,	페이센트	및	페
이센토스	지갑과	관련한	위험이	있다.

( j)	당신은	다음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한다:	페이센트나	배포자	어느	누구도	구매자가	백서의	전체	내
용이나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	혹은	그것에	의존한	것과	관련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행위,	
계약	상의	간접적,	특수한,	우발적,	결과적	혹은	다른	종류의	어떠한	손실	혹은	다른	경우	(매출,	소득	
혹은	이익의	손실,	이용	손실,	데이터	손실)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k)	당신이	본	백서나	일부	내용에	접근하고(거나)	그것을	소유하는	시점부터,	위의	내용	모두는	사실
이며	완전하며	정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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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진술에 관한 주의 사항

본	백서,	언론	보도,	대중이	접근	가능한	곳에	제시된	모든	언급;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	혹은,	
페이센트나	배포자를	대표하는	책임자,	임원,	직원의	구두	언급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닌)은	
미래	진술이라고	한다.

미래	진술의	일부는	“목표로	하다”.	“타겟을	삼다”	“기대한다”,	“믿는다”,	“할	수	있다”,	“추정한다”,	“기대
한다”,	“만약”,	“의도한다”,	“일	수	있다”,	“계획한다”,	“가능하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프로젝트”,	“해야
만	한다”,	“할	것이다(would)”,	“할	것이다(will)”과	같은	용어를	통해	식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
어들만으로	미래	진술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의	재무상태,	사업	
전략,	계획,	전망,	산업	전망과	관련한	진술이	미래	진술이다.	본	백서에	언급된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의	매출,	이윤율,	전망,	미래	계획,	기대되는	산업	동향,	다른	내용을	포함한	미래	진술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예측일	뿐이다.

이러한	미래	진술은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의	실제	미래	결과,	성과,	업적을,	미래	진술을	통해	
기대,	표현,	암시된	결과,	성과,	업적과	실질적으로	다르게	할	수	있는,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위험,	
불확실성,	기타	요인을	포함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a)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주식	혹은	크립토	통화	시장	조건의	변화,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가	
비즈니스,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	내의	규제	환경의	변화;

(b)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가	비즈니스	전략과	미래	계획을	실행	혹은	구현하지	못할	수	있다
는	위험;

(c)	명목	화폐와	크립토	통화의	이자율	및	환율	변화;

(d)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의	기대	성장	전략	및	내부	성장에	있어서의	변화

(e)	비즈니스	및	영업과	관련하여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에	지불되는	수수료의	변화;

(f)	비즈니스와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가	필요로	하는	직원	임금의	변화;

(g)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	고객의	선호	변화;

(h)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가	활동하는	경쟁	조건의	변화,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의	경
쟁	능력의	변화

(i)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의	미래	자본	수요의	변화,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금융	및	
자본의	이용가능성의	변화

(j)	전쟁이나	국내외	테러;

(k)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의	비즈니스	그리고(혹은)	영업에	영향을	끼치는	재앙,	자연	재해,	신
의	행위가	발생하는	것;

(l)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의	통제를	벗어난	기타	요인들;

(m)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	각각의	비즈니스	및	영업,	페이	토큰,	페이센트	초기	토큰	구매,	페
이센트	및	페이센토스	지갑	(각각	백서에서	언급한	대로)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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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	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한	모든	미래	진술은	분명히	위의	요인들에	의
해	전부	(미래	진술로서)	자격이	부여된다.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의	실제	미래	결과,	성과,	업
적이,	본	백서의	미래	진술을	통해	기대,	표현,	암시된	결과,	성과,	업적과	실질적으로	다르게	될	수	있
는	위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런	진술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해서는	안된다.	이	진술은	본	백서가	
발간된	날짜에만	유효하다.

페이센트,	배포자	혹은	어느	누구도,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의	실제	미래	결과,	성과,	업적이	미
래	진술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될	것임을	대표,	보증	그리고(혹은)	약속하지	않는다.	페이센트	그리고(
혹은)	배포자의	실제	미래	결과,	성과,	업적은	미래	진술을	통해	기대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본	백서에	포함된	어떤	것도,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의	미래	성과나	정책에	대해	대표,	보증,	약
속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는	새로운	정보가	존재하고	기타	사건이	
미래에	발생한다고	해도,	미래	진술을	갱신하거나	수정하여	미래에	나타날	발전,	사건,	상황을	반영할	
책임을	갖지	않는다.

시장 및 산업 정보, 타인 동의 없음에 관한 사항

본	백서는	내부	조사,	보고서,	연구,	시장	조사,	널리	알려진	정보,	산업	발행물을	통해	얻은	시장	및	산
업	정보,	예측을	담고	있다.	그런	출처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믿을	만한	출처에	기초한다고	하지만	그	
정보의	정확성	혹은	완전성에	대해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페이센트,	배포자,	각각의	책임자,	임원,	직원을	제외하면,	아무도	본	백서에	본인의	이름이나	기타	신
원	정보를	싣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정보의	정확성	혹은	완전성에	대해서	아무런	대표,	보증,	
약속을	하지	않으며,	그	사람들은	정보를	업데이트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배포 및 보급에 대한 제한 사항

본	백서	혹은	그것의	일부분을	배포하거나	보급하는	것이	어떤	관할구역의	관련	법률,	규제	요구사항,	
규칙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당신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고	본
인	부담으로	그러한	제한사항을	준수하고,	이때	페이센트	그리고/혹은	배포자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
다.

본	백서에	배포	받은	사람은,	즉	백서에	접근할	수	있거나	백서를	소유한	사람은,	다른	누구에게도	백
서나	그	일부	내용을	유포,	복제,	배포하여	동일한	배포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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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및 등록을 제공하지 않음에 관한 사항

본	백서는	사업	안내서가	아니며,	어떠한	관련	문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어떤	관할지역에서도	증권	투
자를	호소하거나	증권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어떠한	사람도	계약을	해야	하거나	법적	책임을	갖지	않
으며,	본	백서를	기초로	어떠한	크립토	통화나	다른	형태의	지불방식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도	아니
다.	(본	백서에	언급된	대로)	PYN	토큰의	구매	및	판매에	관련된	모든	동의는	다른	문서가	아닌	오직	
TandCs에	의해	규율	된다.	TandCs와	본	백서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TandCs	내용이	우선한다.

어떤	규제	기관도	본	백서에	제시된	정보를	검토나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한	조치는	어떤	관할구역의	
법률,	규제	요구사항이나	규칙	하에서	이뤄지지	않았거나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본	백서가	발간,	배
포	및	보급된다고	해서,	관련	법률,	규제	요구사항,	규칙이	준수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과 불확실성에 관한 사항

PYN	토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백서에서	언급한	대로)	PYN	토큰	구매	이전에,	페이센트,	배포
자,	각각의	비즈니스	및	영업,	페이	토큰,	페이센트	초기	토큰	구매,	페이센트	및	페이센토스	지갑	(각
각	백서에서	언급한	대로),	본	백서와	TandCs에서	제공된	모든	정보와	관련된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
을	신중히	고려	및	평가해야	한다.	어떠한	위험	및	불확실성이	실제로	발생하면,	비즈니스	및	금융	조
건,	영업	결과,	페이센트	및/혹은	배포자의	전망이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에,	PYN	토큰	가치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잃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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