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Wb 발행 및 원화증거금에 관한 보고서
(2020.03.25)

비엑스비 주식회사는 2019년 03월 25일(이하 “보고서일”) 현재 KRWb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사실에 대해 확인합니다.
l

KRWb 발행 총량: 16,860,432.45 KRWb

l

원화 증거금 잔액: 16,860,433 원

l

원화 증거금 질권설정자: 유한회사 디엑스피파트너스

보고서일 현재 원화 증거금 평가금액은 이더리움(Ethereum)의 ERC20 프로토콜 기반으로 발행 된
토큰 발행 총량과 동일하게 예치 중입니다.

상세내역:
1.

KRWb 토큰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스마트컨트렉트를 사용하며 ERC-20 인터페
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otal supply는 ERC20 토큰계약을 정의하는 필수 파라미터로서
토큰의 모든 잔액의 합계를 나타냅니다.
KRWb 스마트컨트렉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0xf9fd7a89bfb8a07a225080236e5ca570ee2a76a1
Etherscan에서 “Total Supply” 확인 가능합니다.
https://etherscan.io/token/0xf9fd7a89bfb8a07a225080236e5ca570ee2a76a1

2.

보고서일 현재 원화 증거금은 금융기관에 300,335,064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3.

원화증거금에 대한 질권설정은 공급파트너와 별도의 독립된 제3자인 유한회사 디엑스피
파트너스에 위임하여 질권을 설정 하고있으며 백서상(https://krwb.io 공시) KRWb의 원화
교환 과정에 준수하여 질권설정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수표동), 3층
비엑스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환

Report regarding the issuance of KRWb and deposited funds
(Mar. 25th, 2020)

BxB, Inc. confirms the following facts as of Mar 25th, 2020 regarding the issuance of KRWb tokens
and deposited funds.
l

Total Issued KRWb Tokens: 16,860,432.45 KRWb

l

Total Deposited Korean Won Funds: 16,860,433 Won

l

Pledger of the deposited Korean Won funds: DXP Partners, LLC.

The total number of KRWb tokens issued based on the Ethereum ERC20 protocol equals the total
number of Korean Won funds deposited and held under pledge.
Details:
1.

KRWb Tokens are implemented on the Ethereum blockchain based on the ERC20 protocol.
The Total Supply is a required parameter according to the ERC20 protocol standards and
represents the total number of issued tokens on the blockchain.
The KRWb smart contract address is as follows:
0xf9fd7a89bfb8a07a225080236e5ca570ee2a76a1
The “Total Supply” can be confirmed via Etherscan:
https://etherscan.io/token/0xf9fd7a89bfb8a07a225080236e5ca570ee2a76a1

2.

We are currently holding 300,335,064 KRW in deposits under third-party pledge at the date
of this report.

3.

DXP Partners; a third-part independent of both BxB, Inc. and any Issuance Partners, has
been entrusted to hold the deposited Korean Won funds under pledge and is required to
abide by the protocols regarding pledging of deposited funds described in the KRWb
whitepaper(confirmable on https://krw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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