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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술 개발의 잠재적 영향은 현 금융업계에서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틈새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적으로 진보되지 않은 전통적인 은행이 누리는 주요 이점 중 하나인 

규모의 경제를 누리지는 못 합니다. Bankera는 기술 기반의 Blockchain 시대 

환경에서 기존 및 신흥 뱅킹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를 달성하여 결국 모든 은행 

업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원 스톱 은행이 될 것입니다. 

 

Bankera는 핀테크 회사로서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초기가상화폐공개 (IC

O) 이전에 중요한 기반 시설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미 Bankera는 Single Euro Payme

nts Area (SEPA)에서 지불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개별 국제 은행 계좌 번호 (IBAN)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및 IT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Bankera는 경쟁력 있는 

외화 환율,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국제 은행 전신을 제공 할 뿐 아니라 카드 

소지자의 지불 계좌와 연결된 "Bankera Payment Car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ankera는 디지털 은행를 구축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고 전통적인 거래에 있는 

제삼자를 제거하고 저축 및 대출 계좌와 같은 핵심 뱅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Bankera는 주요 관할 지역에 추가 은행 라이센스를 신청하여 

거래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양한 화폐 통화로 업무를 처리하고 국경 간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Bankera는 또한 EU의 SEPA, 영국의 Faster Payments 및 

캐나다의 ETF와 같은 지불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지불 카드 

체계로 발행자 및 취득자 상태를 달성하는 것과 같은 주요 금융 네트워크의 멤버가 될 

계획입니다. 

 

전통적인 뱅킹 제품 외에도 Bankera는 저비용의 은행 환경에서 개별 고객과 기업 

모두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 할 것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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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경우, Bankera는 과거 현금 흐름 및 예상 지불금을 기준으로 미래 

예상 지불금에 대한 지불 처리를 위한 자금을 확대함으로써 현금 흐름을 개선 

할 것입니다. 

 

• 개인 고객을 위해 Bankera는 고객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저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연결된 투자 상품을 만들어 

인플레이션에 안전하게 대비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Bankera가 설립될 예정이며 초기동전공개가 (ICO) 

실시될 것입니다. 제안은 "Bankers"(BNK)로 알려진 가상화폐 토큰이 될 것입니다. Ba

nkera에 의해 모금된 기금은 Bankera의 발전을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기금은 Bankera의 운영자가 Bankera에게 보조금에 대한 의무의 일부로서 회사의 

제품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배당금 지불은 Bankera와 SpectroCoin이 매주 벌어들인 

거래 순수익의 20%를 기준으로 BNK 토큰 소지자에게 지불합니다. Bankera에 대한 

배당금의 일부로 BNK 토큰 소지자에게 지불하는 것은 Bankera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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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금융과 금융의 세계에서 우리 

삶의 여러 측면을 디지털화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의 출현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통해 돈을 디지털화할 수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다른 분야의 금융 분야에 혁명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는 하나의 금융 서비스 또는 제품 (예 : 송금 또는 대출)을 변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참가자가 기존 시스템으로 인해 방해받는 기존 

경쟁자와 비교하여 신흥 기술을 채택하는 경우가 더 적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규 진입자가 누리는이 경쟁적 우위는 기존 은행이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신흥 

핀테크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동일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수명이 짧습니다. 

 

저희 Bankera의 비전은 다릅니다. 저희는 블록체인의 시대를 위한 은행을 짓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결국 모든 금융 서비스의 원 스톱 스토어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디지털 수단이 분산되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Bankera는 분산된 블록 

체인에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여 고객들이 순전히 디지털 은행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공개 (ICO)를 발행할 것입니다. ICO의 목적은 시험 적 아이디어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Bankera가 기존의 서비스를 확장하여 지불, 대출, 환전, 투자 

등으로 모든 업무 영역에서 기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자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ICO에 참여하기 전에 지지자들께 Bankera의 서비스를 시험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2.	Bankera란? 
	

Bankera는 거래 시 참여자 수를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블록체인 

시대를 위한 은행은 행을 설립할 것이므로 최종 소비자는 금융 비용이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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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전자 상거래에서 거래 참여자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자 

상거래에서는 물품을 이제는 제조업체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서비스에서, 지금까지의 추세는 금융 기술 회사가 개별 제품에 대한 더 나은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기존 인프라를 기본으로 하여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송금 회사는 여러 나라에서 은행 전신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로 수많은 거래 참여자가 생겨났습니다. Ba

nkera는 금융 시장의 핵심 참여자가 됨으로써 거래 참여자가 필요 없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스펙트로코인(SPECTROCOIN)의 역할 
	

Bankera의 창립 팀은 이미 성공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e-지갑, 직불 카드 제공 업체 및 

지불 프로세서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SpectroCoin (https://spectr

ocoin.com/)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첫날부터 SpectroCoin은 고객에게 다양한 가상화폐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SpectroCoin은 직불 카드, 지불 

처리, 국제 은행 계좌 번호, 외환 등과 같은 전통적인 은행 업무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제품을 생산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SpectroCoin은 이미 기존 은행과 비교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개발했습니다. SpectroCoin의 자연스러운 확장은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블록체인 시대의 혁신적인 은행인 Bankera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Bankera를 도입하면 운영 포크가 생깁니다. SpectroCoin은 가상화폐를 위한 지갑과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두 주자로 남을 것이며 Bankera는 효율적인 지불과 뱅킹 

솔루션에 중점을 둔 신제품이 될 것입니다. 



	 6	

	
	

SpectroCoin의 성공은 Bankera의 비전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이미 개발된 

것은 Bankera가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행 가능 제품 (MVP)가 될 

것입니다. 

 

SpectroCoin의 Bankera에 대한 기여는 IT 및 규제 인프라뿐 아니라 400,000 명이 

넘는 기존의 SpectroCoin 고객에게 Bankera 서비스를 소개하고 SpectroCoin의 50 개 

이상의 블록체인 전문가 인력 풀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SpectroCoi

n은 사전 ICO 개시 후 첫 주부터 Bankera 토큰 보유자에게 순 거래 수익의 20%를 

배당한다는 것입니다. 

3.1. 스펙트로코인에 관한 주요 내용 

	

고객 : 현재 400,000 및 매일 1400+ 신규 등록; 

발행 된 카드 : 63,000+; 

일일 평균 볼륨 : 580,000 EUR; 

팀원 : 50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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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의 비전 

4.1. 효율성 우선 

	

금융 서비스 산업은 진입 장벽이 낮춰지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동질성이 증가하므로 (

예 : 대출은 가격 및 조건적 차별만 가지고 있음) 거의 완벽한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 (예 : 시간과 비용 간의 최적의 균형)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Bankera는 Bankera의 지불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제 

송금 또는 계좌 간 통화 교환을 통해 외환 거래에 관련된 고객에게 은행 간 환율을 

전달하게 됩니다. 

4.2. 돈의 상태 

	

Bankera는 오늘날의 환경에서 돈과 관련된 세 가지 핵심 트렌드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현금은 여전히 개발 도상국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형태의 돈이며, 향후 10년 

내에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전자 및 디지털 화폐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장래에 기술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돈을 개발하고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4.2.1. 현금의 중요성	
	

Bankera는 현금이 여전히 중요한 지불 방법이며 Bankera는 현금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Bankera가 전통적인 은행과 

같은 물리적인 지점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Bankera는 현금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3 가지 공략을 합니다. 

 

현금 입금 및 인출을 위해 기존 공급자와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Bankera는 현재 현금 

입금 및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매 업체와 파트너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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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네트워크. Bankera는 예금 및 인출을 처리할 인프라가 확립되지 않은 개발 

도상국 (예 : 남아메리카)에서 Bankera가 예금 및 출금을 처리할 수 있는 관련 소매 

업체 (예 : 신문가 주유소 또는 주유소)와 파트너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이 

에이전트들은 각각 기능 실현을 위해 Bankera에 계정을 만들 것입니다. 

 

지불 카드. Bankera는 지불 카드를 발급 할 것이므로 현금이 필요할 때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ATM에서 인출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2.2. 전자 및 디지털 돈 

	

Bankera는 처음에 USD, EUR 및 GBP와 같은 주요 통화를 포함하여 모두 22개의 

통화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Bankera는 Bitcoin, Ethereum, DASH, NEM 및 신흥 가상화폐 에코 시스템의 

최전선에 서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디지털 통화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앙은행 (예 : 영국 은행, 스웨덴 중앙은행 및 유럽 중앙은행)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머니 구현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통화가 나오면 Bankera는 이 통화와 최종 

사용자가 이 새로운 통화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4.2.3. 새로운 종류의 돈 

 

혁신의 최전선에서 Bankera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사용하여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입니다. 그러한 문제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으로

, Bankera는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Robert J. Shiller가 제안한 "바구니"로 명명된 

전자 화폐를 발행할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고객이 특정 소비 바구니의 가치에 

해당하는 전통적인 화폐 통화를 수신 통화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반면, 저희는 

인플레이션을 포착하고 고객을 편의를 위해 소비 "바구니"의 대용품으로 지정된 전자 

화폐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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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디어는 N. Kiyotaki와 J. Moore에게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2002 년 "악의 

뿌리가 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Bankera는 지불을 위해 

저비용 교환 무역 펀드 (ETF)를 제공하고 결국 고객 선호에 따라 개별 포트폴리오 / 

바구니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ETF가 뒷받침하는 전자 화폐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잠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자금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또한 투자를 위해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 비용이 없고 변동성이 없다고 가정하면 합리적인 

사람은 모든 자금을 항상 투자할 것이고 소비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포트폴리오의 

작은 부분을 판매 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자금을 받을 때, 그들은 즉시 이러한 

자금을 투자할 것입니다. 지급 자와 수취인이 동일한 자산에 투자한다고 가정 할 때, 

우리는 매각과 매수가 불필요한 단계라고 제안하므로 그러한 자산의 거래 ETF가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4.3. 지불 처리 

	

Bankera는 온라인 결제를 허용하는 상인이 직면하는 두 가지 주요 문제, 즉 사기 / 

환불 위험 및 긴 결제 시간으로 인한 자본 고정 문제를 해결합니다. 

 

Bankera는 비즈니스 클라이언트가 먼저 독점 노우-유어-클라이언트 (KYC) 및 사기 

심사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인보이스 파이낸싱의 대안으로 입금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3.1. 당신의 고객을 알아라 (KYC) 

	

Bankera는 지불 프로세서가 수집된 데이터의 양 때문에 KYC 및 사기 탐지 절차를 

수령자와 비교하여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Bankera는 KYC 및 

사기 심사 기술에 대한 확장을 개발하여 관련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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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에 대한 사전 예방적이고 예방적인 접근 방식으로 규정 준수를 개선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솔루션은 지불 환수율을 낮추어 고객의 전반적인 지불 처리 비용을 

낮추게 됩니다. 

4.3.2. 입금 지불 

	

비 현금 지불을 허용하는 급성장 기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자본 고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가 신용 카드 거래를 처리하는 경우 거래 후 7일 내 90% 그리고 

나머지 10%는 6개월 이내에 수령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롤링 예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상환권으로 인해 상인과 은행을 잠재적인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위험 관리 전략이지만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현금 흐름 문제를 

만듭니다. 

	

Bankera는 기업을 위한 현금 흐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단기 금융 상품을 만들 

것입니다. Bankera는 지불 프로세서로서 Bankera가 예상되는 입금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은행에 비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회사는 Bankera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현금 결제를 수락할 수 있으며 

거래가 해결되는 데 3 주가 걸릴 수 있지만, Bankera는 자금이 궁극적으로 수령 될 

것으로 확신하는 경우이 거래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즉각적인 해결은 

수수료 또는이자 지급을 위해 수행될 수 있으며, 이 프로세스는 롤링 준비금 요건 및 

기업이 직면 한 다른 장애를 줄이 거나 없애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제한된 유동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불 프로세서에서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은행 설립 
	

은행을 설립 할 때 자본, 기술 및 컴플라이언스와 같은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성공을 

보장합니다. Bankera의 경영진은 이러한 핵심 요소 간의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개발하는 데있어 입증 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CO 이전에 Bankera는 이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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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요소의 중요한 부분을 개발했으며 이미 최소의 실행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제품 그룹 모두의 성공적인 시행은 은행의 성공을위한 기반을 마련 할 

것입니다. 이 철학은 아래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5.1. 자본 

	

은행 운영은 자본이 성장 및 교역 사이클 자금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 시키기 때문에 다른 많은 기업들과 다릅니다.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는 

예금 기반에 대한 압박 (예금보다 많은 인출)이 있을 때 경기 침체기에 은행들이 금융 

위기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기된 

자본금의 대부분은 입법화된 자본 적정성 요건 비율을 충족시키고 새로운 관할지에서 

은행 면허를 취득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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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ICO가 자본 적정성 요구 사항으로 인해 상당한 액수의 EUR 1억 유로를 

모금한다면 Bankera는 5억 유로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균 지방 

은행의 대출 능력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250,000 EUR의 평균 대출 

금액에 대해 2,000개의 대출에 해당합니다. 

5.2. 규제 

	

라이센스는 금융 기관의 핵심 자산 중 하나입니다. 현재 Bankera의 경영진은 지불 

기관 (PI) 라이센스를 취득했습니다. 저희 팀은 ICO 전인 현재 전자화폐 기관 (EMI) 

라이센스를 획득 중입니다. 따라서 Bankera는 예금 수령 및 투자 상품 제공을 

제외하고는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ICO 이후에 달성해야 할 중요한 전자 문서 라이센스를 EU의 은행 라이센스로 

업그레이드하면 현 문서에서 설명한 Bankera의 초기 비전을 이행하는 데 요구된 

라이센스 획득하게 됩니다. 

 

또한 Bankera는 카드 계좌 및 여러 송금 채널과 같은 다양한 주요 금융 네트워크에서 

회원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5.3. 과학 기술 

	

전통적인 은행은 종종 자신을 "기술 회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Bankera는 

블록체인 시대를 위해 이미 구축된 핵심 기술을 통해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에는 SWIFT 메시징, SEPA 지불 또는 지불 카드 같은 레거시 제품이 

있어 기술의 핵심은 이러한 기술을 융통성 있게 만듭니다. 반대로, 그러한 제품들은 B

ankera의 아이템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심이 되는 핵심 기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Bankera는 현대 기술이 등장하고 오래된 기술이 중복될 때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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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era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은 이미 개발되었으며 ICO 이전에 

최소한의 실행 가능한 제품 (MVP)으로 테스트할 준비가 완료될 것입니다. Bankera의 

현재 기술의 핵심은 SWIFT 메시징, SEPA 지불, 지불 카드 통합, 은행 원장, Bitcoin, E

thereum, DASH, NEM 모듈, 사기 분석 등을 위한 모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Bankera는 기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곧 출시 될 블록체인 시대의 최첨단 솔루션을 개발할 

것입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이미 Bankera에서 사용할 수있는 기술적 솔루션과 추가 계획을 

보여줍니다. 

 

6.	제공될 서비스 
	

Bankera는 본격적인 디지털 은행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 가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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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불 

	

Bankera의 지불 솔루션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IBAN, 직불 카드 및 지불 처리와 같은 

전통적인 제품이 포함 되지만 다른 금융 시장 참여자를 위한 송금 서비스 

솔루션으로도 확장 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Bankera는 규제를 받는 유럽 은행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매우 취약한 상거래 은행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피하기 위해 주요 관할 지역에서 

지불 카드 발급 및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할 것입니다. 세계은행 (World Bank)은 AML 

위험이나 위험 감소와 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특파원 금융 관계 (CBR)가 

감소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1. 여러 라이센스를 보유하고있는 Bankera는 이러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금융 시장에 직접 액세스 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환율로 액세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시 국제 거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CO 이전에 이용할 수 있는 Bankera의 카드는 Bankera의 지갑에 실제로 지불 카드를 

수령하는 곳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모든 서비스는 24 시간 연중무휴와 20개 이상의 언어로 지원되며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6.1.1. 가상화폐 

	

Bankera는 기본적으로 Bitcoin, Dash, Ethereum (ERC20 토큰 포함), 모든 지불 관련 

기능에 대한 NEM과 같은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Bankera 고객이 

통화를 저장하고 교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불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잔액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가 기존 통화와 같이 사용 가능케 합니다. Bankera는 또한 

																									
1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113021467990964789/pdf/101098-revised-PUBLIC-CB

R-Report-November-2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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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을 위한 모든 통화에 대한 지불 처리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SpectroC

oin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6.1.2. 새로운 종류의 돈 

	

저희는 국내 총생산 (GDP)이나 ETF와 같은 경제 지표로 뒷받침되는 새로운 유형의 

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Bankera는 등장하는 통화를 채택하거나 창출할 수 있는 

훌륭한 위치에 있습니다. Bankera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불 처리 솔루션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투자 제품을 출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6.2. 대출 및 저축 

	

보증금을 받고 대출을 발급하는 능력은 모든 은행 업무의 핵심이지만, 오늘날 규정 

준수 요구 사항, 특히 자본 요구 사항으로 인해 은행 업계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Bankera가 관련 은행 라이센스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은행의 

운영 규모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제한됩니다. 따라서 Bankera가 기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본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 적정성 비율의 계산에는 위험 가중 자산의 가치뿐만 아니라 자본 규모를 계산할 

수 있도록 은행 자산의 포트폴리오와 1 단계 및 2 단계 자본의 구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젤 (Basel) III 요건 및 제 4차 유럽 자본 요건 지침 (CRD4) 규정에 의해 

제안된 총 자본 비율 8%의 최소 요구 사항에 의해 부과된 제한을 설명하기 위해 Bank

era는 자본을 보통주로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된 총 

위험 가중 자산 (대부분 100 %의 가중치를 가짐)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험	가중	자산의	최대	가치 =	
총	자본

최소	총	자본	비율
=
총	자본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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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8%가 최소 자본 요건이며 목표 자본 요건은 약 20%로 유럽중앙 은행이 직접 

감독 한 모든 은행의 평균 총 자본 비율인 17%2보다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자본이 

100M 유로라고 가정하면 위험 가중 자산 (또는 100 % 발행된 대출)의 최대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	가중	자산의	최대	가치 =	
100M	EUR
20% 	= 500M	EUR 

 

500M 유로 자산의 가치는 기존 은행에 비해 여전히 작은 규모이지만 평균 대출 

출발점이 2,000개의 250,000유로 상당의 좋은 출발점입니다. 

 

Bankera는 저희 기술을 활용하여 당좌 계정 잔고에서도 금리를 제공합니다. 

	

6.3. 투자 

	

앞으로 Bankera는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을 위해 다양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비용 ETF가 고객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거래, 자문, 중개, 양육권, 자산 관리 및 기타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확장될 것입니다. 

자문 또는 자산 관리 솔루션과 같은 대부분의 서비스는 최첨단 AI (인공 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됩니다. 

 

기업의 경우, Bankera는 초기에 거래 금융을 포함한 기업 고객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투자 금융 서비스를 커버할 수 있는 재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7.	재정 
	

Bankera는 핵심 서비스인 지불, 대출 및 예금, 투자에서 수익을 달성합니다. 

																									
2
https://www.bankingsupervision.europa.eu/banking/statistics/html/index.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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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수익은 지불 처리, 카드 발급 및 외환으로 인한 수익을 반영합니다. 소매 고객의 

지불 마진은 Bankera가 직면 한 비용보다 0.01 유로가 더해진 가격입니다. 기업 

고객의 지불 마진은 0.25% (5 년 후 0.1%로 감소)입니다. 카드 당 평균 월간 증거금은 

유지 보수, 발급 및 기타 수수료뿐만 아니라 상호 교환 수수료 (카드 취득자가 

발행인인 경우 Banker에게 지불 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0.5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 대출 여백 (예금자에게 지급되는 금리와 대출금을 지불 한 후 대출 

기관이 지불하는 금리와 기타 직접 비용의 차이)은 0.5%로 5년 안에 0.1%로 

감소합니다. 투자 상품의 평균 마진은 0.25%이고, 8년 이내에 0.1%로 감소하며, 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수수료입니다. 결과적으로 Bankera는 첫해에 11M 유로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0년 내에 500M 유로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비용은 법정 및 IT 비용뿐만 아니라 임금 (첫해 200 명, 10 년 이내에 2,000 

명으로 증가)으로 구성됩니다. 이 견적은 SpectroCoin의 현재 비용 구조를 

기반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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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기반과 이미 운영중인 제품 및 초기 고객 기반으로 인해 Bankera는 1 

일째부터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8.	가상화폐공개 (ICO) 
	

가상화폐공개 (ICO) 기간 중 Bankera는 스마트 계약으로 운영되는 블록체인에서 Ban

kers (BNK)라는 가상 화폐 토큰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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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왜 ICO인가? 

	

저희 돈을 모으는 대안적인 방법 대신에 ICO를 선택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ICO는 저희가 다른 지역의 참가자들을 참여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휴위원회를 통해 Bankera의 제품을 홍보 할 수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둘째, 

토큰은 ICO 이후 다양한 거래소에서 거래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참가자는 상장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처럼 자신의 지위를 청산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큰의 스마트 계약을 통해 주간 제휴 수수료를 쉽게 분배 할 수 있습니다

. 

8.2. 토큰 

	

토큰 소지자는 Bankers (BNK)를 사용하여 Bankera의 서비스와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Bankera 및 SpectroCoin 고객이 매주 지불하는 순 

거래 수수료의 20 %를 수수료로 할당받게 됩니다. 

 

순 거래 수익은 고객이 지불 한 거래 수수료와 거래와 관련된 직접 비용 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Bankera의 고객이 평균 수수료 0.25%와 Bankera가 평균 0.1

%의 수수료를 받고 일주일 만에 외화로 100M 유로를 교환할 경우 평균 순 거래 

수익은 0.15%가됩니다. 따라서 토큰 보유자에게는 30,000 EUR가 할당됩니다.  

 

할당된 수수료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은행 (BNK) 토큰 보유자에게 분배됩니다. 

8.3. Pre-ICO 

	

Pre-ICO 기간 동안 Bankera의 초기 버전을 완성하기 위해 ICO 토큰의 10%가 발행 

됩니다. Pre-ICO는 ICO 스마트 계약을 위한 하드 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BNK 토큰의 가격은 토큰 당 0.01 EU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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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ICO 

	

BNK 토큰의 가격은 ICO 이전 기간 동안 발행된 토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Pre-ICO 기간 중에 발행 된 BNK                           	BNK 당 유로 가격	
0-499,999,999	 0.012	

500,000,000-999,999,999	 0.013	

1,000,000,000-1,499,999,999	 0.014	

1,500,000,000-1,999,999,999	 0.015	

2,000,000,000-2,499,999,999	 0.016	

2,500,000,000	 0.017	

	

	

	

하드 캡 (얼마나 많은 토큰이 발행될 것인가)은 pre-ICO 동안 발행된 다수의 토큰을 0.

1로 나눔으로써 결정될 것입니다: 

	

하드켑 =
PreICO	토큰	수

0.1  

	

 

또한 ICO 기간 동안 소프트 캡 (soft-caps)이 있으며, 각 1,000,000,000 BNK마다 

토큰의 가격은 0.001 EUR 식 증가할 것입니다. 

  

ICO 기간 동안 토큰의 30%가 모두 판매되지 않는 경우 나머지는 Pre-ICO 및 ICO 

토큰 소유자에게 비례 배분됩니다. 즉, 모든 토큰 공급의 40%가 Pre-ICO 및 ICO 

참가자들 사이에서 분배됨을 의미합니다. 

 

30 % 토큰의 나머지는 미래에 SCO (2차 가상화폐공개)에서 배포되지만 BNK 가격 당 

0.1 EUR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토큰의 25%는 홍보를 위한 바운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동기 부여를 위해 팀에게 

수여될 것입니다. 팀의 토큰은 미래에 수여될 예정입니다. 

 



	 21	

5%는 고문단에게 귀속되며, 고문단은 완전한 기능을 갖춘 은행이 운영될 때까지 몇 

년 동안 우리에게 조언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Pre-ICO 및 ICO에 대한 총 하드캡은 SCO에 대해 177M EUR (25M EUR + 15

2M EUR)의 10,000,000,000 BNK (2,500,000,000 + 7,500,000,000) 및 적어도 750M 

EUR입니다. 

8.5. 토큰 할당 

	

토큰 할당은 Pre-ICO 참가자, 전체 ICO 및 Bankera의 경영진 및 고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re-ICO 참가자에게는 발행된 모든 토큰의 10%가 할당됩니다. 

 

ICO 참가자에게는 발행된 모든 토큰 중 30%가 할당됩니다. 

 

SCO 참가자에게는 모든 토큰의 30%가 할당됩니다. 

 

관리 팀 및 직원에게는 시간 경과에 따라 토큰의 가치에 관심을 맞추기 위한 동기 

부여 도구로 모든 토큰의 25%가 할당됩니다. 이 토큰 중 일부는 pre-ICO, ICO 및 SC

O 기간 동안 바운티로 사용됩니다. 

 

고문단은 Bankera가 성공할 수 있도록 통찰력과 인맥을 얻기 위해 모든 토큰 중 5%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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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중에 하드캡에 도달하지 못하면 남아있는 토큰은 Pre-ICO 및 ICO 참가자에게 

비례 배분됩니다. 

8.6. 수익 배분 

 

각 토큰의 가치는 매주 토큰 보유자에게 지불된 순수 거래 수익 수수료 점유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 거래 수익 분배 프로세스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순 거래 수익의 처음 20 %는 매주 스마트 계약에 전송됩니다. 

	

 
둘째, 스마트 계약은 자동으로 Bankera의 토큰 보유자에게 비례 자금을 분배합니다 ( 

추천 바운티 시 거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토큰 소지자는 스마트 계약에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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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유자가 Bankera의 모든 토큰 중 1%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는 순수 거래 수익 

분배금의 1%를 받게 됩니다. 

8.7. 추가 혜택 

	

1,000 유로 이상을 투자 한 ICO 및 Pre-ICO 참가자는 Bankera의 카드와 IBAN 계정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SpectroCoin에서). 그러나 현재 Bankera의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참가자의 거주 국가에 따라 일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9.	일정 
	

ICO가 성공하면 Bankera의 운영자는 유럽연합 내에서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지불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이 됩니다. Bankera의 운영자는 영국, 일본, 

싱가포르 및 기타 국가와 같은 다른 주요 관할권에서 또한 라이센스를 취득할 

것입니다. 

 

수익 흐름 측면에서 Bankera는 처음에 EU 은행 라이센스의 설립에 따라 대출 및 지불 

처리와 같은 핵심 은행 업무에 집중할 것입니다. Bankera가 소개할 다음 제품 옵션은 

ETF를 통해 고객에게 저비용 투자 옵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은행은 거래, 보관 및 

고객을 위한 투자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Banker

a는 또한 고객을 위해 로보 어드바이저 기반의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예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 말까지 Pre-ICO, 10월 중순까지 IBAN 및 지불 카드 

지원을 통해 최소 실행 가능한 제품 출시, 9월 말 ICO 준비 시작, ICO 종료 2월 말. Ba

nkera는 2018년 여름까지 고급 지불 처리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8 년 

가을까지 은행 면허 신청. 2019년 말 EU에서 은행 라이센스 취득. 2019년 중반 (Bank

era의 자금에서 시작)에 예금 및 대출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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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팀 
	

Bankera는 다양한 기술을 갖춘 전문가 관리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는 

암호 해독, 은행 운영 및 규정 준수, 블록체인 및 피어 투 피어 기술, 지불 처리, 인공 

지능, 인터넷 마케팅 및 경제, 정치 및 홍보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합니다. 

 

관리 팀은 고객 및 지불 카드에 대한 고유 한 IBAN 코드의 기능을 갖춘 전자 화폐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지불 기관의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등 여러 가지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c	

Vytautas Karalevičius (CEO) 는 현재 벨기에에 있는 KU 

Leuven 대학교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Cryptocurrenci

es)에 관련 박사학위를 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임브리지 대학교 (Cambridge University)에서 금융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블룸버그 런던 지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Mantas Mockevičius (CCO)는 전자화폐 거래소 운영 및 

규정 준수 관리 분야에서 8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학 학사 학위와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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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as Dobiliauskas (CTO)는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화폐 업계에서 5 년간의 경험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중형 및 대형 금융기관용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9

년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P2P 기술 전문가이며 

정보 시스템 보안 분야의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Craig Grant (비즈니스 개발 담당 이사)는 수석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로서 Skrill (현재 Paysafe 그룹의 일원)에서 

3년을 포함하여 지불 프로세싱 업계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Susana	Wessling	는	웹	및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5

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Bankera에	오기	전에	

그녀는	 신생	 기업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Bankera의	웹	사이트	개발을	

지원하고	유용성,	디자인	및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고	블록체인	시대의	은행이	되기	위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7	

	

Eglė Eidimtaitė (비즈니스 개발 담당 이사)는 3년 이상 

전자 게임 업계의 비즈니스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전에는 유럽 의회에서 일했습니다. 

	

	

	

	

	

	

Rūta Čižinauskaitė (마케팅 담당 이사)는 B2B 및 B2C 

마케팅 전문가로서 기업 및 정부 분야에서 모두 경험을 

쌓았습니다. Bankera에 입사하기 전에는 브뤼셀, 미국 

대사관 및 리투아니아 정부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면 소셜 미디어, SEO, 프로젝트 관리 및 영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Tse-Hsin Lu (커뮤니케이션 담당 이사)는 금융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SpectroCoin 

마케팅 팀의 리더로 일하면서 수많은 SEO 및 소셜 

미디어 경험을 쌓았습니다. 미국, 대만, 벨기에에 

거주하면서 각 시장에 대한 수많은 지식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11.	 고문단 
	

Bankera의 핵심 자산은 지식입니다. 저희는 규제, 정치, 금융 상품 개발, 금융, 기계 

학습 및 통계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홍보와 같은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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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 Wong NEM.io 재단 회장이며 드레곤플라이 

핀텍크의 CEO입니다.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연속 기업인 Lon은 블록체인 시장 리더이며 NEM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업계를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을 설계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이미 NEM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며 선도적인 

금융 블록체인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Audrius Žiugžda 는 20년 이상 은행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는 리투아니아에 기반을 둔 Skandinavis

ka Enskilda Banken의 장기 이사 및 Šiaulių 은행의 

최고 경영자로서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Audrius는 M&A, 금융 운영 및 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전문 지식을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입니다.  

 

	

	 Eva Kaili 는 유럽 의회의 STOA의 의장입니다. 금융 

기술, 블록체인, 탈분권화 및 인공 지능과 관련된 

주제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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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anas Guoga 는 유럽의회 의원이며 TonyG라고도 

불리는 Antanas는 유명 기업가이자 잘 알려진 포커 

플레이어입니다. 그는 가상화폐 및 사이버 보안에 

관한 정치적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Modestas Kaseliauskas 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세무 관련 경향과 조세 및 공공 부문에서 블록체인 

활용에 관심이 있습니다. Modestas는 리투아니아의 

국가 세무 감독관 (STI) (2005-2014)의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Jochen De Weerdt 는 KU Leuven (벨기에)의 경제 

및 경영 학부에서 정보 시스템, 데이터 분석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분야의 조교수입니다. 그는 

프로세스 마이닝, 적용된 데이터 마이닝, 가상화폐 

및 학습 분석에 대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Marc Kenigsberg 는 2013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했으며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 18년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상화폐 

관련 인물 중 하나이며 BitcoinChaser 웹 사이트 및 

커뮤니티의 창립자입니다. Marc는 세계적인 

컨퍼런스에서 정기적으로 초청받으며 가상화폐 

관련 논문에 깊이 기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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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on Rasheed 는 호주 최대 금융 비교 사이트 중 

하나인 Rate Detective의 CEO 겸 창립자입니다. 

기계 학습 및 계량 경제학의 전문가이며 금융 

서비스와 인터넷 회사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Dr. Eugene Dubossarsky 는 시드니 데이터 과학 

그룹 (2,000명 이상 회원 수), R 포럼의 시드니 

사용자 (1,500명 이상 회원 수) 및 Datapreneurs (40

0명 이상 회원 수)의 수장입니다. Eugene은 또한 

기업 환경, 금융 거래 및 온라인 스타트업에 데이터 

과학을 적용했고, ggraptR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Warren Lush 온라인 업계의 홍보 전문가입니다. 

가장 주목할만한 역할은 PartyPoker의 홍보 담당 

책임자 역임이며 Ladbrokes, Sky Sports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했고, 전 외무장관인 Rt Hon William 

Hague 국회의원의 정치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2012

년 1월, Warren은 포커 산업에서 올해의 유럽 인력 

상을 수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