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토큰
(BFT)

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투자 플랫폼

BNKTOTHEFUTURE.COM이란?
BnKToTheFuture.com는 가장 가치 있는 Fintech, Bitcoin,
Blockchain 회사들의 주식 및 토큰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온라인 투자 플랫폼입니다. BnK To The Future는 BitFinex,
Kraken, BitStamp, ShapeShift, BitPay 및 100여 회사를 포함한
100개가 넘는 최고가치 회사의 48,000명 이상의 자격 있는
투자자로부터 2억 6천만 미국 달러 이상의 투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BNK TO THE FUTURE의 미래 사명
BnK To The Future의 다음 목표는 Bitcoin, Blockchain, FinTech 분야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에 대해 거래할 수 있는
규제준수 및 Blockchain 기반 거래시장을 출범해서 저희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BF 토큰 (BFT)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BF 토큰이란 BnKToTheFuture.com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멤버십 및 보상 토큰입니다. BnKToTheFuture 팀은 더욱 분권화 되면서 규제준수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금융의 미래와 연관 있는 회사 및 기술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장 기회
01.

Fintech와 blockchain회사는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BnKToTheFuture.com 플랫폼에 상장되고

싶어하는 각각의 회사를 면밀히 검사하고 조사하는 것은 현행의 완전 중앙집권화 방식으로는 제 때에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02.

현재 인프라 하에서는 자신들이 투자와 관련된 최신 소식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효율적인

회사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03.

업계는 더욱 심화된 철저한 검토와 규제적 도전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Blockchain 솔루션은 반드시 여러

관할권의 증권법과의 규제 준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희는 미국 브로커 딜러와 SEC 승인 대안 거래 시스템 (ATS)를 비롯한
여러 라이선스 받은 회사들의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명식 유가증권 회사입니다.

토큰 판매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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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매 화이트리스팅 시작

공개 판매 화이트리스팅 마감

화이트리스트 구매자 공개 구매
날짜 시작

알고 싶습니다 BF 토큰 (BFT) 이란?

토큰 분배
1,000,000,000 BFT 제한 토큰 공급
1 BFT = $0.10 토큰 판매 가격

BFT는 공동서류검토 기반 멤버십 및 보상

모두가 동일한 $0.10을 지불했습니다.

토큰입니다. 이는 투명하고 효율적이면서 확장성

보너스도 없고, 할인도 없고, 뒷거래도 없습니다.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도전과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룹니다.

7%
10%

왜 BF 토큰인가?

33%

암호화폐 커뮤니티로 하여금 공동서류검토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BFT는 업계

20%

최고 회사들의 식별, 상장, 거래를 위한 확장성 있는

30%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는 또한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실시간 유통시장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촉진되도록 합니다.

토큰 판매 (33%)
2년간 잠금 상태인 회사 토큰 (30%)

BFT의 작동방식은?
01.

리워드 풀 (20%)

BFT는 BnkToTheFuture.com 플랫폼에서

1년간 잠금 상태인 주주, 고문, 설립자 토큰 (10%)

이루어지는 투자 기회 상장을 위해 보다 더 분권화
토큰 판매 가격/비용 (7%)

된 절차를 촉진합니다.
02. BFT는 BnkToTheFuture.com에 상장된
거래에 대해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공동서류검토

경영 팀

절차를 생성합니다.
본 절차에서 토큰 소지자들은 보다 더 능률적인

Simon Dixon,
CEO 겸 Co-founder

절차를 위해 업계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거래들을

전직 투자은행 간부이자 Bank to the

식별하고 선택하며 조사합니다.

Future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Simon
은 100여 가지가 넘는 fintech 회사에

03. 6.

투자하는 적극적인 blockchain,

BFT는 토큰 소지자(플랫폼상

bitcoin 업계 신생 기업 투자가입니다.

커뮤니티와 회사 모두)에게 더 큰 투명성을 위해
자주 실시간으로 투자자 업데이트를 제공함으로써

Bliss Dixon,
COO 겸 Co-founder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Fintech, blockchain에 투자하는
적극적인 투자가인 Bliss는 그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HR 관리,

토큰 소지자

리테일(소매) 금융, 팀 구축에
기여합니다.

토큰 소지자는 투자자로서 자격을 증명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회사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BF 토큰은 전에 오직 투자자들에게만 개방되었던
플랫폼의 일부 기능에 VIP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서류검토 지원, 거래 흐름 선택 및

BFT에 대해 더 알아보기
웹사이트: www.BnkToTheFuture.com/bf-token
백서: http://bit.ly/2Fjmupw

투자자 업데이트 등을 제공하고 토큰을 획득할 수

보도자료: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11-27/blockchain-secondary-market-planned-amid-explosion-of-interest
Bloomberg

있습니다.

연락처: info@banktothefuture.com

고문

Vinny Lingham,
공동설립자 겸 Civic의 CEO ,
신원/KYC 고문

Bill Barhyd,
Abra의 CEO

Diego Gutierrez Zaldivar,
CEO 겸 RSK의 공동설립자

Michael Terpin,
Transform Group,
CoinAgenda,
BitAngels의 CEO

Sunny Ray,
Unocoin의 회장

David Johnston,
Factom의 의장 겸
BitAngels 공동설립자

Li Huo,
Huobi.pro 이사

Adam Vaziri,
Blockchain 변호사 겸
Diacle 이사

Jonathan Smith,
공동설립자 겸 Civic의 CTO,
신원/KYC 고문

Brian Lio,
Smith + Crown의 CEO

Matt Chwierut,
Smith & Crown의 연구원

Tony Simonovsky,
InsightCryp.to의 CEO

David Drake,
LDJ Capital의 의장

Bo Shen,
설립 파트너
Fenbushi Capital

Simon Seojoon Kim,
Hashed (전 Blockchain
Partners Korea)

Vincent Shuoji Zhou,
설립 파트너
FBG Capital

Lee Wang,
Partner PreAngel

핵심 팀
아시아, 유럽, 미국에 걸쳐 구성된
25인의 팀. 금융 서비스, 기술,
blockchain, 투자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큰 판매에 참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