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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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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Online
Investment Platform

1.1 개요
2010년 Bnk To The Future는 다른 전문 투자자와 함께 금융 및 기술의 미래에
백 서

공동투자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에 높은 인지도를 갖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Fintech, Bitcoin 및 Blockchain 기업에
온라인으로 투자하는, 47,500명 이상의 글로벌 전문 투자자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 현재까지의 주목할 만한 성과
01.

자사 온라인 투자 플랫폼에 상장된 펀딩라운드 참여의향 금액 2억 5천만 미국

달러 이상
02.

포트폴리오 를 구축하고, 투자자에게 BitFinex, Kraken, BitStamp, ShapeShift,

BitPay 및 기타 100개 이상의 기업을 포함하여 Bitcoin 및 Blockchain 부문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

4.

경영 요약

MaidSafe, Storj, Ethereum, Factom 등 최초로 이루어진 토큰 판매에 공동 투자

04.

일련의 등록, 라이선스, 파트너 및 인수 체계 구축에 7년 투자(기명식 유가증권

백 서

03.

비즈니스, BnkToTheFuture.com 및 투자 명의 회사 Bnk To The Future
Capital SPC, 미국 브로커 딜러 및 사모펀드를 유통시장 거래에 대해 FINRA 및 SEC
에서 승인받은, 알고 있는 유일한 대체 거래 시스템 포함)
05.

20종 이상의 기성 화폐, 35종이상의 암호화폐와 통합된 국제 금융 서비스 및

증권법을 염두에 둔 규제준수기반 글로벌 플랫폼 구축

5.

경영
요약
Online
Investment Platform

백 서

1.3

다음 도전 과제

투자자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저희는 기업 성장의 다음
단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자사는 FinTech, Bitcoin,
Blockchain 회사의 발행시장 증권 거래를 위한 규제준수 및 블록체인 기반의
유통시장을 2018년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BF 토큰을 출시하여 2018년까지

이는 Bloomberg가 최근에 Bitcoin,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운영

Blockchain 및 FinTech계의 NASDAQ

문제를 극복하고, 플랫폼의 특정 활동을

으로 저희를 소개한 이유입니다.

더 많은 잠재 고객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https://bloom.bg/2zuDo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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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계 개요 및 연혁

백 서

2.1
2010년 시작
I2010년, Bnk To The Future는 온라인을 통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투자방법을 둘러싼 장벽과 도전을 극복한 최초의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모투자는 신생 기업
투자자, 친구, 가족, 벤처 투자자 및 후기단계 사모펀드 회사에 의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몇몇 영국 회사는 Bitcoin이 출시된 2009년에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온라인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Bnk To The Future
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규제 기관은 이를 매우 이상한 비즈니스로
여겼습니다. 이에 따라 본 신생 분야를 키우기 위해 해당 분야에 참여한 여러
회사가 연합하여 영국 크라우드펀딩 협회(UK Crowd Funding Association,
UKCFA)를 결성했습니다. 저희 CEO인 Simon Dixon은 창립 멤버이자
UKCFA의 이사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업계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최초의 규제 기관이던 영국
금융 당국(FCA)의 감독하에 일부 회원사가 출범했습니다. 이러한 등록은
전면 승인이나 지정된 대표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저희는 최초로 FCA에
등록된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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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ITCOIN과 우리의 연혁

2011년, Bitcoin의 인기가 늘어가고

그는 또한 ‘미래를 위한 은행: 정부가

Altcoin이 처음으로 출시되던 시점에

파산하기 전 내 미래 지키기(Bank To

자사 CEO인 Simon Dixon은 유럽에서

The Future: Protect Your Future Before

개최된 세계 최초의 Bitcoin

Governments Go Bust)’라는 제목의,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합니다.

Bitcoin을 최초로 다룬 책을
집필했습니다. Simon Dixon은 이후 영국
디지털 통화 협회(UKDCA)의 창립
멤버이자 최초의 이사 중 한 명이
됩니다.

2.3
투자 플랫폼
'주식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대중화되었으며, 영국의 규제
기관은 사모펀드에 대한 온라인 투자를 최초로 허용했습니다. 문제는 영국 기업과
영국 투자자에게만 투자기회가 개방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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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ToTheFuture.com에서저희는 암호화폐 분야 초기에 Bitcoin에 믿음을 가지던 소수
중 하나였으며, 정부 간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글로벌 거래방식인 Bitcoin의
설계방식에 익숙했습니다. 저희는 기성 투자자들이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 분야로
백 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플랫폼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시장은 여전히 작은
틈새시장이었으므로 저희는 암호화폐 분야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 밖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2.4
규제 기관을 앞서간 토큰
주식 크라우드펀딩은 영국에서 성장했으며, 이후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JOBS 법에
따라 기존의 제한을 풀기 시작하자 미국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법은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만 허용되던 옵션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사모펀드 및 증권에 적은
액수의 돈을 온라인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JOBS 법 시행에는 수 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최초의 토큰 판매가 시작되었고,
암호화폐 프로젝트 소유주들은 Altcoins를 생성한 뒤 Bitcoin으로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판매해서 자금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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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백 서

글로벌해야 했던 이유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력을 목격하고 분석한 결과, 영국을 떠나 FCA
등록을 취소하고 글로벌 기업 비전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구조를 확장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Bitcoin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기반 커뮤니티가 여전히
매우 소규모였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사명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의
관할권이 아닌 전 세계의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틈새시장을 독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케이맨 제도 통화
당국(CIMA, Cayman Island Monetary Authority)에 등록하고, 여러 관할권의 글로벌
온라인 증권 사업을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JOBS 법이 발효되었고, 온라인 투자가 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가가
새로운 지침에 적응하면서 온라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6
ETHEREUM의 등장
온라인 투자 분야가 호황을 누리면서 Bitcoin의 가치가 증대되고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 Ethereum은 토큰 판매 완료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저희는 초기 코인
제공(ICO, Initial Coin Offering) 기간 동안 최초의 Ethereum 토큰 구매자 중
하나였습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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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후 ERC20 표준으로 누구든지 토큰을 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고, Ethereum
스마트 계약의 주된 용도는 토큰 판매 및 ICO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은행, 정부 및
기업은 Blockchain 기술을 홍보하기 시작했지만 각 기관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 서

Bitcoin은 지난 8년 간 7년 연속으로 최고의 디지털 화폐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조한 성과를 거둔 것은 단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7
벤처 투자자의 참여
저희는 당시 벤처 투자자조차도 매우

저희는 지난 수 년간 네 차례의

이상하게 여겼던 다양한 기업의

호황기를 맞아 수익성 있는 고도 성장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회사이자 자산 보유 회사로

본 분야의 벤처 자금 활동이

전환되었고, 자사 온라인 투자

활발해지고, 벤처 자금 등급 공동

플랫폼에 상장된 대부분 회사의

서류 검토 거친 여러 대규모의

수익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Bitcoin 회사에 공동 투자할 수
있었으며, 이후 이들 기업을

이러한 네 차례의 투자 호황의 주역은

공동투자 목적으로

각각 Bitcoin, Blockchain 기업 주식,

BnkToThefuture.com에 상장할 수

Altcoins 및 Token(ICO)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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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17년 붐
2017년, Bitcoin/Blockchain 틈새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토큰 판매 투자가 벤처 자금
투자를 능가했고, 전 세계의 규제 기관이 급성장하는 본 산업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토큰 판매가 더욱 더 유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자, 저희는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를
파악하여 투자금이 더 유동적으로 변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투자자가 규제를
준수하면서 사모펀드 투자상품을 서로에게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자동화를 검토하면서 저희는 규제적인 난관이
상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악명 높은 DAO 토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규제 를 무시하고 벤처 자금이나 사모펀드와 같은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2.9
혁신 및 규제
저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각 관할권의 규제 요구 사항, 시장 요구 및 기술적 진보
와 관련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혁신
및 조정해 왔습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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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FINRA 에 등록된 브로커 딜러 및 저희가 알기로 유일하게 SEC에 등록된 대체

거래 시스템(ATS)을 포함하여 관련 증권 라이선스를 소지한 기업들의 지분 인수 절차를
시작했으며, 이러한 기업들과 함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유통시장 제공
백 서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또한, 자금 유동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Blockchain 증권 및 (저희가
투자한) 암호화폐 거래를 청산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청산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2.10
규제 명확성
은행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대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저희의 원래 비전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만의 토큰을 출시하기에 규제 환경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준수에 기반한 타 증권 토큰 유통시장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2018년에 유통시장을 출범하기 전에 BF 토큰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저희 팀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업계가 성장하면서 마주할 주요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플랫폼에 대한 투자
신청 접수가 너무 빨리 늘어나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
성장과 발맞춰 BnkToTheFuture.com이 잠재역량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과 증권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으며,
저희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상품 (SAFT(미래 토큰 단순 계약), SAFE(단순 미래
주식 합의), 전환 사채, 토큰, 펀드 및 주식 등)에 온라인으로 투자하기 위한 법적
구조는 전 세계 규제기관들과 일을 추진함에 따라 더욱더 검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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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여전히 기원에 충실하게
아무도 Bitcoin에 관심이 없었을 때,
벤처 투자자가 Bitcoin 기업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때, 첫 벤처 투자자가

저희는 아직도 이 모든 순간을

Blockchain 기업에 투자했을 때, 규제

기억합니다. 오늘날 업계를

기관이 저희 같은 비즈니스를 인정하지

되돌아보면 저희가 얼마나

않을 때, Altcoins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성장했는지에 대해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을 때
은행 및 기업이 Bitcoin을 통해
Blockchain을 대중화하기 시작할 때, 첫
ICO가 시작될 때...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는 이
분야를 이해하는데 열성을
다하는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끔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주하곤
합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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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백 서

정답으로 떠오르는 BF 토큰
저희는 늘 금융의 미래와 관련된 기업 과 기술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기업과 기술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의
Bitcoiner로서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최상위 수준의 규제준수 및 혁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분야에서 순항을 지속하면서, 저희는 이 분야가 1조 미국 달러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믿고 계속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는
시장이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중 하나인 점점 심화되는 병목 현상 중
일부를 BF 토큰이 해결하는 것에 대해 준비되었다고 믿으며, BF 토큰은 저희
플랫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백서에
자세히 설명된 멤버십 및 보상 토큰을 통해 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괄목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본 분야를 확인한 기존 은행 및 금융 기관은 이를
차지하고 싶어하지만, 저희는 그들과 관련성이 낮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관련성이 높은 기업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자랑스러운 마음을 담아 BF 코인을 소개합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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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및 토큰 판매의 성장을 지켜본

최대한 시장 조작을 방지하면서

투자자는 BnkToTheFuture.com을 통해

규정, 기술 및 시장 조건을

투자할 때 자신들이 익숙한 것과 동일한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얼마나

수준의 수준 높은 거래 및 투자자

중요한지 직접 이해하고

보호와 ICO 및 토큰 판매의 성장에서

있습니다.

BnkToTheFuture.com와
우리 토큰의 역할
Online Investment Platform

3.1
BNKTOTHEFUTURE.COM의 미래

보였던 것에 버금가는 수준의 유동성, 2
차 시장 거래, 실시간 주식 투자 가격

저희는 Blockchain 기술의 힘과

책정을 원합니다. 또한, 투자한 회사에

수년 간 주식 시장에서 쌓은

관한 정보를 자주 업데이트해주기를

최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된

원합니다.

환경의 유통시장에서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주식 기반 토큰을

저희는 이 목표를 위해 5년 동안 노력해

출시할 준비가 되었다고

왔지만, 규제, 기술 및 시장의 장애물은

생각합니다.

극복하기에 녹록치 않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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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백 서

투자자의 요구
BnkToTheFuture.com의 플랫폼의 투자자들은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쉬운
솔루션을 제공받기를 원하지만, 이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주요 과제가
있습니다.
01.

주식 투자의 실시간 가격 책정

02. 원할 때 사모투자를 중단할 수 있는 유동성
03. 사모펀드를 거래하고 업데이트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투명성
꽤 합리적인 요청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를 달성하려면 규제, 기술 및
시장의 영역에서 동시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3.3
규제적 도전
저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자격을 갖춘 투자자를 위한 가장
편리한 규제준수 기반의 온보딩 절차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개선
로드맵을 통해 이를 더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_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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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백 서

기술적 도전

Blockchain은 정보의 투명성,

대부분의 기술 개발은 현행법을

신속한 결제, 유동성과 관련된

준수하지 못하고 규제는 계속해서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바뀝니다. 즉, 신기술은 종종 예전

열어줍니다. 그러나 투자 분야에서

방식인 증권법에 따라야 합니다. 저희는

법률 및 규제준수를 유지하기

저희 플랫폼이 기술 혁신과 규제준수

위해선 기존 증권법을 준수하면서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이루어냈다고

운영해야 합니다.

믿습니다.

3.5
투명한 시장 도전
저희는 규제 및 기술적 장벽을 극복했다고 믿지만, 다음 과제는 가장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최대한 투명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멤버십 및 보상 토큰을 도입함으로써, 업계를 위한 보다
투명한 시장으로 이어질 시장 인센티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_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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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결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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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규제적인 측면에서 논하자면, 저희는 규제준수 기반의 회사이며, 전 세계의 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사모펀드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사의 다중 영역
구조(multi-jurisdictional structure)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법적 구조는 민간 기업이 단 하나의 기관 투자자와만 업무를 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성 화폐 25종과 암호화폐 35종 이상의 다양한 화폐로 거래하는 수많은
투자자의 유동성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기업의 규제 및 규제준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고유 신디케이트 구조를 통해 추가 보호를 제공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저희는 유통시장 내 최고 수준의 FinTech, Bitcoin,
Blockchain 관련 100개 이상 회사에서 47,500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투자자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검증된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저희는 상위 벤처 자금 기업과 펀딩 라운드에 공동투자했습니다.

저희는 기술, 파트너 및 규제 구조를 갖추었으며, 규제준수 기반 방식으로 Blockchain
을 사용하여 사모펀드를 토큰화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을 출시할 준비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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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BF 토큰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투명한 시장 과 관련해서 저희는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 세 가지에 직면했습니다.
(1)

FinTech, Bitcoin 및 Blockchain 거래를 소싱 및 연구하는 절차는 현재 매우

중앙집권화되어 있고 비효율적절차는입니다.
(2)

FinTech, Bitcoin 및 Blockchain 기업을 상장하기 전에 공동 서류 검토를

수행하는 것은 소수의 숙련된 인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3)

기업설명활동(Investor Relations)은 비용이 많이 들고 상장 회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활동이지만, 저희 투자자의 정보에 대한 갈증을 충족시킬 만큼
빈번하지 않습니다.
공개 시장에서 이러한 문제는 과거 투명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 규정
및 내부 표준을 통해 다뤄졌지만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률 및 감사 프로세스로 이어져 시장 악용 및 벌금 처리에 수십억 달러가
소모됩니다. 상장 기업은 전담 직원을 고용하여 기업설명활동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는 신생 기업에겐 큰 비용이 드는 사치입니다.
저희는 BnkToTheFuture.com의 다음 단계 성장을 지원하는 BF 토큰(BFT)을
도입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멤버십 및
보상 토큰을 통해 특정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말하자면 BnkToTheFuture.com
플랫폼은 주식 기반 토큰 거래를 허용하려고 하지만 BFT 자체는 주식을 바탕으로
하는 토큰이 아닙니다. BFT는 이 백서에 설명된 대로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및 보상 토큰입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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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백 서

멤버십 및 보상 토큰
BF 토큰의 목표는 인센티브를 받은 토큰 소지자 커뮤니티를 통해
BnkToTheFuture.com에 상장된 Fintech, Bitcoin 및 Blockchain 기업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시장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참여 가치에 대해 보상을 받는 동시에 보다 투명한 시장의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BF 토큰은 아래 개요에 설명된 대로 플랫폼의 특정 부분을
잠금 해제하고 멤버십 및 보상 토큰의 역할을 하며, 토큰 소지자는 VIP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지만 플랫폼의 투자 부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제공받지 않으며,
자격을 갖춘 전문 투자자 수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는 인센티브를 받은 토큰 소지자 커뮤니티가 지분을 확보하고, 위에
언급된 세 가지 주요 문제의 일부를 분권화하는 보상 프로그램에 입찰하도록
함으로써 식별된 세 가지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최종 목적은
BF 토큰을 사용하여 FINTECH, BITCOIN 및 BLOCKCHAIN 주식 토큰을
통한 투명한 거래 시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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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문제의 솔루션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봅시다.

보 다

덜

중 앙 집 권 화 된

상 장

요 구 사 항

절 차

현재 BnkToTheFuture.com 상장 관련 현 자사정책에는 저희 팀이 직접 수백
건의 온라인 지원을 분석한 뒤 필터링을 거쳐 이들 중 약 95%를 거부하는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 커뮤니티의
참여를 독려하고 업계 최고의 거래에 대한 연구를 확인, 선정 및 수행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보다 분권화된 접근 방식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BF 토큰은 새로운 거래를 찾고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상함과 동시에
커뮤니티가 플랫폼 상장을 원하는 거래의 지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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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화

공 동 서 류 검 토

절 차 함

백 서

커 뮤 니 티

온라인 투자 플랫폼에 상장하기 전에 BF팀은 공정하고, 명확하며, 투자자를
오도하지 않는 문서, 자료 ,비디오를 제작 ,검증하는 회사와 공동 서류 검토
절차를 수행합니다. BF 팀과 규제 파트너가 피치 정보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동안엔 피치 포럼 및 플랫폼의 다른 부분에서 실시간 콘텐츠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절차는 실시간 유통시장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증권 비즈니스와 등록된 브로커 딜러 파트너가 주요 데이터, 인증 및
기타 절차(연구, 거래 분석 및 사실 확인 등) 검증 준수와 관련된 부분을
수행함과 동시에 커뮤니티는 추가 연구, 분석 및 공동 서류 검토에 대해
보상받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장에 참여하려면 기업과 토큰 소지자는 BF 토큰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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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의

투 명 성 을

높 이 면 서 도

기 업설 명 활 동 ( I N V E S T O R

인 센 티 브 를

받 는

빠 른

실 시 간

R E L A T I O N S )

상장된 개인 기업이 발전함에 따라 기업설명활동에 대한 필요성은 형편이
어려운 사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투자자는 기업의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BF 토큰을 사용함으로써 상장 기업은 잦은 투자자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토큰 소지자 커뮤니티는 투자자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를
공유, 논평, 보도 자료 게시 및 토론하는 것에 대해 보상받습니다. 거짓된
뉴스와 데이터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좋은 연구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방식은 기업이 기존 홍보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토큰
소지자가 투자자 업데이트를 위해 시간을 할애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받도록
함과 동시에 더 많은 투자자가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믿습니다.
높은 인지도의 커뮤니티 토큰 회원은 기업과 실시간 비디오 인터뷰를 하는
것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 회사와 관련된
새 소식 과 정보의 흐름을 위해 인터뷰를 제공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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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Bnk To The Future에서 저희는 Bitcoin 및 Blockchain 부문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중 일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투자는 자매 회사를 통해
자체 투자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특수 투자 회사를 각각 인수하고
백 서

각각의 주식을 주식 기반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자는
화이트리스트 적격 투자자와 거래할 수 있는 자신만의 투자상품을
화이트리스트 스마트 계약상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간 거래 시
증권법을 염두에 두고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명확히 말하자면,
이러한 주식 기반 토큰은 BF 토큰과 연관된 것이 아닙니다.
BF 토큰은 시장에 투명성을 부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자신의 주식을 주식 기반 토큰으로
토큰화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준수 기반 방식으로
투자자가 증권을 통제하에 두고 화이트리스트 회원들과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저희는 이 방식으로 Blockchain 기술과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는 것이
투자자의 가장 일반적인 요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BF 토큰의 활용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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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규제 환경
증권의 매매 및 거래는 규제가 엄격한 분야입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주요
국제 증권법을 준수하고 규제 기관에 필요한 등록사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러 영역의 법률 고문과 협력해 왔습니다.
국제 증권법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로드맵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규제적 위험이 있습니다. 규정상의 장애로 인해
상당한 차질 및 지연이 발생하거나, 규정 상의 장애 및 국제 증권법의
변경에 따라 전면 금지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저희는 규제 준수 로드맵을
따라 주요 국제 증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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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백 서

1단계
저희의 여정은 영국 증권법준수를 위한 법률 고문을 고용하고 투자규모가 큰
영국의 꼼꼼한 투자자들이 영국 기업의 사모펀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위험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춘
투자자가 온라인 투자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투자자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지 를 묻는 적합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는 신생 기업 및 초기 단계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가
유동성 부족, 배당금 부족, 투자 손실 및 가치 저하 등의 위험 등을 수반하며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만 수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BnkToTheFuture.com는 이러한 위험을 이해하고 자체 투자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식견을 가진 투자자 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5.2
2단계
이후 저희는 미국에 거주하는 투자자를 제외하고, 국제 증권법이 요구하는 규제준수
상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준수 기반 방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케이맨 제도 통화 당국의 추가 인증을 획득하고, 추가된 법률 고문과
협력하여 준수 절차를 더욱 발전시키고, 여러 관할권에 대해 고유한 사용자 온보딩
처리 및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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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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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저희는 미국 최고의 법률 고문 일부와 협력하여 SEC / FINRA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는 고유 절차를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국 이외의 고객과 미국 고객을
구분할 수있는 독창적인 구조를 개발하면서 여러 인수 를 수행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5.4
4단계
저희는 추가 법률 고문과 협력하여 미래 토큰 단순 계약(SAFT)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토큰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토큰 준수 절차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유틸리티 토큰이나 보안 토큰을 통해 토큰 판매를 완료하는 기타 고객을 호스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5.5
5단계
비공개 증권의 규제준수 기반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SEC에 등록된 대체
거래 시스템(ATS)과 파트너 협력을 맺고 투자하고 승인을 받고자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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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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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규제 로드맵
저희는 신중하게 계획된 전략, 법률

몇 가지 주요 규제 문제를

고문에 대한 투자 및 다중 관할권

극복했지만, 총 계획과 이행은

준수와 다른 규제 기관에 등록된

여전히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회사에 대한 투자가 비공개 펀드 및

하므로 규제 위험을 수반할 수

토큰의 매매와 거래를 용이하게

있습니다. BF 토큰은 멤버십 및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저희는 본

보상 토큰이지만, 토큰의 활용도는

분야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계획의 실행 속도를 늦추거나

회사들의 최초 투자자로서 그들과

금지할 수 있는 규정 위험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포함하는 계획된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32.

백 서

—06.
토큰 기능 및 공급

BnkToTheFuture.com 플랫폼에는 여러 회원 / 사용자 유형이 사용할 수있는
여러 단계의 멤버십 액세스가 포함됩니다. BF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이러한
다양한 멤버 / 사용자 유형에 대해 새로운 기능이 '잠금 해제'되어 토큰이 지분
역할을 할 수 있고 플랫폼에서 특정 활동을 수행하며, 정해진 규칙을 어기면
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원은 토큰을 걸고 회원이 됩니다. 각 회원에게는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각각 특정 지분 잔고를 필요로
합니다. 잔고는 회원이 플랫폼에서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실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 수 있지만, 모든
역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큰을 확보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규칙을 위반하면 일부 지분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33.

토큰
및 공급
6. 기능 토큰
기능 및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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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BNKTOTHEFUTURE.COM 회원의 역할
일부 토큰 기능은 모든 회원(예: BFT 소지자)이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기능은
평소처럼 플랫폼 내 자격을 갖춘 투자자로 제한됩니다. 토큰 소지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역할에 대해 괄호 안의 제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역할은 리워드 풀 세트를 통해 분배되는 BF 토큰을 획득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6.2
모든 토큰 소지자
6.2.1 소스 거래 능력(커뮤니티 소싱): BF 토큰 소지자는 BF 플랫폼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는 유망 회사('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들은 전체
BF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통해 경쟁합니다. 예정된 투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프로젝트는 BF 커뮤니티의 추가 공동 서류 검토를 위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프로젝트가 선정되면, 프로젝트를 게시한 회원과 투표한 회원은 보상을 받게됩니다. 이
때, 프로젝트는 BF의 재량에 따라 커뮤니티 평가 검토(아래에 설명) 또는 BF 공동 서류
검토팀에 직접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프로젝트가 상장되면
판매 참여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토큰을 걸고(staking) 관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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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잠재적인 BF 후보자 평가에 도움이 되는 능력(커뮤니티 평가):
커뮤니티 구성원은 미리 정의된 질문 세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BF
가 잠재적으로 플랫폼에 상장할 기업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백 서

수 있습니다. 높은 질의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회원은 BF팀이 BF
재량으로 해당 업데이트를 승인하면 리워드 풀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2.3 BF 플랫폼 목록에 대한 제3자 연구 및 서비스 제공 능력(커뮤니티
연구): 커뮤니티 회원은 BF 플랫폼에 상장된 제공 건에 대해 투자자 보고서를
작성하는, 제3자 검토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BF 플랫폼에서만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기업용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공동 서류 검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6.2.4 기업 업데이트 제공 능력(커뮤니티 정보): 또한, 회원은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인터뷰 및 뉴스 기사 링크, 동영상 리뷰, 회사 마케팅 자료
등의 형태로 BF 플랫폼 상장목록에 회사 업데이트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BF
팀이 BF 재량에 따라 이러한 업데이트를 승인하면 기업도 이러한 업데이트를
게시하여 토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팸 완화 및 추가 고려 사항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사항이
플랫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부록 A에서는 이러한 제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처리하기 위해 매개변수 세트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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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자격을 갖춘 투자자 토큰
소지자
BF 토큰은 BF 플랫폼의 기존 구성원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으며 BF는 앞으로
이러한 기능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구현할 수도 있는 일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동성을 장려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 또는 적은 수수료 만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멤버십
(2) 초과 신청 거래에 우선 순위로 액세스할 수 있는 멤버십
(3) 거래 초기 참여를 위한 보너스 액세스
이러한 사항은 BF 토큰이 발급될 때 아직 승인 또는 확정되지 않아 운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BF는 현재 적극적으로 옵션과 모델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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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참여
BF 토큰의 전반적인 목표는

이러한 의미에서 BF 토큰은 BF팀의

인센티브를 받은 토큰 소지자

재량에 따른 BF팀의 승인과 수락을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조건으로,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BnkToTheFuture.com의 FinTech,

양질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Bitcoin 및 Blockchain 기업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토큰을 많이

관련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소지한 사람은 자신의 BF 토큰을

효율적인 시장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지분'으로 사용하여 BF 플랫폼의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참여

자격을 갖춘 회원이 되기위해 필요한

자체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 보상을

순 자산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고,

받는 동시에, 보다 투명한 시장을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창출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게됩니다.

토큰 권리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BnkToTheFuture.com에서

토큰 소지자는 플랫폼상에서 작업을

멤버십 액세스를 잠금 해제하고 연구,

통해 토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기업설명활동, 공동 서류 검토

또한 BF 토큰의 가치가 특정 지점에

플랫폼에 참여함으로써 BFT를 획득할

도달해서 자격있는 투자자 인증의

수 있습니다. 모든 토큰 소지자가

증명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경우,

온라인 투자 플랫폼에서 투자 및

자격있는 투자자 인증을 위해 축적한

거래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은

토큰을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도 BF 토큰의 소유권 혜택을
누릴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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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인사이트
토큰 소지자는 플랫폼에서 생성된 인사이트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토큰을 스테이킹하여 커뮤니티 평가
결과를 읽을 수 있으며, BF 플랫폼 외부에서 토큰을 구매할 수 있는 대안을
찾거나 판매가 플랫폼에서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커뮤니티 검토 절차를 통해 프로젝트 품질에 따라 시장이 폭 넓은
범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6.6
스테이킹 절차 및 양
사용자가 토큰을 지분으로 선택하면 일정 기간 동안 잠금 설정되어
플랫폼에서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금액은 Bnk To The Future가 책정합니다. Bnk To The Future는
신규 회원도 회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시장 가격에 따라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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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 풀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활동을 수행하면, 서로 다른 회원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여러
리워드 풀의 토큰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토큰 보상은 BF 재량에 따라 BF
팀이 승인 하고 수락해야 합니다. 분배 방법과 계산 방법은 Blockchain에서
투명하게 진행되고 감사가 가능하지만, 분배는 Bnk To The Future에서 수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각 풀은 회원이 수행한 기여도에 따라 자체 분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록 A에서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풀은 리워드 풀에 보관된 토큰을 분배하여 제공되며 Bnk To The Future에서 자체
토큰 보유고 또는 구매한 토큰을 사용하여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비용 상쇄에 도움을 주므로 Bnk To The Future는 일부 BF 토큰을 리워드 풀로
전환하여 기여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BF가 리워드 풀
잔고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면 리워드 풀에 잔고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Bnk To The Future는 스스로 리워드 풀에서 토큰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리워드
풀에 대한 설명은 부록 A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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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토큰 발급
계약에 따른 코인 생성 시 시 Bnk To The Future는 모든 BFT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기간이나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러한
토큰 중 일부는 약 10년 동안 발급이 보류됩니다. 발급된 토큰은 리워드
풀에 추가되고 추가된 리워드 풀에서 커뮤니티 회원은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BF의 의도된 목적은 플랫폼 성장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이러한 토큰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초기 계획은 플랫폼에서 거래된 가치의 백분율과
동일한 수의 토큰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BNK TO THE FUTURE
는 지난 달에 수행된 투자의 미국 달러 이나 2%를 분배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2천만 달러가 발행되어 판매되었다면 10만 달러
상당의 BF 토큰이 리워드 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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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시작된 Bnk To The Future의 여정과 탄생은
BnkToTheFuture.com 플랫폼 개발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발 주기에
있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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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플랫폼 기능
기존 플랫폼에는 다음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1: 투자자 온보딩
사용자는 투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여러 관할권에 최적화된 온라인 규제준수 기반 온보딩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 프로필

투자자 프로필에는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개인 정보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격을 갖춘 다른 회원이 투자자를 팔로우하길 원할 때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자신의 투자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3: 거래 목록
투자자는 기존 및 과거 투자 피치에 대해 거래 목록을 탐색할 수 있으며, 투자 선호도
및 향후 플랫폼에서 거래될 시장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필터링해 탐색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접수 관리자
자금을 모색하는 회사는 저희 플랫폼에 올릴 피치를 신청할 때 간단한 온라인
신청접수 관리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 서류 검토 센터
회사는 온라인으로 모든 공동 서류 검토 요구사항을 완료할 수 있으며, 법적 검토를
위해 모든 문서, 기업 정보 및 내용 공개사항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법률
파트너와 브로커 딜러 파트너와 통합되어, 보다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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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언제든지 로그인하여 주권, 주요 거래 조건 및 기타 문서의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7: 개인 기업설명활동 포털
각 거래에는 모든 투자자가 투자자 업데이트를 게시하고, 투자자로부터 피드백과 Q&A
를 받을 수있는 비공개 포럼이 있습니다. 한번 업데이트를 게시하면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에 통지되며 투자자는 투자 한 회사와 직접 의견을 주고 받으며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8: 회사 페이지
기업은 투자자에게 모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지않은 미래에 투자자는 이 페이지에서 주식 기반 토큰을 거래하고 투자할 자격이
있을 때 기업을 대신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9: 주요 제공사항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주식 또는 토큰을 판매하는 기업은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피치 생성 마법사에 액세스하여 능숙하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플랫폼에 목록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피치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 명목화폐 및 암호화폐 결제
각 피치는 명목화폐 25종과 암호화폐 35종으로 결제받을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를 준수하는 에스크로 에이전트를 통해 카드 결제 및 은행 송금을
지원합니다. Altcoins과 같이 Bitcoin이나 Ether 이외의 암호화폐 결제는 자동으로
Bitcoin으로 변환되어 여러 토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화폐 위험을 방지합니다.
토큰 판매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기술 로드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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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로드맵
2018년 1분기
●

토큰 판매 후 토큰 전달 및 BF 토큰과의 초기 통합을 완료

●

BF 토큰에 대한 대가로 검토를 위해 당사 팀에 거래 흐름을 제출할 수 있는 능력

●

BF 토큰에 대한 대가로 기업 설명 활동에 기여할 수있는 능력

2018년 2분기
●

BnkToTheFuture.com 상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새로운 거래에 투표하기 위한 포털 출시

●

허용된 화이트리스트 사용자가 토큰화된 증권을 지갑에 규제준수기반 방식으로
보관하고, BF 토큰 지갑 뿐만 아니라 피어 투 피어(peer to peer) 거래를 허용하는 베타
테스트 지갑

●

추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어음 교환소 파트너를 통해 결제되는 토큰화 증권의 주문
대장 개발

2018년 3분기
●

자사 유통시장에 상장된 최초의 두 회사와 함께 완전히 토큰화된 증권 시장 출시

2018년 4분기
●

토큰화 증권 시장 10곳 출범 목표

●

플랫폼에 상장된 Bitcoin 및 Blockchain 회사의 BnkToTheFuture.com 지수 관련 연구

개발

7.3
토큰 판매 기술
토큰 판매는 Ethereum 기반의 ERC-20 스마트 계약을 통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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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판매 구조
BKK To The Future BFT SP는 Bnk To The Future Capital SPC의 분리 포트폴리오로,
케이맨 제도에서 토큰을 발행하도록 지명되었습니다.
저희 토큰 판매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미래에 BFT 토큰을 받을 자을 부여하는 투자 계약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위한
것입니다.
2단계는 토큰 활용성을 구입 및 사용하고 BFT 커뮤니티의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커뮤니티
회원을 위한 것입니다.
BnkToTheFuture.com에서 자격을 갖춘 투자자란 사전 판매 단계에서 BF 투자 계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며, BnkToTheFuture.com을 통해 투자하기 위해선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희는 미국투자자의 사모대리인으로 역할을 할 FINRA / SEC에 등록된 미국 브로커 딜러인
Keystone Capital Corporation을 파트너로 영입하고, 미국 이외 국가 투자자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Bnk To The Future을 지명했습니다.
공개 판매에서는 토큰 사용을 희망는 미국 이외 국가의 사용자가 공개 토큰 판매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되는 지정 ETH 환율에 따라 최소 1,000 미국 달러, 최대 10,000 미국 달러만큼의
토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BnkToTheFuture.com 계정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ETH 주소를 화이트리스트에 등재해야 합니다.
공개 판매는 대략 최소 1,000 미국 달러, 최대 10,000 미국달러 가치의 BF 토큰을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최소 300, 최대 3,000명의 구매자로 제한됩니다. 토큰을 투자라고 오해하고
구매하는 구매자들의 유입을 제한하기위해, 그리고 토큰을 투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희 BFT 커뮤니티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토큰을 사용할 구매자 유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구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와 구매자는 동일한 가격을 지불합니다. 계층화된 가격 책정은 없으며 단일
투자자 또는 구매자에게 유리한 할인이나 보너스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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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날짜

사전 판매는 2017년
12월 5일 화요일에

01.

시작되었습니다.

사전 판매 종료 - 2018년
02.

2월 1일 목요일.

공개 판매
화이트리스팅은 2018년
2월 6일 화요일 10:00

03.

pm UTC에 시작됩니다.

공개 판매 화이트리스팅 종료 04.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10:00
pm UTC

화이트리스트
구매자의 공개 구매 날짜 2018년 2월

05.

10:00 pm UTC

06.

KYC 완료, 화이트리스트에
포함, ETH를 성공적으로
전송한 후 토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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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분배
공급 제한 토큰: 1,000,000,000 BFT
1 BFT 당 USD 0.10에 해당하는 토큰 판매가는 토큰 판매 출시가를 이용하는 모든 토큰
가치의 총합이 1억 미국 달러의 가치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7%
10%

토큰 판매 (33%)

33%

2년간 잠금상태인 회사 토큰 (30%)
리워드 풀 (20%)

20%

1년간 잠금상태인 주주, 고문, 설립자
토큰 (10%)

30%

토큰 판매 가격/비용 (7%)

48.

BF 토큰 판매

●

33%(330,000,000 BFT, 33,000,000 미국 달러): 토큰 판매에서 판매됨

○

사전 판매 한도액: 300,000,000 BFT(30,000,000 미국 달러).
보너스나 할인 없음. 잠금 없음.

○

공개 판매 한도: 30,000,000 BFT(3,000,000 미국 달러). 최소 및

백 서

최대 구매 금액: 1,000-10.000 미국 달러. 잠금 없음. 보너스나
할인이 없음.

●

30%(300,000,000): Bnk To The Future Capital SPC 회사
토큰(2년간 잠금)

●

20%(200,000,000): 리워드 풀 고정 시간 출시

●

10%(100,000,000): 주주, 고문, 설립자. 설립자, 주주 및 고문의 코인은
1년간 잠금

●

7%(70,000,000): 토큰 판매 비용/지출. 잠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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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토큰 판매 목표 및 가치 - 특별한 이유
01.

저희는 가치를 희석할 수 있는 뒷거래, 보너스 ,할인 없이도 사전 판매 및 공개

판매에서 공정한 토큰 매매 가격을 제공할 만큼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같은 가격을 지불합니다.
02.

저희는 이미 네트워크 내 화이트리스트 약정을 통해 신청 수가 초과되었습니다.

저희 목표는 토큰에 대한 큰 잉여수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03.

저희는 고객, 투자자, 토큰 소지자, 기업의 이익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04.

저희는 이미 공고히 자본화되어 있으며, 토큰에 대한 합의에 따라 2년 동안

자사 토큰을 잠금상태로 유지함과 더불어 토큰의 가치에 집중할 것입니다. 자금 조달의
대용품으로 토큰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05.

저희는 바람직한 토큰 판매와 바람직한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에 따라 준수 기반의 법적 구조(규제 조항 D. 사전 판매 제공에 따른
구조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06.

저희는 2010년부터 이 분야에 종사해 왔습니다. 2015년에 공식 운영 플랫폼을

시작했으며,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도망갈 계획없이 명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_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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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이행 및 경쟁 로드맵
기술 로드맵을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로드맵은 우선 순위가
바뀌고 더 많은 정보를 접할 때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이 계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

1단계 - 발행시장(실시간)

●

2단계 - BF 토큰 통합(실시간 및 전체 기능 베타 버전 개발 중)

●

3단계 - 규제적 승인 및 테스트 대기 중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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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HISTORY
2010 - 2012년 1월 공식 채택한 현재의 이름으로 등록하기 전 Bnk To The Future는 영국에서 다양한
회사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Bnk To The Future (플랫폼이름: BnkToTheFuture.com)
은 전 세계 사모펀드를 위한 최초의 온라인 투자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2011 - Bnk To The Future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Simon Dixon가 유럽에서 열린 BitCoin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연설합니다.
2012 - Simon Dixon의 저서 'Bank To The Future'가 출판됩니다. 출판서 중 최초로 Bitcoin을 다룬
책이었을 것입니다.
2013 - BF가 Mastercoin, Storj, MaidSafe 및 Ethereum등의 세계 최초의 토큰 판매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업무, 에스크로 및 카드 처리 제휴관계를 확보했습니다.
2014 - 영국 플랫폼 베타가 금융 행위 감독 당국(FCA) 등록(FCA 번호 608257)의 지명 대표로
출범했습니다.
2015 - Bnk To The Future가 베타 버전이 해외에 출범합니다. 케이맨 제도 통화 당국(CIMA)에
등록되었습니다.(라이선스 번호 1189274). 명목통화 25종 및 암호화폐 35종을 통합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합니다.

2016 - Bnk To The Future Capital은 많은 Bitcoin 및 Blockchain 선두 회사에 투자했고, 이는 47,500명이
넘는 자격을 갖춘 FinTech 투자자가 있는 자사 온라인 투자 플랫폼에 상장된 펀딩 라운드에 2억 5천만
달러의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2017 - 규제를 준수하는 유통시장 개인 증권 거래를 구현하기 위해 SEC / FINRA에 등록된 브로커 딜러
및 대체 거래 시스템(ATS)의 지분을 취득합니.다 어음 교환소 파트너 를 확보하고. 유통시장관련 기술
개발에 착수합니다. BFT 토큰 판매 화이트리스팅 을 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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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로드맵
2018년 중반 - 규제준수 토큰 판매 및 암호화폐 증권 거래 절차를 갖춘 증권 토큰
및 암호화폐 거래 지원을 위한 베타 버전 유통시장 출시.
2019 - Bitcoin, Blockchain, FinTech의 도입 및 성장을 전 세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계속되는 전략적 인수 및 투자.
2020 - 규제당국이 기존 금융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금융 혁신과
분산 금융 '따라 잡기'를 계속함에 따라, 보다 분산된 금융 시스템으로의 단계적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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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업체(및 파트너) 분석
다음 경쟁 업체 분석은 본사(회사 내)에서 수행되었으며, 일부 비교될만한 회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17년 11월에 실시되었으며 출판되어 읽힐 때까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BnkToTheFuture.com이 제공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경쟁업체와의 비교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BnkToThe
Future.

tZero

Coin
List

Funders
Club

Angels
List

com

주식 온라인 투자 플랫폼(발행시장)

전환 사채 온라인 투자
플랫폼(발행시장)
SAFT 온라인 투자
플랫폼(발행시장)
SAFE 온라인 투자
플랫폼(발행시장)
펀드 온라인 투자
플랫폼(발행시장)
미국 이외의 규제 기관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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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ToThe
Future.

tZero

Coin
List

Funders
Club

Angels
List

백 서

com

미국 투자자를 위한 규제준수
절차
미국 이외 국가 투자자를 위한
규제준수 절차

어음 교환소 파트너

다중 통화 뱅킹

에스크로 파트너

사모 유통시장을 위한 SEC 대체 거래
시스템(ATS)
상장 기업 유통시장을 위한 SEC 대체
거래 시스템(ATS)
52개 주에 등록된 FINRA 브로커
딜러 중개인
FINRA 투자 고문

Blockchain 유통시장 기술

명목화폐 결제

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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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ToThe
Future.

tZero

Coin
List

Funders
Club

Angels
List

com

백 서

다중 통화 인터페이스

Bitcoin 결제

Ether 결제

Altcoin 결제

온라인 공동 서류 검토 포털

기업 페이지

투자자 프로필

포트폴리오 개요

여러 관할권에 맞게 조정된 고유한
규제준수 기반 온보딩 절차
Bitcoin / Blockchain 커뮤니티 회원

플랫폼 토큰 통합

활발한 커뮤니티 및 투자자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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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공동 설립자

Simon Dixon, CEO 겸 공동 설립자
Simon Dixon은 Bnk To The Future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입니다. Bitcoiner이자 'Bank to the
Future'라는 책의 저자인 전 투자은행 간부이자 Bitfinex, BitPay, Unocoin, Kraken, BitPesa, BitStamp
및 기타 1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한 FinTech, Blockchain 및 Bitcoin 관련 신생 기업 투자가입니다.
Simon이 BBC, FT, CNBC, Reuters, Bloomberg, Wall Street Journal 등 주요 언론 및 언론 매체에서
정기적으로 인용되고 다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Bliss Dixon, COO 겸 공동 설립자
Dixon은 Bnk To The Future의 COO 겸 공동 설립자입니다. 설립 전의 마지막 직장은 기업의 소매 금융
부서였습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관리 및 인사 분야에서 수 년간 경험을 쌓은 Bliss는
온라인 투자 은행 교육 회사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회사 총무가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에서 경험을
쌓고 가상의 팀을 구축한 뒤, 학업 초기에 법을 공부한 Bliss는 사업 운영, 인사, 법률 및 비즈니스 위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Bnk To The Future을 공동 설립했습니다. 또한, Bitfinex, BitPay, Unocoin,
Kraken, BitPesa, BitStamp 및 기타 1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한 FinTech, Blockchain, Bitcoin관련
신생 기업 투자가 Simon과 더불어 적극적인 투자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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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팀

FA H M I DA B E G H A N

AGA SAGAN OWS K A

PAW E L S L OW I K

기업설명활동

프로젝트 매니저

선임 개발자

R A F A L K O S TA N S K I

D A W I D R AT K A

ANTONI PSTRAS

수석 개발자

수석 개발자

개발자

M AT E U S Z W I L C Z Y N S K I

I R V I N H TAY M Y I N T

개발자

피치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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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팀

위치

기능

팀 규모

런던

기업설명활동 겸 관리자

2

폴란드

핵심 개발 팀

8

필리핀

고객 서비스

2

베트남

Blockchain 개발 팀

5

홍콩

재무 팀

3

미국

브로커 딜러 겸 대안 거래
시스템(ATS)

5

프라이버시를 원하는 팀원에 대한 존중과 플랫폼 보안 상의 이유로 모든 팀을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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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1. Vinny Lingham, Civic의 공동설립자 겸 CEO, 신원/KYC 고문
Vinny Lingham은 2014년에 First Data Corporation에서 인수한 디지털 기프트 카드
플랫폼이자 최초로 Bitcoin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 주목을 받은 플랫폼 중 하나인 Gyft를
설립한 투자자로, 남아프리카의 Dragons' Den 리얼리티 TV 시리즈에 연쇄 창업가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대상 신분사기를 대처할 보편적인 솔루션이 없다는 데
착안한 그는 Civic을 공동설립하기도 했습니다. Civic은 BnkToTheFuture.com 및 기타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 Blockchain 신원 확인 솔루션 회사입니다.

2. Bill Barhyd, Abra사 CEO
Bill은 돈에 있어 WhatsApp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Abra를 설립했습니다. 200개
국가에서 하나의 앱으로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돈이나 BitCoin을 전 세계 어디서나
다른 전화 번호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2012년 2월, 빌은 Bitcoin에 관한
최초의 TED 강연을 했습니다. 당시 Bitcoin은 약 2달러 정도에 거래되었으며 TED 청중의
90%는 Bitcoin이 무엇인지 알지 못 했습니다. 2000년 Bill은 WebSentric과의 온라인 공동
작업에서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기술
개척자 상(Technology Pioneer Award)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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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ego Gutierrez Zaldivar, RSK CEO 겸 공동설립자
RSK Labs의 CEO 겸 공동 설립자, Koiban(스마트 계약 & Blockchain 서비스)의 공동
설립자, Bitcoin Latam NGO의 회장이자 Bitcoin Argentina NGO의 설립자입니다. 2012
년부터 라틴 아메리카에서 Bitcoin 기술을 육성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Rootstock Diego의 공동 설립자로서 Bitcoin과 Blockchain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Rootstock Diego는 최초의 오픈 소스 피어 투 피어(p2p) 스마트 계약
플랫폼 및 결제 네트워크를 Bitcoin 연동 2-way peg 방식으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Michael Terpin, Transform 그룹, CoinAgenda, BitAngels의 CEO
Transform Group의 설립자, 최초의 투자 이벤트 CoinAgenda, Bitcoin 신생 기업 투자자
네트워크인 BitAngels, 그 외 Sequoia Capital과 기타 최상위 벤처 투자자로부터 1,800만
달러를 모금받은 최초의 인터넷 뉴스회사 Market Wire 등 50건이 넘는 ICO의
고문입니다. Market Wire는 2006년 4월에 CCN / Matthew에 매각되었으며, 그 후
OMERS Capital Partners, 에 매각된 후 2016년에 NASDAQ에 2억 달러로
매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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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unny Ray, Unocoin 회장
Sunny는 인도 최고의 Bitcoin 기업인 Unocoin의 공동 설립자 겸 회장입니다. 대형
월스트리트 금융 기관으로부터 최초로 투자를 받았던 비트 코인 회사인 Buttercoin의 전
국제 비즈니스 개발 이사입니다. Sunny는 토론토에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참석율이
높은 Bitcoin 모임 중 하나를 운영합니다.

6. David Johnston, Factom 회장 겸 BitAngels 공동 설립자
David는 Factom, Inc.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Factom, Inc.는 조작이 불가능한 보안화
방식을 통해 기업의 방대한 데이터를 보호함으로써 확장성, 비용, 속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초의 Blockchain 기술 기업입니다. 2012년 Bitcoin에 투자한 바
있는 암호화폐 분야의 숙련된 펀드 매니저인 David는 2013년에 BitAngels 투자 그룹을
공동 설립했으며, Ethereum 및 Safe Network 및 Factom등 다양한 중요한 분산 인프라
프로젝트를 홍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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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i Huo, Huobi.pro 이사
Li Huo는 홍콩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교환소 중 하나인 Huobi.pro의 선임 이사입니다.
Huo는 글로벌 파트너십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Huobi.pro에 합류하기 전에 Huo는
최상위급의 투자 은행 에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두 곳의 Fintech 회사를 공동 설립한 연쇄
창업가이기도 합니다. Huo는 중국의 규제 정책 변경 이전에 Bitcoin을 선도하던 중국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Blockchain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8. Adam Vaziri, Blockchain 변호사 겸 Diacle 이사
Blockchain 분야 변호사이자 Diacle의 설립자입니다. Diacle은 런던과 홍콩에 기반을 둔
규제준수기반 Blockchain 및 FinTech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Blockchain
기업가로, Bitcoin 매거진에서는 그를 '비트 코인 개척자'라고 언급했습니다. 세계에서
암호화폐에 가장 유리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달성한 영국 디지털 통화 협회(British
Digital Currency Association)의 이사입니다. Adam은 범세계적인 최초의 Blockchain
해커톤들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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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onathan Smith, Civic 공동 설립자 겸 CTO, 신원/KYC 고문
Jonathan은 은행 및 기술 자문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합니다. Jonathan은
가장 복잡하고 보안이 민감한 환경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후, 기술 리더십, 기술 혁신
및 기술 제공에 대한 자신의 재능을 디지털 신원 분야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BnkToTheFuture.com 및 기타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 Blockchain 신원 확인 솔루션인
Civic을 공동 설립했습니다.

10. Brian Lo, Smith + Crown의 CEO
Brian Lio는 Smith + Crown의 설립자이자 CEO입니다. 디지털 상공 회의소 토큰
연합(Digital Chamber of Commerce's Token Alliance)의 수석 연구 고문이자 싱가포르
경영 연구소(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의 회원입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디자인, 전략 및 사용자 경험 컨설팅 업체인 Bright Iron Group을 설립한 바 있으며,
Microsoft 및 DDB에서 직책을 맡았습니다. Brian은 BF 토큰의 디자인, 기능 및 자본
환경에 대한 공동 선임 고문 겸 연구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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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att Chwierut, Smith + Crown 연구원
Matt Chwierut은 Smith + Crown의 연구 책임자입니다. 그는 연구팀이 새로운 Blockchain
프로토콜을 평가하고, 업계 추세와 새로운 발전 상황을 추적하며 무수한 백서를 검토하는
것을 지도합니다. 그는 싱가포르 경영 연구소(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의
연구원으로, UC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와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래 연구소(Institute of the Future)의 연구
협력자이며, BF 토큰 디자인, 기능 및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선임 고문 겸 연구원입니다.

12. Tony Simonovsky, InsightCryp.to의 CEO
Tony는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1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연쇄 창업가입니다. 그는 19
세의 나이로 사업을 시작해 6년 후 이를 매각하여 디지털 유목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Tony는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토큰 출시를 전문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회사는 24,000,000 미국 달러 가치 이상의 토큰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66.

백 서

팀과 리더십

13. David Drake, LDJ Capital 회장
David Drake는 그의 가족 사무실인 LDJ Capital을 통해 모태펀드, 부동산 펀드, 벤처
자금 펀드, 헤지 펀드 분야에서 파트너들과 함께 GP & LP 투자자로 활동했습니다. Drake
의 투자사업에는 현재 총 1조 5천억 미국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있는 기관 및 가족
사무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50명 이상의 글로벌 이사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10.4
주요 파트너십
● Smith + Crown(토큰 디자인 및 자본 환경)
● Keystone Capital Corporation(브로커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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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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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 및 미래 계획
저희는 BF 토큰을 출시함으로써 최대 규모, 최대 가치의 FinTech, Bitcoin, Blockchain
회사의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상장을 위해 규제된 환경에서 투명한 거래 시장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BnkToTheFuture.com 플랫폼의 측면들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1.2
실시간 가격 책정
본 목표를 달성하면 분야에서 최초로 FinTech, Bitcoin, Blockchain 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시간 지표 및 가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는
새로운 투자 제품은 물론 타사 연구원 및 데이터 제공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가격 책정 및 정보는 분야의 고급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하고, 개인 FinTech,
Bitcoin, Blockchain 주식 시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Blockchain을
기반으로 삼는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 더 많은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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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상위 단계 호환이 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의
통합
저희는 저희가 투자한 최상위 중앙집권식 및 분산화 암호화폐 거래를 통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본 통합은 플랫폼이 미래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규제준수 기반 API
레이어로 성장함에 따라, FinTech, Bitcoin, Blockchain 사기업에 대해 커뮤니티가
구축한 규제준수 거래방식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11.4
더 많은 참여
국제적인 규제로 인해 저희 플랫폼은 자격을 갖춘 투자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 자산의 증가로 인해 투자규모가 큰 투자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다면 투자금액이 크거나 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멤버십
유틸리티 토큰을 통해 BF 토큰을 사용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희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게됩니다.

11.5
투자 규모가 큰 암호화폐 투자자
생태계가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투자 플랫폼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규모가 큰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많을수록 업계 성장을 지지하는
저희 플랫폼을 통한 투자가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투자가 많을수록 유통시장에서
유동성이 커집니다. 유통시장의 유동성이 클수록 발행시장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투자 및 거래가 많을수록 FinTech, Bitcoin, Blockchain의 산업 시가
총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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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토큰은 회사와 투자자 간에 보다 높은 품질과 투명한 정보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온라인 투자 플랫폼에 보다 양질의 거래가 상장될
것입니다. 저희는 거래가 매번 상장될 때마다 BF 토큰 생태계의 가치가 커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투자가 (투자 은행 및 소매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
기업과 무관한) 본 새로운 금융 혁신으로 유입될 수록 토큰 및 주식 시장의 시가
총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BF 토큰으로 BnkToTheFuture.com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FinTech, Bitcoin 및
Blockchain 분야의 암호화폐 및 주식 시가 총액을 1조 미국 달러 이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선순환고리 및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CO가 전 세계 규제 기관의 주목을 받으면서 업계는 더 많은 규제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에 저희는 저희가 혼란스럽게 했던 기존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모든
비즈니스를 고스란히 내주게 되거나 혹은 오래전부터 Bitcoin과 Blockchain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만든 BnkToTheFuture.com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규제에 맞춰왔고 2011년 이래로 업계 성장의 일부로
자리매겨왔으며, 이 분야에 투자해 왔습니다. 저희가 분산되고 규제되지 않은 시장의
지지자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규제 시장과 비규제 시장이 생겨나서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큰 규모에 높은 인지도를 갖춘 Bitcoin,
Blockchain, FinTech 기업들이 규제에 대한 큰 부담없이 저희에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로서, 저희는 이 길을 꾸준히 걷겠습니다.
금융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성장에 기여한 분들과 금융의 미래를 영원히 바꾸고자 하는
저희의 비전을 믿고 함께 노력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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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거래 능력(커뮤니티 소싱)
BFT의 지분을 가진 사람은 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스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뮤니티 검토를 위해 기업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 정보가 검토를 위해 제출되면 평균 2주 동안 투표에서 경쟁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 함께 묶여 분류됩니다. (참여도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 사용자는 개별 기업을 대신하여 BFT를 지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저 당 회사 당 투표는 BFT로 제한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 투표 기간이
끝나면 전체 투표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검토를 위한 다음 라운드로 진행할
것이며, 이는 커뮤니티가 검토한 프로젝트 대기열에 들어가거나 BF가 기업에 직접
연락하는 것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Bnk To The Future은 후속 검토/인터뷰를 위해 다른 프로젝트를 지정할
재량권을 갖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과 투표와 관련된 고급 정보를 제출해서
제출된 자료로 인해 BF팀과 인터뷰할 기업이 선정되는 경우 본인의 BFT 토큰의
지분에 비례하여 리워드 풀에서 BFT 토큰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BF팀과의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충분한 표를 받지 못한 회사)의 투표 지분은 무작위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수수료를 공제한 뒤 투표자에게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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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제한
투표에 대한 한도 변경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투표가 진행될수록 각각의 연속적인
투표의 한도는 전의 한도보다 낮아집니다. 이는 초기 유권자 보상을 보장하고

백 서

막판에 쉽게 로그인할 수 없도록 하여 이전의 유권자에 대한 보상을 희석하는 '불
보듯 뻔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도가 작동하는 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투표는 10개의 고정 BFT로 끝나고, 두 번째 투표는 이 제한의
95%(9.5), 세 번째 투표는 또다시 전 수치의 95%(9.052) 가 되는 식으로
제한됩니다. 투표가 최소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와 별도로 투표 기간 동안 거래 및 투자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자격있는 투자자(등록 필요)는 BFT 를 유망 기업 상장에 지분으로 걸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사에 투표할 수 있지만 이 지분은
투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선정되면, 초기 단계에서 지분을 확보한 회원은
BFT 지분의 미국 달러 가치에 비례하여 최대 5만 달러의 발행 주식의 일부에 대해
액세스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자격을 갖춘 투자자로부터의 관심은 잠재적, 성공적인 판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BF는 투자자가 실제로 열정이나 관심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해당 지분화한 토큰에서 약간의 수수료(TBD, 대략 1%로 설정)를 공제합니다.
BF는 처음에 멤버십을 10 미국 달러 상당의 토큰 가격으로 제안합니다. 이 금액은
운영 첫 날과 분기 별로 업데이트됩니다. 투표 최대 제한도 10 미국 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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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흐름 필터링을 돕는 능력 (커뮤니티 평가)
충분한 표를 얻어 초기 소싱 검토(BF가 포함하기로 결정한 추가 회사 포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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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한 프로젝트에는 유망 회사의 범위를 좁히는 것을 목표로 커뮤니티 리뷰의 두
번째 단계가 적용됩니다. 평가 검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01.

회원이 거래를 평가하고 싶다면 BFT를 지분으로 걸고 이용 가능성을

표시해야 합니다. 신청은 지분을 걸고 관심을 보인 사람에게 무작위로 할당됩니다.
02.

회원은 BF의 플랫폼에 적합한지에 대한 추천서를 포함하여 프로젝트에

관한 일련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03.

이러한 답변은 '슈퍼-리뷰어(Super-reviewer)'라고 불리는 또 다른

리뷰어에 의해 검토됩니다. 최고 검토자의 역할을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BFT
지분이 필요합니다. 이 검토 프로세스에는 최상의 응답을 강조 표시하고,
두드러지게 나쁜 응답을 표시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04.

보상은 리워드 풀에서 추출되어 검토자 사이에서 나뉘며, 가장 우수한

리뷰는 약간 더 가져가지만 질이 낮은 리뷰는 지분화된 BFT의 일부를 잃습니다.
BF는 초기에 검토자가 BFT에 50~100 미국 달러 사이의 지분을 걸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지분을 많이 걸수록 시스템에서 선택될 확률이 높아지고 리워드
풀에서의 잠재적 보상도 높아지고아짐). 보고서가 최고 검토자 및/또는 BF 공동
서류 검토팀에 의해 부정확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면 10%가
손실됩니다. 최고 검토자가 되기위해 입찰하려면 BFT로 1,000 미국달러가
필요합니다.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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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보상
BF는 신청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가 BF 토큰을 검토 보상으로
지분설정할 수 있는 정책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커뮤니티가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은 한도가 낮은데, 이는 프로젝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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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해서 대기열의 앞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수익금이 BF가 아닌 커뮤니티에 전달되면서도 프로젝트가 주목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BF는 보상 금액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정합니다.
BF 플랫폼 상장에 대한 제3자 연구 및 업데이트 기능 제공 능력(커뮤니티 리서치)
01.

충분한 BFT를 보유한 회원은 BFT를 지분화하고 이용 가능성을

표시함으로써 플랫폼의 투자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해 입찰할 수
있습니다.
02.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3명의 회원이 선정됩니다.

03.

투자 단계에서 실제 투자자는 어느 보고서가 가장 도움이 되는지 순위를

매기고, 쓸모없음을 나타내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4.

고품질의 보고서는 BFT로 보상받으며, 리워드 풀에서 가져 와서

투자자의 피드백에 따라 분배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고서는
지분화한 BFT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회원은 연구 보고서 및 업데이트를 제공할 기회를 얻기 위해 BFT에서 50~500
미국 달러를 입찰할 것입니다(BFT를 더 많이 입찰할수록 채택 기회가 더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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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플랫폼 목록에 대한 제3자 연구 및 업데이트 기능 제공 능력(커뮤니티 정보)
BFT가 충분한 회원은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인터뷰 및 뉴스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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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리뷰, 회사 마케팅 자료 등의 형태로 BF 플랫폼 상장에 회사 업데이트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02.

Bnk To The Future는 스팸이나 오보를 식별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의

질을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스팸이나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면 토큰으로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03.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보고서 및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보상합니다.
참고: 이것은 기업에 적용되는 유일한 리워드 풀입니다. 각 회사는 참여를 장려하는
자체 리워드 풀이 있습니다. 배부 일정은 5년 간 격주로 설정됩니다.
회원들은 포럼에서 업데이트나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얻기 위해 BFT로 50에
해당하는 만큼을 입찰해야 합니다. 중복된 업데이트 및 게시는 보상을 받지 않지만
의미 있는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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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및 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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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To The Future(이하 '회사')은 회사법 2013에 따라 케이맨 제도(회사 번호
CO-296093)에 통합되어 등록됩니다. Bnk To The Future(BF)은 케이맨 제도 통화
당국(CIMA 라이선스 번호 1189274)에 등록되어 있으며, 규제를 준수하면서
라이선스를 보유한 브로커 딜러의 소유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nkToTheFuture.com 플랫폼은 BNK TO THE FUTURE가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초기 단계의 회사에 대한 투자는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토큰 / ICO 구매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구매자는 토큰/ICO 구매 전에 온라인 투자 플랫폼인
BnkToTheFuture.com의 Tokens / ICO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숙지해야 합니다.
요청 시 제공되는 '미래 토큰 단순 계약(SAFT)'에 명시된 위험 안내 사항 또한
숙지하십시오.
Bnk To The Future는 이러한 위험을 이해하고 자체 투자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히
수준 높은 투자자 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충분히 수준 높은 투자자로서 등록이
되야만 BnkToTheFuture.com은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BnkToTheFuture.com 회원이 투자할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Bnk To The Future는 해당 정보 또는 회사의
권장 사항에 대해, 또는 회사의 의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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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상충 공개
Bnk To The Future는 Keystone Capital Corporation을 자사를 위한 사모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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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로 영입했습니다. Bnk To The Future 자회사는 Keystone Capital Corporation
의 모기업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BF 토큰의 사전 판매를 위한 SAFT 제공은 자격을 갖춘 전문 투자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BnkToTheFuture.com에서 수행되었습니다. 플랫폼은 Bnk To The
Future가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완전 자본 손실
토큰 구매, 디지털 자산 및 기타 암호화폐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토큰,
디지털 자산 또는 암호화폐 획득 관련 위험에 익숙한 구매자 만이 구매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모든 자본의 전체 손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인하고, 감당할
수 있지 않는 한 토큰, 디지털 자산 및 기타 화폐 통화를 구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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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BF 토큰에 대한 공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구매자가 토큰을 구입하는 데 동의하는
가격은 현재 공정한 시장 평가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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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구매자 또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회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토큰구매 고객은 구매 전에 본인의 공동 서류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양도 가능성
토큰은 양도 제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토큰에
대해서는 해당 토큰 소지자가 양도, 분배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토큰이 토큰
거래에 상장되지 않으면 비유동적이고 판매가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규제 및 세금 불확실성
규제 변경이나 조치는 토큰 소지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토큰의
성격을 변경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면 구매자가 세금, 규제 위험 및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해당
투자 계약서의 발행은 '증권'의 발행을 구성하며, 귀하의 구매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증권법의 목적을 위해 그렇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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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불능
토큰 발급 기관은 토큰 출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못하고, 중요 단계를 놓치고,
유저들을 네트워크로 끌어들이기 위한 개발자 및 새로운 신청접수 유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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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고, 광범위한 토큰사용과 채택을 통해 사용자 기반을 확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토큰 소프트웨어는 널리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용자 수가 한정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공격 및 사기
디지털 토큰은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이나 피싱 사이트, 사기성 시스템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한 사기성 토큰의 판매 및 구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안 위반 및 토큰
분실 또는 도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본 코드의 악용 가능한 결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Blockchain 위험성
토큰이 작동하는 Blockchain 네트워크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코드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토큰 발행인 및 소지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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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토큰 네트워크는 포킹(fork) 및 복제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포크와 복제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치는 회사나 구매자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포크 중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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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쟁에서 승리하면 토큰의 가치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예측
결과는 미래 예측 진술(예: '기대')로 표현되거나 암시된 결과와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가 미래 예측 진술과 실질적으로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는 정부
규제, 경제적, 전략적, 정치적 및 사회적 조건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권리 없음
토큰 소지자는 Bnk To The Future 또는 특정 주주 및/또는 일반 주주에게 제공되는
권리와 같이 계열사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토큰은 주식이 아니며 토큰 소지자는
부채, 주식 또는 기타 증권과 같은 증권에서 기인하는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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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계약서의 어떠한 내용도 판매 제안 또는 토큰 구매 제안 요청을 구성하지
백 서

않으며, 그러한 제안, 권유 또는 판매가 불법인 모든 관할권에서 BFT를 제공하거나
권유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백서 및 모든 업데이트 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잠재 토큰 구매자는 신원 확인 및 특정 서류를
포함한 온보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보딩 절차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서류들을 신중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적절한 고문 및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십시오.
이 백서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현재의 비전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이 백서에서 논의된, 계획된 로드맵과 모든 세부
사항은 변경 및 업데이트의 상당히 많은 요소에 의존하고 상당히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십시오. 플랫폼을 이행하거나, 채택하지 않거나,
비전의 일부 만을 실현하거나, 전혀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의 신념, 기대치 및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백서의 진술을 보증하거나
진술하지 않으며, 예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 보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백서에 제시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지만,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Blockchain, 암호화폐 및 기타 기술 측면과
이러한 시장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많은 도전, 경쟁 및 변화하는 환경에 처해질
것입니다. 저희는 환경이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커뮤니티를 갱신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그렇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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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내 정보가 완전하지는 않으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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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To The Future BFT SP은 FINRA 라이선스 브로커 딜러를 고용하여 다양한
잠재적 거래에서 자사를 대표하고 내부에 요약되어 있는 주요 조건을 대표하도록
하며, 간단한 거래 요약(이하 '요약')의 발행을 승인했습니다 (이하 '요약'). Bnk To
The Future BFT SP은 여기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제공했으며, 브로커 딜러는 Bnk
To The Future BFT SP은 으로부터 본 요약서가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을 받았지만, 모든 중요한 사실과 위험 요소를
다루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FINRA에서 인증받은 브로커 딜러나 그 동료 또는
계열사는 본 요약에 명시된 정보를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정보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대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았으며, 요약본 발행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는 사전 통보, 개정 또는 업데이트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예측 및 계획은 Bnk To The Future BFT SP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불확실성 및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는, 주관적인 판단 및 분석의 중요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특정 위험 공개. 이 투자는 매우 투기적으로, 이는 평범한 초기 위험과 수많은
알려지고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어떠한 투자자도 완전한 투자 손실을
감당할 수 있지 않는 한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Bnk To The Future BFT이 실제로
추구하는 프로젝트 옵션을 획득하거나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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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요약은 위험에 대한 완전한 목록이 아니고 투자와 관련된 중요한 공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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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 아닙니다. 이 문서에 있는 정보는 여기에 설명된 모든 사항에서 증권을
매입하기 위한 제안 또는 요청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제안은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그러한 제안은 1933년 증권법(이하'법')에 따라 미국에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러한 제안에 의한 증권은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면제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제공 또는 판매될 수 없습니다.
전매 및 기밀 해당 요약 및 내용은 기밀 사항입니다. Bnk To The Future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정보는 자료의 향후 투자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이 문서에서 언급한 목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Bnk
To The Future와 경쟁하거나 그 경쟁을 우회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요약문은 동의 없이 수령인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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