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의 사용과 채택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폐 시장에서 법정 화폐의 대리 역할을 수행 하는 스테이블코인이자 업계
의 대표 주자인 테더 (Tether)는 미국 달러에 고정된 바, 이로 인해 암호화
폐 분야에서 요구되는 가격 변동성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Xank의 스테이블 페이 메커니즘은 IMF의 SDR에 대한 데
이터를 수집하고 검색하여 시뮬레이션하는 한편, 코인의 가치를 어떤 법
정 화폐에도 고정 시키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지배적인 통화(USD, EUR, 
RMB, JPY 및 GBP)로 구성된 IMF SDR은 테더와 같은 단일 통화와 연계
한 코인보다 Xank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용자, 비즈니
스, 커뮤니티 및 일반 대중이 Xank 스테이블코인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네트워크가 보다 성장하게 될 것임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가정입니
다. 이와 같은 수요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Xank 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될 것입니다.

토큰 판매 안내서
Xank[쟁크]의 메인넷이 출시되면, Xank 토큰과 Xank 코인은 1 : 1 비율
로 교환 할 수 있습니다. Xank 토큰의 소유자는 잠재적 가치 상승 및 하락
의 리스크에 노출되게 됩니다. 우리는 각종 벤치마크 연구를 수행하여 다
른 암호화폐와 Xank의 기능을 비교하고 자본 이익의 증가를 연구 및 예
측하였습니다. Xank는 우선 스테이블 통화 분야에서 경쟁에 합류하게 됩
니다. 그러나 Xank의 고유 기능은 암호화폐의 주된 약점을 극복하기 위
해 설계된 만큼, 해당 분야의 선구자로 비견되고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Xank는 자유 부동적 가격을 갖춘 전통적 암호화폐로서 작동하며, 동시에 
Xank의 사용자들은 스테이블 페이(Stable Pay) 거래를 수행하는 스테이
블코인으로서의 이점 역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Xank만이 가진 독
창적 기능인 스테이블 페이는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Xank 코인의 가격을 
법정 화폐 단위로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종료일의 특정이 없
는 선물환(FX Forward) 계약의 특성을 수용한 것으로,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XANK 토큰 수익

ir@xank.io

t.me/XankCrypto

twitter.com/XankMoney

무엇이 판매되나요? 

Xank 토큰은 ERC-20 스마트 계약에 따라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 배포되는 ERC-20 
호환 가능 토큰(이하 ‘Xank 토큰’)입니다. 
Xank 토큰은 Xank 메인넷 출시 후 Xank 
코인과 일 대 일(1:1) 비율로 교환됩니다. 

XANK 토큰 발행량 

총 10억개의 Xank 토큰이 선발행됩니다. 
메인넷 출시 후 Xank는 알고리즘에 의해 
새로운 코인들을 발행할 것입니다.

XANK 토큰 할인 

Xank 토큰의 프라이빗 세일 가격은 $0.08 
USD입니다. 프리세일 및 퍼블릭 세일 가
격은 추후 공지될 것이며, 프리세일 기간에 
할인이 적용될 것입니다. 최소 구매 수량은 
0.01 ETH로 설정되었습니다. Xank 토큰 
판매 가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XANK 토큰 분배 

프라이빗 세일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1억개 토큰(10%)이 판매됩니다. 프리세
일 기간 동안에는 5천만개 토큰(5%)이 판
매되며, 이후 이어지는 퍼블릭 세일 기간에
는 2.5억개 토큰(25%)이 판매될 것입니다. 
1.5억개 토큰(15%)은 창업팀에 대해, 1.5
억개 토큰(15%)은 Xank 준비금을 위해 비
축되며 3억개 토큰(30%)은 마케팅 인센티
브 및 바운티를 위해 비축됩니다.

총 모금액 

토큰 판매 모금액은 소프트웨어 개발, 
Xank 헌장 개발, 커뮤니티 구축 및 시장 채
택에 사용됩니다.

세그먼트 공급 지분율

토큰 판매    400,000,000 40%
마케팅 인센티브    270,000,000 27%
Xank 준비금    150,000,000 15%
창업팀    110,000,000 11%
자문단      40,000,000 4%
바운티      30,000,000 3%
Total Supply  1,000,000,000 100%

토큰 판매

마케팅 인센티브

Xank 준비금

자문단

바운티 

60%40%

27%

15%

11%

4%40+27+15+11+4+3 3%

창업팀



스테이블 페이 vs. 스테이블코인

토크노믹스

경쟁

스테이블 페이 : XANK의 차별화 포인트

투기성 투자에 있어서 가격 변동성은 매력적인 소재이지만, 이는 곧 소비
자와 판매자의 채택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궁극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서는 안정성, 혹은 적은 변동성이 선호됩니다.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Xank와 SDR 사이의 시뮬레이션된 고정은 스테이
블 페이의 주요 특성인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세계의 지배적 통화(USD, EUR, RMB, JPY 및 GBP)
로 구성된 IMF SDR은 단일의 법정 통화보다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XANK 준비금 : 자체적 펀딩, 자율적인 성격의 준비금

Xank의 혁신적 스테이블 페이 기능은 자체적인 펀딩을 통한 Xank 준비금
을 사용하여 보정되며, 이에 따라 거래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법정 화
폐 단위로 설정된 거래 가치가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Xank는 거래에 투
입된 자금이 변동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절하여 최종적으로 당신 혹
은 상대방이 받는 자금과 동일하도록 돕습니다. 확장 가능한 지불과 간단
하고도 혁신적인 디자인(대시 DASH 네트워크 기반)을 통해 Xank는 스테
이블 통화의 차기 진화가 될 것입니다.

안정성 확장성 개인 정보 보호 탈중앙화

비트코인
리브라
대시
테더
메이커
테라
XANK

확장성   
신속한 지불 완료가 가능한가요?

Xank는 즉각적인 속도에 가까운 거래 
기능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신용 카드, 
직불 카드 및 기타 POS 방식과 같은 지
불 시스템과 경쟁하게 됩니다. Xank는 
아발란체(Avalanche) 프로토콜을 기
반으로 하고 있어, 중앙 당국에 의존하
지 않고도 상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게 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익명성과 대체성은 보장되나요?

Xank는 프로토콜이 아닌 지갑 수준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이로써 사용자
들은 필요할 때 언제나 개인 정보 보호 
방식의 거래를 선택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 
중앙 당국 혹은 주요 주주로부터 자유로
운가요?

Xank의 거버넌스는 1,000 XDR에 다중 
마스터노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되
었습니다. 다중 투표권을 중첩적으로 행
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자체 
신분(Self-sovereign Identity) 시스템
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주십시오 - Xank
가 스테이블코인으로서의 기능을 갖추
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동에 있어서
는 비트코인이나 대시와 같은 시장의 다
른 암호화폐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비교할 때, Xank는 그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타 암
호화폐와 동일하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
에 따른 자유 부동적 가격의 특성을 갖
추고 있습니다. 법정 화폐의 가치를 유지
하도록 보장하는 Xank의 스테이블코인 
기능, 즉 스테이블 페이는 선택적인 가격 
안정화 기능입니다.

지갑 내 개인정보 보호



XANK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 

Xank 사용자들이 거래의 생애 주기가 
진행되는 동안 법정 화폐 가격에 고정하
여 거래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스테이
블 페이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내는 이가 한화 10만원에 해
당하는 10 Xank(1 Xank는 한화 1만원)
를 전송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받는 이가 
송금받은 날로 부터 10일째 되는 날 현
금화 하고자 결정하였다면, 당해 일자의 
Xank 코인 가격이 한화 2만원인 경우, 
받는 이는 5 코인을 수령하게 되며 나머
지 5 코인은 자동으로 Xank 준비금에 흡
수됩니다.

XANK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 

Xank 사용자들이 거래의 생애 주기가 
진행되는 동안 법정 화폐 가격에 고정하
여 거래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스테이
블 페이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내는 이가 한화 10만원에 해
당하는 10 Xank(1 Xank는 한화 1만원)
를 전송하고 받는 이가 수령일로부터 10
일째 되는 날 현금화 하고자 결정하였다
면, 당해 일자의 Xank 코인 가격이 한화 
5천원인 경우, 받는 이는 20 Xank 코인
을 수령하게 됩니다. Xank 준비금에서 
자동으로 10코인을 수령하셔 가격 차이
를 보전합니다.

XANK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 

Xank 준비금의 평형 상태는 스테이
블 페이의 운영방법에 기초하여 평상시 
Xank의 총 순환 공급량의 15%를 유지
하게 됩니다. 극히 드물게 심각한 변동성
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 매커니즘으로서 
추가적인 15%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Xank 작동 원리
스테이블 페이 거래가 진행되는 과정
에서 Xank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추가 
Xank 코인이 자체적으로 펀딩한 Xank 
준비금에서 차출되어 해당 거래의 법
정 화폐 가치를 보존합니다. 한편 스테
이블 페이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Xank
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증가분의 
Xank 코인은 역시 자체 펀딩 Xank 준비
금에 흡수되어 거래의 법정화폐 가치가 
보존됩니다.

지갑 내 개인정보 보호



다중 통화 지원
IMF SDR : 높은 안정성

마감
가격 상승 시니리오 가격 하락 시나리오

1년 최고 1년 최저 1년 최고 1년 최저
XDR/USD 환율 1.38195 1.45998 1.37778 1.45998 1.37778
USD Xank 코인 가격 $10.00 $20.00 $20.00 $5.00 $5.00
XDR Xank 코인 가격 7.24 13.70 14.52 3.42 3.63
USD Stable Pay 송금액 $100.00 $105.65 $99.70 $105.65 $99.70
XDR Stable Pay 송금액  72.36 72.36 72.36 72.36 72.36
Xank 코인 수량 10 5.282318463 4.984912623 21.12927385 19.93965049
Xank 준비금 포지션 0 +4.717681537 +5.015087377 -11.12927385 -9.939650494

XDR/EUR 환율 1.22087 1.16335 1.16335 1.16335 1.16335
EUR Xank 코인 가격 €10.00 €20.00 €20.00 €5.00 €5.00
XDR Xank 코인 가격 8.19 17.19 17.19 4.30 4.30
EUR Stable Pay 송금액  €100.00 €95.29 €95.29 €95.29 €95.29
XDR Stable Pay 송금액  81.91 81.91 81.91 81.91 81.91
Xank 코인 수량 10 4.764430283 4.764430283 19.05772113 19.05772113
Xank 준비금 포지션 0 +5.235569717 +5.235569717 -9.057721133 -9.057721133

XDR/RMB 환율 9.60669 9.66967 9.0478 9.66967 9.0478
RMB Xank 코인 가격 ¥100.00 ¥200.00 ¥200.00 ¥50.00 ¥50.00
XDR Xank 코인 가격 10.41 20.68 22.10 5.17 5.53
RMB Stable Pay 송금액  ¥1,000.00 ¥1,006.56 ¥941.82 ¥1,006.56 ¥941.82
XDR Stable Pay 송금액  104.09 104.09 104.09 104.09 104.09
Xank 코인 수량 10 5.03277924 4.709114169 20.13111696 18.83645668
Xank 준비금 포지션 0 +4.967220760 +5.290885831 -10.13111696 -8.836456678

XDR/JPY 환율 156.89423 161.49191 152.41589 161.49191 152.41589
JPY Xank 코인 가격 ¥1,000.00 ¥2,000.00 ¥2,000.00 ¥500.00 ¥500.00
XDR Xank 코인 가격 6.37 12.38 13.12 3.10 3.28
JPY Stable Pay 송금액  ¥10,000.00 ¥10,293.04 ¥9,714.56 ¥10,293.04 ¥9,714.56
XDR Stable Pay 송금액  63.74 63.74 63.74 63.74 63.74
Xank 코인 수량 10 5.146521641 4.857281558 20.58608656 19.42912623
Xank 준비금 포지션 0 +4.853478359 +5.142718442 -10.58608656 -9.429126234

XDR/KRW 환율 1559.10086 1594.68606 1513.16261 1594.68606 1513.16261
KRW Xank 코인 가격 ₩10,000 ₩20,000 ₩20,000 ₩5,000 ₩5,000
XDR Xank 코인 가격 6.41 12.54 13.22 3.14 3.30
KRW Stable Pay 송금액  ₩100,000 ₩102,282 ₩97,054 ₩102,282 ₩97,054
XDR Stable Pay 송금액  64.14 64.14 64.14 64.14 64.14
Xank 코인 수량 10 5.114120904 4.852677106 20.45648362 19.41070843
Xank 준비금 포지션 0 +4.885879096 +5.147322894 -10.45648362 -9.410708426

SDR: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ISO 4217 통화 코드 XRD)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정의 및 유지 관리
하는 보조적 외환 준비 자산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