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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백서 (Whitepaper) : 이 문서 및 여기에 기술된 모든 내용.

회사 (Company) : 쟁크 (Xank) 와 쟁크에 소속된 직원들. 

토큰 (Token) : Xank 블록체인에서 개발하고 배포하는 암호화폐.

이 백서 또는 Xank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사용하는 것은 다음 사항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백서의 목적은 Xank 프로젝트의 기술적 또는 비기술적 인 측면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완전한 것이 아니며 

계약 관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백서는 주식이나 유사한 종류의 투자 권유에 관한 안내서가 아니며 또한 주식 매수나 이와 유사한 제안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백서는 어떠한 나라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법률 또는 규정을 따라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서에 포함된 특정한 

진술, 및 재무 정보는 추정되거나 예측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이나 예측에는 알려진 사건 또는 알려지지 않은 

사건 및 결과가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백서의 원본은 영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이는 Xank와 그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의 주요한 공식 자료입니다. 

이 정보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언어로 번역되거나 기존 또는 잠재 고객과 서면 또는 구두로 의사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번역이나 의사 소통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분실, 손상 또는 오역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역된) 내용의 정확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번역과 의사 소통 및 공식 영어 백서 간에 상충되거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어 원본 문서의 규정이 

항상 우선함을 알려 드립니다. 

Xank는 이 백서에 설명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와 토큰은 사용자들에게 금융 상품이나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지 않습니다. 토큰은 본 자료에 설명된 기능으로만 작동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문서에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Xank 또는 프로젝트 내의 다른 기능에 대해서는 보유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Xank는 토큰의 잠재적 인 미래 가치에 대해 

어떠한 약속이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나면, 토큰 소지자는 투기적인 목적이 아닌 여기에 설명된 토큰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에만 관련하여 토큰을 사용하게 됩니다. 

법적 책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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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RIEF

간단한 요약

Xank는 Stablecoin 기능을 가지면서도 
가격이 변동되는 암호화폐입니다. 투자
자는 시장 가격 움직임을 파악하고 추측
하여 Xank 코인을 계속 보유할 수도 있고  
Stablecoin 기능을 위해 Stable Pay 트
랜잭션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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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nk는 Stablecoin 기능을 가지면서도 가격이 변동되는 암호화폐입니다. 투자자는 시장 가격 움직임

을 파악하고 추측하여 Xank 코인을 계속 보유할 수도 있고  Stablecoin 기능을 위해 Stable Pay 트랜

잭션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Stable Pay는 안정적인 거래를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친구에게 100 달

러의 Xank를 보내는 경우 Stable Pay를 사용하면 그 사이에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친구는 100 달러의 

Xank를 받게 됩니다. Stablecoin의 기능은 Xank가 사용자 및 비즈니스 모두에게 친화적이며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과 일반인의 세계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Xank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능력주의 지배 구조 시스템 (Meritocratic Governance Sys-

tem)에 의해 관리되는 자체 조성 자금 및 기금 인 Treasury 와 Reserve는 프로젝트의 개발 요구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기금은 인류와 지구에 유익한 프로젝트를 Xank 네트

워크를 넘어서 공익적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Xank는 현재 금융 시스템을 더 유용하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Xank의 네트워크가 성장하면 문제 있는 금

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Xank의 현대적 탈 중앙화된 모델은 모든 사용자들이 우리의 세계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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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 현황

Bitcoin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암호화폐가 출
현 한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돈과 지불 수단이 될 것이라고 암호화
폐가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암호화폐들은 아
직 세계 경제에 비주류로 존재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CURREN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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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 현황

Bitcoin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암호화폐가 출현 한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돈과 지불 수단이 될 것

이라고 암호화폐가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암호화폐들은 아직 세계 경제에 비주류로 존재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 공동체 및 개인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 세력에 의해 드라마틱한 변동성을 경험하며 위험한 거래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보유의 실제적 미래 가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

다. 

이런 불확실성은 위험에 대한 높은 탐식성을 가진 투기 거래자들만을 이 세상에 끌어 모았지만 세계 경제와 무역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STABLECOIN은 실질적 안정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일부에서 Stablecoin 프로젝트가 출현하여 암호화폐 변동성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Stablecoin

은 미국 달러나 때로는 다른 암호화폐와 같은 기준 자산에 대해 가치를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다양한 거래 및 자금 조달 아

이디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Stablecoin은 훌륭한 아이디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암호화폐의 가치를 기준 자산에 고정하는 개념은 가격 변동성을 줄

이는 데 장점이 있지만, 어떤 규모든 그런 방식을 사용한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자신감과 신뢰를 얻은 것을 아직 보지 못했

습니다.  

대중화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들

초기 블록 체인 및 암호화폐는

• 사업에서 요구하는 큰 규모의 트랜잭션을 처리

할 수   없습니다. 

• 불법적 자금 사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지하 경제와 돈세탁에 활용이 됩니다. 

• 거래소가 해킹 당하여 사용자가 자금을 잃기도 

했습니다. 

• 지갑은 사용하기 어려우며 개인 키를 분실해 돈

을 잃고는 합니다.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많은 초기 

개발 장애물이 극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충분이 발전되었으며 블록 체인 기

술에 관한 수천 건의 논문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비즈

니스와 산업은 잠재적이지만 파괴적인 혁신 기술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변동성이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기술적인 해결에 더해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은 여전

히   상존해 있는 문제점입니다. 상인, 거래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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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NK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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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NK의 해법

Xank는 Stable Pay라는 기능을 통해 온 디
맨드 Stablecoin 기능을 제공하는 자유 변
동 가격의 암호화폐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암
호화폐들과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일반적
인 변동 가격 거래를 수행합니다. 한 가지 특
별한 차이점은, Xank를 사용하면서 나의 거
래가 고정된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를 원할 경
우 Stable Pay 거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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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nk는 Stable Pay라는 기능을 통해 온 디맨드 Stablecoin 기능을 제공하는 자유 변동 가격의 
암호화폐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암호화폐들과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변동 가격 거래를 
수행합니다. 한 가지 특별한 차이점은, Xank를 사용하면서 나의 거래가 고정된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Stable Pay 거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TABLE PAY 기능 

항상 다른 기준 자산에 고정되어있는 다른 Stablecoin 과 달리 Stable Pay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네트워크의 전체 구간에 계속 연동을 유지하는 것은 네트워크 작업에 많은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Xank는 이런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Xank는 Stable Pay 거래를 세밀하게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 고정된 가치를 보장하는 자체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Xank 기금은 모든 블록에서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블록 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축적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셀프 펀딩 자체 금고 네트워크 (TREASURY)  

Xank는 각 블록 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자체 금고 (Treasury)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Xank Treasury는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개발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Xank 
금고와 기금 (Treasury and Reserve)은 모두 네트워크의 필요에 따라 자금을 집행합니다.  

금고 및 기금이 일정 한도 이상 축적되면 초과된 자금은 네트워크 (Xank 사용자들)가 동의하는 외부의 
건전한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가 환경 프로젝트, 비즈니스 신생 기업, 지역 
사회 및 외부의 조직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Xank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직접 자금의 
지원 프로젝트를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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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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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일정은 프로젝트 시작일을 기준으로합니다. 시작 날짜가 변경되면 모든 후속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

다.

PHASE 1 : ICO

PHASE 2 : 공자 RELEASE

PHASE 3 : 노자 RELEASE

PHASE 4 : 손자 RELEASE

프리세일에서 $1,000만 달러 (112억원), 후
속 ICO에서 $2,000만 달러 (224억원)를 모
금합니다. (용도: 소프트웨어 개발, 기본법 개
발, 커뮤니티 활성, 시장 진입)

일정 비율의 보상금으로 금고 투자금을 조성
합니다. IMF의 SDR과 Stable Pay 거래 수명

주기 연동을 구현합니다. 자아 정체권과 평
판 지수를 통합하여 마스터노드 운영자 들이 
단 하나의 투표권 만을 행사 가능케 합니다.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로 송금 및 수령이 가
능한 유니버설 월렛을 구현합니다. 아이디어 
능력주의를 구현합니다. 마스터노드 운영자
의 투표권이 자신의 평판 지수 가중치에 의
해 조정 됩니다. 마스터노드 운영자의 투표 
권한이 사회 기여도에 의해 가중치를 부여 
받도록 하는 사회적 능력주의를 구현합니다.

자금 송수신에 전화번호 만으로 가능한 월
렛 기능을 구현합니다. 자금 송수신을 위해 

은행 계좌와 신용 카드를 연결할 수 있는 월
렛을 구현합니다. 분산 된 환경에서 법정화

폐 와 암호화폐를 교환 할 수 있는 월렛을 구
현합니다.

완료 예정일   2019 Q2

완료 예정일   2020 Q2

완료 예정일   2020 Q4

완료 예정일  2021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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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경영팀

11

Xank 프로젝트 팀의 모든 구성원은 이중 언어를 사용하며 다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고의 팀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문제를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로 해결할 수 있다는 Satoshi 님의 꿈을 

믿습니다. 같은 생각이 들면 우리 팀에 합류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RYAN KIM

HWANG YONG SEUNG

ELLIE KIM

KIM BYUNG DOO

BILLY CHOI

TAGUCHI YOSHITAKA

SUNG KIM

LEE SUN JAE

Founder & CEO

Ryan은 25 년 이상 경력의 
연쇄 창업가 입니다. 그는 
실리콘 밸리 출신으로 한국
에서 코스닥에 상장을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Technical Advisor

황대표는 35 년 이상 한국
에서 경력을 쌓아온 기술
계 인사 입니다. 그는 한국
의 가장 큰 물류 회사 인 대
한 항공 및 한진 해운의 전 
CIO입니다. 

Co-Founder & CTO

Ellie는 Hycare Systems
를 설립하고 다양한 의료 
및 금융 시스템 개발 업무
를 수행했습니다�

Marketing Advisor

한국에서 30 년 이상 성공
적인 IT 경험을 쌓은 유력
한 오피니언 리더이자 HP
의 전 부사장 겸 PTC의 대
표 였습니다. 

Co-Founder & CPO

HP, IBM, PTC등 글로벌 IT 
회사에서 많은 IT 컨설팅 
프로젝트 경험을 쌓았습니
다. 그는 블록체인의 미래
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Strategic Adviser

다구치 상 (Taguchi)은 일
본에서 EDS Japan의 전 
부사장을 역임 하였으며 미
국 정보 기술 기업을 이끌
고 있는 Gartner Japan의 
CEO였습니다. 

Co-Founder & CFO

Kim Sung의 재무 경력은 
Morgan Stanley의 주식 
파생 상품 애널리스트와 
Wilshire Asset의  매니저
가 포함됩니다. 

Co-Founder & IR Asia

Sun은 중화권 및 한국의 
혁신적인 기업의 생산, 실
행 및 배포를 통해 광범위
한 수익 창출 경험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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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NK가 필요한 곳

상업 목적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 활동

상업 목적 (MERCHANT)
• 상인들은 Xank Stable Pay 기능을 통해 거래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안정된 가치를 

제공하는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Xank에 100 달러 상당의 돈을 지불하면 
Xank의 100 달러 상당의 돈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합니다! 

• 이것은 거래 시에 ‘가격 변동성’이라는 상점주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 요소를 없애게 될 것입니다.  

• 상점주들은  Xank의 인스턴트 페이 기능을 이용하면 초 단위로 결제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블록 체인과 달리 블록 확인에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12

Xank 프로토콜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가격 안정성이 확

보되면 이러한 안정성이 필요한 시장에서 Xank가 활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새로운 기능을 통해 Xank 네트워크는 가

격 변동성의 제어가 필요한 곳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영역 들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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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NK가 필요한 곳

Xank 프로토콜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가격 안정성이 확

보되면 이러한 안정성이 필요한 시장에서 Xank가 활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새로운 기능을 통해 Xank 네트워크는 가

격 변동성의 제어가 필요한 곳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영역 들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업 목적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 활동

암호화폐 거래소 (CRYPTOCURRENCY EXCHANGES)
• Xank를 통해 교환소는 Stable Pay를 사용하여 Xank 코인에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금액을 보유함으로써 법정화폐에 보유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없앨 수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순수하게 암호화폐 만을 취급하면서 그들의 회계, 예금, 입금 및 출금 
과정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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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NK가 필요한 곳

Xank 프로토콜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가격 안정성이 확

보되면 이러한 안정성이 필요한 시장에서 Xank가 활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새로운 기능을 통해 Xank 네트워크는 가

격 변동성의 제어가 필요한 곳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영역 들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업 목적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 활동

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 활동 (BUSINESSES AND START-UP FUNDING)
• Xank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더 광범위한 경제 분야를 지원하게 되면 Xank의 가치는 

경제 메커니즘의 안정화에 따라 함께 증가하게 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에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될 것입니다.  

• 특히 빈곤, 폐기물 및 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려는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 및 신생 
기업들과, 개인 또는 공동체를 위해 시장에 대한 불평등을 근절하거나, 지구 및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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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NK가 필요한 곳

Xank 프로토콜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가격 안정성이 확

보되면 이러한 안정성이 필요한 시장에서 Xank가 활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새로운 기능을 통해 Xank 네트워크는 가

격 변동성의 제어가 필요한 곳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영역 들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역 사회, 행동 철학, 
행동주의 개인 목적

지역 사회, 행동 철학, 행동주의 (COMMUNITIES, CAUSES, AND ACTIVISM)
• Xank 철학에 부합되는 모든 의로운 행위에 기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정부 

지원이 부족한 지역 사회, 조직 및 행동 주의자 들은 인간 상호 작용을 개선하고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파악하여 자금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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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NK가 필요한 곳

Xank 프로토콜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가격 안정성이 확

보되면 이러한 안정성이 필요한 시장에서 Xank가 활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새로운 기능을 통해 Xank 네트워크는 가

격 변동성의 제어가 필요한 곳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영역 들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역 사회, 행동 철학, 
행동주의 개인 목적

개인 목적 (INDIVIDUALS)
• Xank 네트워크는 개인에게 이전 암호화폐와 대비하여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Xank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보유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반 Xank 거래 
또는 Stable Pay 거래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험적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Xank 코인을 수요와 공급의 시장 세력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을 예측하며 트레이딩 거래를 하면 됩니다. 송금, 구매, 특정 계약 의무, 
신용 대출 및 급여와 같이 안정된 금액을 요구하는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은 Stable 
Pay 거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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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MMARY

맺음말

Xank 네트워크는 혁신적인 기능을 구현
하여 가격 변동성, 트랜잭션 지연 및 개인 
정보 노출과 같이 암호화폐를 역사적으
로 괴롭혀온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암호화폐가 가져다줄 수 
있는 긍정적 인 영향을 탐구하고 이를 극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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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nk 네트워크는 혁신적인 기능을 구현하여 가격 변동성, 트랜잭션 지연 및 개인 정보 노출과 같이 암

호화폐를 역사적으로 괴롭혀온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암호화폐가 가져다줄 수 있는 

긍정적 인 영향을 탐구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페이 (Stable Pay), 인스턴트 페이 (Instant Pay), 프라이빗 페이 (Private Pay)와 같은 기능을 

통해 Xank 사용자는 자신의 자산과 지출 방법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 지배구조, 자체 자금 금고 (Treasury) 및 기금 (Reserve) 메커니즘과 같은 프로토콜 기능을 사

용하여 Xank 철학에 부합하는 발전적 제안에 자금을 투입하고 인류와 지구를 향한 긴급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계획을 지원할 것입니다. Xank 네트워크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고 필요한 규모로 발전하면 

현재 정부, 기관 및 기업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의 핵심적 차이점은 

네트워크 관리가 분산화 되어 있고, 능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거대한 기득권 세력에 의해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Xank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Xank.io를 방문하면 백서 및 블로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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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소
Harju maakond
Tallinn, Kesklinna linnaosa
Ahtri tn 12, 10151 Est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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