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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코르 (BNT) 란?
뱅코르는 블록체인 은행 프로젝트로, BNT(Bancor Network Token)라는 자체 토큰을 기축통화
로하여 다양한 ERC20 토큰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뱅코르는 ERC20 토큰마다
예치금으로 일정량을 저장해 두는 리저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저브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장된 코인의 가격의 변동을 줄여주면서 유동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자체 개발한
공식에 의해 고정 환율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P2P 거래가 아닌 BNT 토큰과 다른 토큰과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진행되는 거래이므로 주문 즉시 체결이 되며, 리저브가 있기 때문에 거
래량이 적어도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특징
• 뱅코르는 에이얄 허트조그(Eyal Hertzog)가 2017년 설립한 이스라엘 프로젝트입니다. 뱅코
르는 분산형 유동성 시장을 제공하는데, 이는 DEX(탈중앙화 거래소)와 유사하게 기능합
니다. 뱅코르 에서는 사용자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암호화폐 간에 자금을 전환할 수 있습
니다. 뱅코르 프로토콜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동의한다면 이더리움과 ERC20 사이의
상호 이전을 허용합니다. BNT는 뱅코르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ERC20 토큰입니다.
• 뱅코르 프로토콜은 다수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 유동성 매커니즘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입니다. 뱅코르 프로토콜에 따라 사용자들은 자신의 토큰을
리저브로 잠그고 그에 상응하는 스마트 토큰(예: BNT)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자
간 토큰 교환을 쉽고 빠르게 만듭니다. 뱅코르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
반의 토큰들의 자동 가격 결정이 가능하게 하고, 또한 자율적인 유동성 공급 메커니즘을
가능케 합니다.
• BNT는 뱅코르 시스템의 첫번째 스마트 토큰이며, ETH를 리저브로 가집니다. 다른 스마트
토큰들은 BNT를 리저브로 하여 BNT 네트워크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BNT 네트워크의 스
마트 토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BNT 토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리저브로 설
정돼 있는 토큰들의 가치 상승을 이끕니다. 이러한 스마트 토큰은 다른 토큰의 Balance와
연동된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를 가지므로, 사용자는 스마트 토큰의 계약 기능을 활용하
면 계속해서 갱신되는 가격으로 연결된 토큰을 즉시 구입하거나 청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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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펙
1) 기본정보

2) 시장정보

암호화폐명

Bancor
(뱅코르, BNT)

최초발행일

2017-02-13

소재지

스위스

합의알고리즘

PoC

75,022,383 BNT

시장유통량

64,296,896 BNT

시가총액
거래량(24h)

$38,774,076 ≈ 439억원
$2,016,512 ≈ 22억원

수직 산업 응용

거래가격(USD)

$0.603047

https://about.bancor.network/

거래가격(BTC)

0.00015004 BTC

분류
홈페이지

총발행량

▷ 2019-03-25 Coinmarketcap 기준

개발 활동
1) 프로젝트 기본정보 (Github)

watch
68

star
535

워치(watch) 란? 프로젝트의 업데이트를 체크하고 있는 개발자 수.
스타(star) 란? 프로젝트를 즐겨찾기한 개발자 수.
포크(fork) 란? 해당 프로젝트 소스코드를 자신의 저장소에 저장한 개발자 수.

커밋(Commit) 이란? 프로젝트의 내용을 수정(업데이트)한 기록.
컨트리뷰터(Contributors) 란?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수.

2) 기간별 컨트리뷰터 커밋 수 (Github)

※ 프로젝트의 목적 및 산업에 따라 Github 기준 개발 활동량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fork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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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1) 퍼포먼스 데이터
암호화폐 연혁

21개월

지난 30일 변동성

30.62%

지난 7일 변동성

14.79%

역대 최고가 (USD)

$10.35

USD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역대 최고가 (BTC)

-94.17%
0.00131073 satoshi

BTC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88.59%

누적 수익률

-95.57%

상승 월 비중

25.00%

일 최대 하락률

-20.84%

일 최대 성장률

+21.45%

월 최대 성장률

+89.04%
▷2019-03-25 CoinCheckup 기준

2) 가격 변동 추이

▷2019-03-25 Coinmarketcap 기준

3) 평가 점수 (FCAS)

▷ 2019-06-03 Coinmarketca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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