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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A STORY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1.Introduction (개요)

전세계는 여러 가지 공통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관심사를 불러오는

것은 현대인의 “건강”입니다. 현대인류는 급속도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질병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전세계 건강식품 시장은 매년 5-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2016년 기준으로 약1,212억 달러이 사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뇨병은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습

니다. 국내 경우에도 2016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 환자 수는 약 501만 명으로

7명 중 한 명(14.4%)이 당뇨병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VANA Platform은 투자 수익을 위한 VNC 코인 외에도 스테이블 코인인 VXP를 발행

하여VANA Platform 내의 모든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VANA Platform은 생태계 내의 이용자 누구나 당뇨병 치료 특허물질인 바나듐을 기반으

로 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VNC 코인을 통해 투자를 할 수 있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이용자에게 안전한 투자 환경과 환전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플랫폼

내의 기축통화인 스테이블 코인인 VXP으로 언제든 실시간 전환 및 송금 등이 가능하도

록 하였습니다.

LINK LEADER는 이러한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당

뇨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주는 특허 물질인 바나듐

(VANAdium)에 주목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혈당강하쌀과

바나수(물), 바나빈(커피) 등의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개

발에 참여하고 있는 힐링스토리㈜와 전략적 업무를 협약

하였습니다. VANA Platform은 VANA Mall과 VXP 결제

System으로 구축이 되어져 있으며 당사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 유통과정에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

의 분배와 창출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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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VXP전용 쇼핑몰인 VANA mall에서 신용카드 및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결제와 동시에 플랫폼 내 기축통화인 VXP로 자동 전환되어 이용자의

지갑에 투명한 구매이력과 함께 안전하게 잔액이 보관됩니다. 남은 잔액은 언제든지 스

테이블 코인(VXP)에서 수익형 VNC 코인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를 상품개발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VANA Platform은 웰빙과 편리한 결재의 결합으로 이상적인 서비스를 만들어갑니다. 이

러한 이용자 중심 블록체인 기반의 Crypto economy로 이용자 누구에게나 투명한 상거

래 이용은 물론 제품 제조와 유통 서비스로 이어지는 Value Chain 개발에 투자하여 수익

을 창출하고 안정적 코인거래 환경까지 제공합니다.

VXPV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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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수익창출, 코인 안전성의 이상적인

선순환구조

VANA Platform의 비전은 쇼핑몰이 아닙니다. 생태계 내의 모든 이용자과 함께 수익을

나누고 성장하는 이상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VANA mall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상품의 구매를 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당뇨병 치료 특허물질인 바나듐을 기반으로 한 당사의 제품 연구.개발에

VNC 코인을 통해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리와 투자

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플랫폼 내 기축통화인 VXP로 언제든 전환이 가능하게 함

으로써 VANA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한 코인거래를 최우선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 모든 기회는 누구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VANA Platform의 이용자가

된다면 생태계 내의 모든 서비스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과 서비스

는 모기업인 LINK LEADER를 통해 베트남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및 가맹국가에서도 동

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

ON/ OFFLINE

자체쇼핑몰은 물론 대형 유
통체인 (백화점/ 식품회사 /
글로벌 쇼핑몰)과의 제휴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바나의 제품을 만날 수 있습
니다.

R&D

인정받은 기술과 품질 그리
고 검증된 효능으로 당뇨환
자는 물론 웰빙을 추구하는
누가나가 VNC코인의 소비자
와 사용자가 됩니다.

HYBRID BLOCKCHAIN

세계 어디서나 다양한 방식
으로 결재가 가능하도록 자
유로운 구매와 교환을 지원
하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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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수익창출, 코인 안전성의 이상적인

선순환구조

VANA Platform 의 가장 큰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사의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많은 제품과 블록체인을 기반

의 코인 생태계가 결합함으로써 생태계 내의 이용자들과 함께 개발하고 함께 수익을 창

출하고 나누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VANA Platform 은 생태계 내 이용자들과 더 많은 수익을 나누기 위하여 자

체 쇼핑몰인 VANA mall을 통한 유통 뿐 아니라 국내외 대형유통채널(백화점, 식품회사,

글로벌 쇼핑몰, 대형마트 등)들과의 온.오프라인 제휴를 통해 전세계 어디서든지 당사의

제품들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생태계 내 이용자로부터 투자된

VNC 코인을 활용하여 더욱 차별화된 제품을 연구.개발하는데 사용하여 투자자에게 더

많은 혜택과 수익을 분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VANA Platform 이용자들에게는 전세계 어디서든지 어떤 결제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VANA mall의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VXP 결제 System을

제공합니다. 본 시스템은 신용카드 뿐 아니라 현금, 코인, 쿠폰 등의 결제 및 교환되도록

하여 이용자 만족도 100%의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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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 시장규모”

당뇨병(Diabetes mellitus)이란? 포도당은 우리 몸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혈액 속의 포

도당 농도를 “혈당”이라고 하는데, 혈당은 췌장(이자)에

서 생산되는 인슐린(Insulin)과 글루카곤(Glucagon)이라

는 두 가지 물질에 의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당

뇨병은 신체 내에서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의 분비

및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된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대

사성 질환입니다.

3-1 당뇨 관리 시장현황

WHO(세계보건기구)는 2030년 세계인구 사망원인으로 허혈성 심질환(1위), 뇌졸증(2위),

만성폐쇄성폐질환(3위), 하기도 감염(4위) 그리고 다음으로 당뇨병을 5번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망원인 8위였던 당뇨병은 2030년에는 3단계나 올라간 5위로 예상하

며 전체 사망인구 중 3.5%가 당뇨병으로 사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3년 전세계 당뇨병 환자수는 3억6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40년에는 6

억4200만 명까지 급격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당뇨병은 비만 인구 중

적게는 10% 많게는 50%가 당뇨병 환자이며 그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미국과 유럽에 많던 당뇨병 환자는 식생활과 환경 변화 등으로 인도, 중국과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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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당뇨병 관리 시장현황

최근 당뇨병 치료제는 단순하게 효과적인 혈당강화 효과만으로는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

기에는 부족합니다. 당뇨환자들은 다른 장기기관에서 발생되는 합병증(심혈관, 지방간, 안

구질환 등)이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만큼 당뇨병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충족하면서 타 장기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발병률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치료제가 기대되고 있습

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치료제로만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아

닙니다. 이로 인하여 당뇨병 관리 시장의 규모는 타 질병

에 비하여 큰 시장과 함께 계속해서 급격한 성장을 이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뇨병 관리 분야는 웰니스 분야,

진단분야, 모니터링 분야, 치료 분야로 분류되며 2016년

기준으로 치료분야가 전체의 약 72.2%로 가장 높은 점

유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계 당뇨병 관리시장은 2016년 801억 5,000만 달러

에서 연평균 성장률 12.4%의 급성장으로 2022년에는

1,616억 9,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세계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2016년 486억 3,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55%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699억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비인

슐린 당뇨병 치료 시장은 2017년 236억4,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1.37%로 증가

하여, 2022년에는 405억1,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당뇨병의 유병률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 환자 수는 약 501만명으로 7명 중 한명(14.4%)이 당뇨병을 가

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성인에서는 10명 중 3명이 당뇨병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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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당뇨병 관리 시장현황

최근에는 3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도 당뇨병 증세가 나타나며 30대에도 23만명의 당뇨

병 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더욱이 공복혈당만을 진단에 사용할 경우 당뇨

병 유병률은 13.0%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국내 당뇨병 치료제 처방액은 8,079억원이며 2018년 현재 당뇨병 치료 전

체 시장규모는 약1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대비 약8.0%가 성장한 규모

입니다.

전체 남자 여자

30세 이상
(당화혈색소 포함)

30세 이상
(공복혈당기준)

65세 이상
(당화혈색소 포함)

14.4%

13.0%

29.8%

15.8%

14.2%

29.8% 29.8%

11.8%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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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당뇨병 관리 시장현황

전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매년 5-7%의 꾸준한 성장세

를 이어가며 2016년 기준 약1,212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

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인구고령화 추세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지속 증대되면서 건강기능식

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습관의 변화 및 지속되는 인구고령화 추세와 각종 성인

병의 유병 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

로 세계 건강기능식품 산업 성장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망에 따르면 향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20년에

는 연간 매출액기 1,5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

는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6.1%의 성장

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역시 온라인 유통채널의 빠른 성장과 함께 연평균 9.7% 성장하

며 2018년 기준 4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3조5,000억원 대비

약20%의 큰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는 전체 시장의 약35.9%를 차지하며 기존 건강

기능식품의 주유 유통 채널이었던 대형할인점(15.5%)나 무점포판매(12.5%)를 크게 앞지

르며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건강기능식

품의 구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구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건강기능식품
전체시장

약 35.9%

대형할인점

약 15.5%
무점포판매

약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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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건강식품 유통의 문제점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하여

GMP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까다로운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

약처의 인증이 결코 건강식품 유통의 안전성까지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몇 년전 “가짜 백수오” 사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

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식품관련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위 노인대상의 “떳다방” 등에서 가격이나 경품제공 불

가의 이유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은 배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끼워팔기, 과도한 경품제

공 등으로 시장이 매우 혼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건강기능식품은 다

단계 또는 방문판매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식품의 실제 기능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판

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목적을 보면 전체 응답자중 77%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이라고 답하였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의 개선과 치료를 위한 목적이 8%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목적은 바로 건강한 삶을 위

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이유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거래가 크게 확산되면서 구매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속적

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허위 광고이며 그 뒤를 이어 판매자의 신뢰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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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안전한 유통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Commerce 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E-Commerce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이버 보안 측면에

서만 활용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VANA Platform 내의 VANA mall은 블록체인 기술과 이

용자 페르소나, 쇼핑 데이터를 융합하여 과거에는 없었던 혁신적인 수준의 보안과 다양

한 부가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조작이 불가능한 탈 중앙화 된 방식의 데이터를 생태계 내 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VANA Wallet에 저장하고 생태계 내의 모든 거래를 안전하게 제공하여 신

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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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안전한 유통 플랫폼 구축

바나 재단의 판매량과 수익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바나 제품 향상과 서비스 확장에 재투

자되며, 동시에 고객 품질과 투자자의 수익성을 위해 순환됩니다. 바나의 가능성을 믿고

동참해 주신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Coin
Investor

Market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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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안전한 유통 플랫폼 구축

바나듐(Vanadium)은 1801년에 스페인 태생의 멕시코 광물학자 델리오(Andres M.del)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후 1830년에 스웨덴 화학자 세프스트룀(Nils G. Sefstrom)이

강철의 부서짐 성질을 연구하던 중 스웨덴산 철광석에서 재발견하였습니다.

바나듐은 주로 우유, 메밀, 두부, 정어리, 고등어, 미역,

달걀 등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으며 콜레스테롤의 합

성을 억제하는 효과 뿐 아니라 당질대사에 관여하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여 동맥경화의

예방과 뼈와 연골 및 치아의 형성의 필수 성분입니다.

특히, 인슐린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뇨병에 탁

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나듐이 고강도 합금과 화학산업 촉매제에

사용되며 리튬이온전지를 대체할 에너지 저장장치 원

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약물 또는 주사요법을 통해 주기적으로 인슐린을 주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바나듐은 다양한 식품과 결합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누구나 쉽고 편

리하게 생활 속에서 당뇨병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나재단은 바나듐을 식품에 결합하는 자체 특허 기

술력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손쉽게 바나듐을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발명은 고농도의 바나듐이 함유된 작물의 재배방

법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바나듐이 포함된 광물

을 가공하여 바나듐을 분리 정제하는 단계: 상기 바나

듐을 액비화 또는 퇴비화하여 바나듐 비료를 제조하

는 단계: 및 상기 바나듐 비료를 작물에 시비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바나듐이 함유된 작물의 재배방법에

있어서, 고농도의 바나듐이 함유된 작물의 재배방법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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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바나듐(Vanadium) 제품소개

혈당강하쌀(바나미)는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며 지질대사와 혈당을 저하시켜줄 뿐

아니라 심혈기관기능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인슐린 대체기능으로 당뇨병

및 조혈기능을 개선하며 뼈와 연골, 치아의 형성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세포대사의 필

수 성분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러한 효능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형백화점 및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예상치에

2배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였으며 기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혈당강하쌀(바나미)는 다음과 같은 입증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며 지질대사와 혈당을 저하시킵니다.

2. 피부와 모발을 매끄럽고 윤기 나게 합니다.

3. 심혈기관기능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4. 인슐린 대체기능으로 당뇨병 및 조혈기능을 개선합니다.

5. 타우린이 풍부하여 노화방지기능을 가지며 내장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6. 뼈와 연골, 치아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세포대사의 필수성분입니다.

7. 성장에 필수성분이며 특히 남성생식에 필수적으로 관여합니다.

미래 건강을 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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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바나듐(Vanadium) 제품소개

[제품1]
바나듐을 첨가해 다시 태어난 물: 
바나수

[제품2]
바나듐을 첨가해 다시 태어난 커피: 
바나빈

약물 혹은 주사요법을 통해 주기적으로 주
입해야 하는 인슐린을 매일 마시는 물로
해결하는 당뇨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바나
수

엄선된 원두에 현대인에게 유익한 성분과
바나듐이 함유된 기능성 커피로 국내 커피
시장을 선도할 예정인 바나빈

6-2 비즈니스 모델

VANA Platform 은 바나듐을 기반으로 개발된 다양한 당사의 자체 개발 제품들을 유통하

고 플랫폼 내에서 P2P 거래를 통해 투자에 대한 수익을 이용자들과 분배하기 위한 코인

입니다.

VANA mall을 통해 이용자라면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VXP 결제 System을 통해 제품

을 구매하고 이를 투자수익을 위한 VNC Coin과 플랫폼 내의 기축통화인 VXP(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안정적이며 신속한 결제 와 환전, 송금을 지원하도록 생태계를 구축하였습

니다.

6. 비즈니스 모델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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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비즈니스 모델

VNC VXP

제품개발에 투자하여 코인 보유자
(투자자)에게 보상하기 위함 목적의 코인

플랫폼 내의 원화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는
코인으로 안정적이며, 신속한 결제 및

환전, 송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변동성 코인으로 투자자의 가치를
추구하는 특징을 가진 코인

바나수를 제조. 유통하는 바나재단의
수익의 일정부분 VNC코인을

소각하여 코인의 가치를 높이도록 함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코인

일일 거래량의 일정량을 은행을 통해
예치(Deposit)하고 담보를 제공하여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보장함

이처럼 VANA Platform 은 철저하게 이용자 중심

의 탈 중앙화를 이룬 생태계로 구축되었습니다.

특히, 이용자 중심의 설계 중에서도 타 블록체인

생태계보다 더욱 안전한 코인 거래 플랫폼을 제공

하기 위하여 투자가치 제공을 위한 VNC코인과 거

래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VXP를 이용자 모두

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태계 내의 모든 이용자는 수

익창출과 안정된

코인거래라는 두가지 이익실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VANA Platform은 블록체인 기반의 탈 중앙화된 VANA 쇼핑몰을 구축함으로써 일

반 전자상거래의 불편함으로 작용하는 은행 및 결제수단 등으로부터 전세계 어디서나 자

유롭게 제품을 구매와 코인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6. 비즈니스 모델 (Business Model)

Coin / Cash / Card / Coupon



VANA STORY

181818

6-2 비즈니스 모델

VANA Platform 을 이와 같은 목표실천을 위해 7가지의 핵심가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1. 누구나 자유롭게 VANA Platform 의 구성원(이용자)으로 참여 가능

2. 전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이용자 혜택 이용 가능

3. 투명성 & 신뢰성이 확보된 상품 거래 시스템(환경) 제공

4. VNC코인과 스테이블 코인(VXP)를 이용한 수익창출과 안정성 확보

5. 전세계 어디서나 생태계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 공급

6.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든 거래 데이터의 투명성 보장

7. 생태계 내의 참여자 및 기여자의 이익의 극대화

VNC코인을 통해 제품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이용자(투자자)는 거래소를 통하여 코인

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VXP 결제 System의 지갑을

이용한 P2P(장외)거래를 통해 코인을 직접 거래(판매)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보유 코인을 카드 또는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6. 비즈니스 모델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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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비즈니스 모델

이러한 이용자 중심 서비스는 바나재단을 통해 국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해외의 경우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의 바나재단의 해외 지사를 통해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 및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구매 수익의 일부(20% 내외)를 소각

플랜을 통해 투자자에게 환원하고, 매년 30% 내외의 수익을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6. 비즈니스 모델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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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VNC

구 분 내 용

코인명 VANA Coin

티커 VNC

프로토콜 ERC 20

발행량 1,000,000,000 (십억개)

7. VNC (Vana Cion)

미래 건강을 위한 투자,

VNC(VaNa Coin)의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나코인의 티커(약자)는 VNC이며, 8월부터 공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책에 따

라 일부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VNC코인은 바나 브랜드 제품의 개발과 마케팅을 위해 재투자됩니다. 바나 브랜드는 기

존에 출시된 바나수, 바나미, 바나커피 외에도 각종 딸기,토마토,보리, 브로컬리, 양배추

등 각종 슈퍼푸드와 식품에 적용됩니다.

VNC 공식 홈페이지

http://www.vnctoken.com/

바나 쇼핑몰

http://vanamall.net 예정

바나텔레그램 및 카카오 채널

홈페이지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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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수익모델

VNC코인은 바나 브랜드의 수익모델 구현을 반영합니다. 바나스토리를 운영하고 VNC코

인의 관리 주체인 바나재단(LINK LEADER)는 대한민국 베트남 등에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유통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 예정입니다. 또한 제휴사의 유통망을 통해 오프라인

샵, 백화점, 타 온라인 쇼핑몰, 마트 등으로 유통망을 늘려갈 것입니다.

VNC코인은 바나브랜드의 성장과 함께 커나갈 것입니다. VNC코인은 바나 쇼핑몰 및 제

휴사에서 구매를 위해 사용되는 VXP와 바나지갑을 통해 환전되며, 역시 바나 플랫폼 내

에서 결제, 송금, 환전이 지원됩니다.

Sale

25%

Distribution

21%

Company

29%

기관투자

25%

Allocation

Sale Distribution Company 기관투자

구 분 Sale
Team 

Distribution
Company 기관투자 SUM

비율 25% 21% 29% 25% 100%

개수 2.5억개 2.1억개 2.9억개 2.5억 10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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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소각플랜

수익모델을 통해 늘어난 매출은 VNC코인에 반영됩니다. 바나재단의 수익은 VNC코인을

시중가로 구매하여, 소각을 위해 사용하며, 기타 내부 유보된 수익과 코인으로 유동량과

코인가격에 균형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추가 소각이 진행될 경우, 소각 후 6시간 내에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입니다.

사전 공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VNC코인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인 VXP와 실시간 거래 연동되어 세계 어디서나 사용 및

환전이 가능합니다. 바나 결제 솔루션은 신속하게 4C(card/coupon/cash/coin)과 교환되

어 어떤 방식의 결제에도 장애 없이 호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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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VXP Payment System

VNC코인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인 VXP와 실시간 거래 연동되어 세계 어디서나 사용 및 환전이 가

능합니다. VXP 결제 솔루션은 신속하게 4C(card/coupon/cash/coin)과 교환되어 어떤 방식의 결제

에도 장애 없이 호환됩니다.

구매, 수익창출, 코인 안전성의 이상적인

선순환구조

바나 플랫폼의 사용자는 결제 수단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나 서비스가 추구하는 4C 결제

서비스입니다. 카드와 현금은 물론 다양한 코인들이 교환되고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지갑은 VNC코인과 스테이블 코인(VXP)에 어떤 제약 없는 자유로운 사용을 지원합니다.

바나(VXP) 결재 시스템

쇼핑몰 P2P거래 거래소

(국내/해외)

상품 현금 & 쿠폰

(KRW/USD/CNH)

코인

Card / Cash / Coupon 및

VXP 외 각종 Coin

암호화페의 대중화 금융/유통 등
생활플랫폼 이식

국제간/개인간
혁식적 거래수단으로

실물경제에 기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로의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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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Roadmap 

2018

2QVANA 브랜드 및 상표 개발

프로젝트 팀 구성

2019

1Q 사업 기획

유통 및 생산 파트너 선정

2Q VNC 블록체인 프로토콜 선정

VANA 시제품 개발 완료

3Q VNC백서 / 홈페이지 공개

LINK LEADER 법인 설립

4Q 글로벌 거래소 상장

242424



END

본 백서는 VNC 및 VXP 결제 System의 비즈니스와 Token Economy 

전반에 대한 내용과 진행사항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투자를 권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오직 바른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백서의 내용으로 인한 투자 등으로 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채무 등

기타 재무적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

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백서에 작성된 내용은 현재 시점(작성 기준일)에서의 판단에 따른 정보일

뿐, 본 백서는 프로젝트 팀이 개정, 수정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본 백서와 관련에 포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진술 및 보장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백서는 VNC 프로

젝트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전 동의 없이 본 백서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제3자에게 배포, 복제, 전달 그리고 출판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VNC PROJECT 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