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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Tok 
SNS &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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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반의 SNS와디지털자산과법정화폐결제가가능한 BANANA PAY 
더이상미래의서비스가아닙니다.

사업배경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현금이 카드에 밀려 사라지는 것에 놀라워했던 우리는 이젠

더욱 빠른 속도로 돈, 카드 그 이상의 것들까지 빨아들이는 모바일 시대에 살아가고 있

습니다.

이러한 블랙홀 같은 모바일은 결국 대화, 마주 보기조차 필요하지 않는 Smart Pay를 실

현하였고 더 이상의 미래과제가 아닌 당면 과제에 처한 블록체인까지 불러들여 더욱 진

화된 블록체인 SNS&PAY를 선보입니다. 

블록체인계의 위챗으로 불리며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1,000만 유저를 확보한 중국

‘Biyong’과 전세계 500개 이상의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홍콩기반의 F&B 전문기업

Zooholdings 그룹이 만나 서로의 장점들을 결합한 ‘Bananatok’ 으로 이제 국경을

초월하는 블록체인 SNS&PAY 서비스를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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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홀딩스그룹과 중국‘Biyong’

홍콩 기반의 F&B 전문기업인 주홀딩스그룹의 특이한 행보는 사실 3년 전 중국 주커

피 매장의 무선주문서비스를 위해 만들어 놓은 'Cafeunion'(카페유니온, 스마트오더에

특화된 PAY)에서 부터였습니다. 당시 중국내 300개가 넘는 직영/가맹점의 효과적인 관

리를 위해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이후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블록체인기술도

입의 필요성을 느껴 1,000만 유져를 거느린 블록체인 전문기업 ‘Biyong‘(블록체인에 특

화된 SNS)과의 합작을 통해 페이기능을 더한 2세대 SNS&PAY ‘바나나톡'을 함께 출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텔레그램기반의 '삐용'은 중국내 접속 불가한 텔레그램의 사용을 해외기반 서버를 이용

하여 유져수를 빠른속도로 증가시켰고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의 관심사인 블록체인

에 특화된 서비스 홍바오 송금, 홍바오 에어드랍, 프로젝트 시세표기, 프로젝트 커뮤니

티 등의 유효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2년만에 1,000만 유져를 돌파해 블록체인계의 위쳇

으로 불리며 중국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블록체인에특화된 SNS= BananaTok

BiYong

Zoo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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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Tok” 동기

저희 입장에서 바나나톡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경력과 경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

합니다.

주홀딩스그룹은 한국에서부터 외식업으로 사업을 시작해 2002년도 스피드박스라는 브

랜드로

편의점과 음식점 20호점 오픈, 2007년도에는 카페 사업을 시작해 세븐몽키스 30호점,

주커피 100호점, 2012년부턴 홍콩으로 기반을 옮겨 중국 주커피 200호점 이상 그 외

타이거,

몽키스 등 글로벌 누적 매장수 500호점 이상을 달성, 15년간 전문적인 외식업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적인 외식업의 환경 속에서도 저희는 특이하게 소셜 미디어와 IT 사업

분야에

관심이 많아 한국에서는 꾀나 유명한 미디어 회사를 설립하였고 중국에 와서

는 Thunder man(Quick delivery), Café union(Wireless café order), 

Super Cart(Online supermmarket), Luxewater(Online water platform) 등의

모바일에 특화된 플랫폼을 꾸준하게 런칭 해 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배경이 고객과 거리를 좁히며 실생활 속에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불러일으켜 바나나톡이라는 시대적 니즈에 적합한 솔루션을 발

견하게

해준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비지니스경험을통해배운효율화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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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A(Banana)” 토큰과브랜딩

브랜딩

아무리 유용한 기술이라도 실생활까지 활용되기가 오래 걸린다는 점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 사람들에게 친근감 있고 외우기 쉽게 “BNA_Banana”라는 이름을 착안하였습니다

, 바나나페이를 사용하면 BNA(바나나)가 채굴되어지는데 이는 식사후의 후식 같은 덤

으로서 바나나의 달콤함이라는 가치를 더해 일상 생활의 예상치 못한 즐거움으로 다가

간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1. 바나나페이

2. BNA 채굴

3. 현금화

바나나페이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노동력 절감에 대한 BNA 보상

주요 거래소를 통한 자유로운 현

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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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stic Overview

BNA 프로토콜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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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Tok Road Map

BNA 프로토콜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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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Pay Road Map

BNA 프로토콜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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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 EX Road Map

BNA 프로토콜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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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A 비지니스 모델 & 이코노미 1

BNA 생태계

코인커뮤니티

모바일페이먼트

소셜미디어 다양한 블록체인 소식을 한눈에 접할수 있는 BNA Social 

Media

유저간 지갑 주소 없는 간편 코인 전송 기능

블록체인 경험자는 물론 일반 사용자 모두를 위한 소셜

미디어

최대 20만명을 수용할수 있는 단체 커뮤니티 기능

커뮤니티내 실시간 에어드랍 기능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공식 커뮤니티를 위한 완벽한 플

랫폼

자유로운 법정 화폐 및 암호화폐 결제(제휴 매장)

사용할수록 쌓이는 할인 혜택과 서프라이즈 기프트

점주와 소비자의 혜택에 집중한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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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A 비지니스모델& 이코노미 2

BNA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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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ananato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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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텔래그램 기반

강력한 보안

모바일 페이먼트

다채로운 미디어 채널들

즐거운 사용경험

법정화폐 및 암호화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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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Woo Hee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 한중기술거래소 기획팀, 인벡스
거래소 마케팅

Lee Nam Auk Legal Cooperator

현 랜드마크 로펌 변호사, 중국 Great Wall 로펌 선임 변호사, 한국과
중국, 아시아전역 15년 이상 전문 국제 변호사. 다수의 국제투자 M&A 
참여, 블록체인 전문변호사

Pan Keon Kim BananaEX

Fudan University 신문방송학, 주홀딩스그룹 전략기획실, 중국식
스마트오더 카페유니온 대표, 8년 이상 중화권 마케팅 업무 경력

Banana Games

Operation

Lee Sang Kyoo

dNicompany 디자인 팀장, 주홀딩스 디자인랩등 다수의 브랜드
런칭, Banana Games operation

Park Sung Jin

북경대학교 국제정치학, LG전자 DA본부 해외마케팅,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지원, 판다코리아 상하이지사장

Chief Executiv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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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y Jeon Business & Communication

Peking University 경제학, 前 BIXIN 한국시장 CMO,
前 B-TRADE 고문, 다수의 중화권 블록체인 프로젝트 경력

Kever Wuu System Developer

University of Electronic Science & Technology of China 
소프트웨어공학 석사, 중국 인민망, Sohu TV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前 중국 Tencent 그룹 IT 기술 디렉터

Ray Li Developer

Northeastern University I.T 공학, 중국 MMORPG 
완미세계(完美世界) 개발팀, 중국 Sohu TV, Tencent 그룹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Jack Zhang Product Planner

Renmin University of China 컴퓨터 공학, Qilin Game, 
Jingjie Game등 다수의 게임 개발, 중국 MMORPG 구령((九灵游戏) 
기획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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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ed by hundreds of World Wide Customers



28



29



30



31



© 2019 Zoo Holdings Limited | All right reserved.
7F BRIGHT WAY TOWER, 33 MONG KOK ROAD,
MONG KOK, HONG KONG

BNA TOKEN
White Paper 2.0

BNA 한글 백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