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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모나코(MCO)이란? 

2016년에 설립된 모나코는 모든 사람들이 암호화폐 지갑을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편리하고 윤택하게 설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모나코의 가장 큰 핵심 서비스는 비자카드와 월렛 

앱의 통합이며, 실물경제에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7년 10월에 모나코의 카드 프로그램이 비자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올 3월에는 앱을 출시했다. 2분기 내

에 앱 업그레이드 및 카드 배포를 예정하고 있다. 

* MonaCoin(MONA) : 2013년 일본에서 개발되어 나온 암호화폐로 모나코(MCO)와 이름이 유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스펙 

1) 기본정보 

암호화폐명 MONACO (모나코, MCO) 

최초발행일 2017.06.26 

홈페이지 https://mona.co/ 

 

2) 시장정보 

총발행량 31,587,682 MCO 

시장유통량 13,205,542 MCO 

시가총액 $114,610,901 (약 1,224억) 

거래량(24h) $15,163,400 (약 162억) 

거래가격 $8.68 (약 9,272원) 

주요거래소 Binance, Bit-Z, Huobi, Bittrex 등 

* 2018.04.18 코인마켓캡 기준 

 

2. 주요 팀 멤버 및 재단 소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멤버들로 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소셜 미디어 및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특히 Bitcointalk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CEO인 크리스 마자렉이 레딧(reddit)을 통해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를 가졌다. 

  



 

3. Monaco 서비스 특징 

 Monaco Card 

모나코 카드는 선불카드의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 

· 완벽하게 은행간 환율을 보장하면서 해외에 송금이 가능하고, 결제 건 별 최대 2%의 캐시백을 보상 

·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 

 

 

 Monaco Wallet App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자인 된 지갑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 

· 암호화폐 보내기/받기, 매수/매도, 가격 모니터링 및 알림 기능, 블록체인 교육 등 

· 앱을 활용하여 실물카드와 같이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 

· 환전(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출금 및 카드 업그레이드 등 

· 자동 암호화폐 투자, 암호화폐 신용담보 서비스 예정 

 

 

  



 

4. 기술적 특징 

모나코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특이사항은 없음 

 

5. 로드맵 (Road Map 2018) 

 

 

6. 종합검토의견 

이미 예전부터 전통적인 지불수단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시도는 많이 존재하였으나 기술적인 성숙도, 마켓에

서의 활용방안 등이 다소 미흡하여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암호화폐시장의 성장으로 암호화폐

가 주요 결제 수단으로 급 부상 중에 있으며, 모나코와 같은 유사한 프로젝트 등이 시도되고 있다. 

모나코는 실물경제에서 암호화폐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모바일 앱과 비자카드를 통합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2017년 6월 ICO이후, 10월 Visa로부터 승인 받은 카드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으나, 최근 3월에 Wallet App 출시 및 클로즈드 베타 프로그램(Closed Beta Program) 가동, 

이더리움 기업연합 가입 등을 시작으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2분기 카드 배포를 목표로 노력 중에 있

다. 하지만 아직까지 토큰보유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이 공식 발표된 바 없다는 점은 앞으로 모나코가 고민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아직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카드 결제시장을 누구도 선점했다고 보기 어렵다. 시장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활용될 

수 있는지,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및 서비스가 잘 갖춰졌는지 등이 향후 성공 여부를 가져올 것이며, 이런 

경쟁속에서 모나코가 보여줄 변화에 주목해 볼만 하다. 

 

본 검토의견보고서는 해당 암호화폐 재단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공식 홈페이지, 백서 및 주요 관련 사이트 

(Github, Slack 등)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빗썸 상장심사기준 

 

* 상장이란?  

빗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암호화폐가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암호화폐 상장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검토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유동성 유지와 시장의 공정한 가격이 형성을 위하여 일정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장절차 ] 

암호화폐 상장심의 요청 

(리서치 주관 부서) 
>>> 

임호화폐 심의·검토 

(상장심의위원회) 
>>> 거래소 상장 

 

 

* 상장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심사기준은, 

1. 비즈니스 영속성 

- 프로젝트(컨셉) 지속 가능성, 경쟁력, 안정적인 비즈니스, 수익구조, 장기적인 로드맵 등 

2. 기술적 기반과 확장성 

- 알고리즘 및 차별성, 기술의 적합성 및 확장성, 보안성, 완성도, 개발진의 신뢰도, 실현가능성 등 

3. 시장성 

- 시장수요, 마켓쉐어, 인지도(커뮤니티) 등 

 

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장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장심사지침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의사항 

· 암호화폐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유념하시어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십시오. 

- 암호화폐는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규제나 시장환경변화에 따라 암호화폐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시고, 신중한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 본 자료는 현재 시점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본 자료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기초한 투자결정과 투자결과에 관하여 당사가 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