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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고지

본 분기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2019 년 5 월 17 일 기준입니다. 본 문서는 공식 영어 원본의
번역본이며,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식 영어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리포트는 순수하게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Aergo 토큰, 코인, 혹은 기타 서비스에 대한 판매 제의 또는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자들은 본 리포트의 내용을 재무 혹은 투자 조언으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본 리포트를 기반으로 Aergo 토큰, 코인의 구매,
판매 또는 소유의 목적이나 기타 목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됩니다.
본 리포트는 예측, 추정 또는 미래를 예견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 예견적인 발언들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수반하며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런 미래 예견적인 발언들을 과도하게
신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ergo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홍콩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Aergo Organization 은 해당
정보 또는 의견을 업데이트하거나 모든 정보 또는 의견에 대한 수정 사항을 공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리포트에 제공된 재무 정보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고 Aergo 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완결된 재무제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재무 정보는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정보가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모든 수치들은 명시되지 않는 한 미국 달러로 표기됩니다.
Aergo Organization 은 홍콩에 설립된 유한회사이며, 오픈소스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인 Aergo 를 구축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Aergo Organization 은 어 관할 법령에서든 규제 대상 행위를 진행할 수 있다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 문서나 다른 자료들이 어떤 관할 법령에서든 불법으로 사료되는 판매 제의나 유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Aergo 토큰은 Aergo 메인넷 상에서 사용되기 위해 Aergo Organization 에서 발행하도록 제안한 암호학적인 토큰을
의미합니다.
블로코는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으로 전략적 계획 수립 및 조직 투명성 의무 규정을 지원하는
고문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Aergo Organization 은 블로코의 전략 지침과 감사 규정에 의해 본 리포트를 작성했지만,
이는 재무 정보에 대한 검토나 증명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에 친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골드만 삭스에서 제공하는 훌륭한 온라인 교육 자료를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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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Software Takes Ten Years.
Get Used To it.”
Joel Spolsky, Jul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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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year reflection from the Chairman and CEO
지난 몇 개월 동안 Aergo 팀은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Aergo 가 시작된지정확히 1 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공지했던
모든 기술적, 사업적, 재무적 목표를 달성해냈다는 것을 발표할 수 있게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Aergo 이해관계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지난 1 년간의 프로젝트 리뷰를 겸하는 분기
보고서인 만큼, 최대한 세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이번 두 번째 분기 보고서는 지난 분기 동안의 주요 사항과 향후 계획 및 집중 분야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와 사업 파트너, 개발자와 잠재 고객들까지, Aergo 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해왔다고
믿습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Aergo 프로젝트와 팀, 그리고 대단한 기술력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분기에는 Aergo 프로젝트에 있어 아주 특별했습니다. Aergo 테스트넷이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고성능 메인넷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Aergo 메인넷이 준비된 것은 물론, 전략적 파트너인 블로코가 완전한 상용 제품인 Aergo 엔터프라이즈 제품군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 곧 출시될 이 제품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상용 시스템에 바로
적용되고 탑재될 수 있습니다. 블로코는 여러 시스템 통합 파트너 및 기존 고객을 Aergo 로 전환하고 있으며, Aergo
메인넷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 솔루션을 만들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블로코는 다양한 Aergo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해 Aergo 의 가능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Aergo 는 기초부터 새롭게 설계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기존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보다 훨씬 다양한 계층의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플랫폼입니다. 여타 프로젝트들과는 달리, Aergo 는 기업 고객들이 기존 IT
시스템을 새로운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동할 수 있게 만드는 실용적인 설계에 기반합니다. Aergo 는 대규모
엔터프라이즈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한 곳에 묶여놨던 데이터의 빗장을 열어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과 비즈니스 생태계를 꾸릴 수 있게 돕고자 합니다.
메인넷이 가동됨에 따라, 총 23 개 기업이 선정될 Aergo 의 첫 네트워크 참여사(Network Participants) 후보 기업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Aergo 메인넷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지금껏 봐오지 못했던
높은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블로코가 이 프로그램을 앞장서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블로코와의 파트너십을 더 긴밀하고 폭넓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블로코는 수많은 엔터프라이즈급 구축 사례를
보유한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기업인 만큼, Aergo 프로젝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따라 양사 간의 파트너십은 기존의 기술 중심에서 공동 마케팅, 세일즈, 사업 개발 활동으로 확장됩니다.
이렇게 확장된 파트너십은 이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기업 고객이자 전략적 파트너가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대 오토에버를 비롯해 많은 프로젝트가 이미 개발 중입니다. 선도 블록체인 연구팀과 긴밀히 협력해 Aergo 의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구조로, 대규모 구축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개념검증 수준의 프로젝트가 아닌, 산업 전반이나 정부 기관, 혹은 글로벌 수준의 프로그램입니다.
2018 년 첫 번째 단계인 개발 단계와 2019 년 초의 배포단계를 지나 우리는 Aergo 팀과 파트너 생태계를 모두 우리의
3 번째 단계인 “비즈니스 실행”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 다양한 IT 업체들 및
아르고 초기 고객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Aergo 의 무료/오픈소스(F/OSS) 개발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많은 분산 어플리케이션들이 Aergo 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3 단계인 비즈니스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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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는 2020 년 말까지 진행될 장기 캠페인입니다. 저는 이 캠페인을 위해 Aergo 팀이 인력, 파트너쉽, 그리고 필요한
자본금을 모두 확보하였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 기쁩니다.
상당한 자금을 확보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해결되지 않은 기술들을 가지고 원대한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및 세일즈 실행 측면에서 종종 미숙하고 인력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프로젝트들은 이런 자금을 프로젝트, 파트너쉽 및 PoC 들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보내는데 사용합니다. 이러한 발표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 없는 발표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기업에 필요한 솔루션을 찾고, 만들며, 갈고 닦아서 실제로 협약을 맺고, 구축하는 과정들을 잘못 전달하기도
합니다.
1 년 내에 생산 후 실제 배포까지 된 프로젝트 케이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발표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보도자료에 내보낸 일들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Aergo 는 다릅니다.
우리는 실제 계약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상업적인 구축 사례들을 통해서만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와 ‘진짜
뉴스’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즉각적이고 자주 있는 단기 뉴스 호재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흥미롭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Stack overflow 와 Trello 를 설립한 조엘 스폴스키(Joel Spolsky)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까지는
10 년은 걸리니 익숙해지라고. “Good Software Takes Ten Years. Get Used To it.”
우수한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대중화되기까지 10 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은 많은 사용자 피드백과 많은 반복
작업,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기업 고객이 비즈니스에서 이러한 솔루션을 확인하고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구현하는데는 최소 6 에서 18 개월이 걸립니다.
우리는 이 분기보고서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실제 결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러나 지속 가능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분기 보고서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들과 고객들에 대해서도 맛보기를 제공합니다. 몇몇 고객은 업계 최초로 매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프라이빗 체인에 저장되고 보관되는 민감
정보 및 개인정보들이 Aergo 메인넷에 앵커링되어 새로운 솔루션과 서비스를 비즈니스와 그들의 파트너들,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중점 분야는 AergoLite 입니다. 현재 1 조개 이상의 장치가 SQLite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의 새 AergoLite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이렇게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SQLite 인터페이스를
새로운 신뢰 가능하고 분산화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포괄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개발 환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쉽게 Aergo 를 이용하여 새로운 IoT 연결 서비스를 블록체인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설계자를 위해 ID 및 공개 키 인증과 같은 영역에서 사전에 구축되고 테스트 된
배포 청사진과 어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용자, 개발자 그리고 비즈니스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솔루션을 Aergo 위에서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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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재무 자원을 부지런히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커뮤니티, 사업개발 분야 활동을 가속하기 위해 리저브에서 일부 토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Aergo 토큰과 Aergo 플랫폼에 대한 쉬운 접근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Aergo
토큰이 상장된 거래소들의 수와 규모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Aergo 토큰이 거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비트렉스나 업비트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aergo.io 웹사이트와 개정된 포지셔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를 비즈니스 고객, 파트너 및 개발자들에게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중국, 한국 및 유럽과 같은 특정 국가에서 가시성을 높이고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 년 전만 해도 많은 프로젝트들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장단점에 대해 논쟁을 하며 심지어 진영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현재 IT 산업과 같이 세상이 하이브리드 오픈소스 플랫폼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블록체인 사용과 구축에서 다양한 기존 솔루션 중 최고와 최고만을 결합한
것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토론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IBM 도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센시스 2019 에서, 이전에 프라이빗과 퍼블릭이 공존할
것에 대해 의심하였던 벤더 사들은 지금 그들이 곧 만들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들의 공공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기존 블록체인을 해싱할 때 BaaS(blockchain-as-a-service)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ergo 는 현재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의 최고의 기능을 결합한 단일 통합 B2B 스택을 입증된 소프트웨어 및 IT
프레임워크로 제공하는 선도적인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입니다. 미래 언젠가에 완성될 솔루션이 아니라 현재 작동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많은 회사들의 우리의 메세징, 포지셔닝과 전략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먼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프로젝트들이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살아 숨쉬는 오픈소스는 프로젝트의 DNA 에 처음부터 주입되어야 합니다. 오픈소스가 되는 것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픈된 디자인, 오픈된 개발 및 오픈된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Red Hat, Suse Linux 와 VMware 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팀도 이들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클린룸 상태인 퍼블릭 블록체인을 처음부터 만들고 이것을 오픈소스로 만든 이유입니다. 우리는
개발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스코드 저장소를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공개되어 있으며, 공개
코드 리뷰 또한 당연히 환영합니다. 우리는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우선순위를 정의하며 향후 R&D 사이클을 이끌기 위한
기술 설계를 위하여 사용자와 개발자, 파트너, 네트워크 참여사(Network Participants)들과 사용자들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떻게 건강하고 활동적인 개발자들과 사용자 커뮤니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특정 목표 영역에서 2019 년의 기술, 파트너 및 비즈니스 활동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에 출시된 메인넷 플랫폼 및 초기 네트워크 참여사(Network Participants)의 안정화 및 확장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머클 브리지(Merkle Bridge)라고 불리는 서로 다른 두 토큰을 양방향으로 교환할 수 있는 업계 선도의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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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몇 개월/분기 내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Aergo 토큰은 메인넷 보안 및 운영 프레임워크의 일부로 스테이킹
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은 혁신적인 Aergo Hub 서버리스 컴퓨팅 프레임 워크와 같은 기타 술 플랫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 듯이, 우리는 곧 개발자와 시스템 통합자 활성화 및 채용 프로그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침내 우리의 메인넷이 준비되었으므로, 우리는 시장과 향후 고객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성공적인 Deconomy 행사에서 우리의 의도와 목표에 대해 대담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태계에 끌어들이고 싶은 많은 미래의 참가자들과 함께 Aergo 의 인지도를 더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더 많은
업계 행사에 참석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Aergo 의 모토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Aergo 는 단순한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Aergo 는 비즈니스를
위한 블록체인입니다.”
Phil Zamani, Chairman & CEO of the Aergo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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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Introduction
Aergo 는 엔터프라이즈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선도
플랫폼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1994 년, 마크 유잉(Marc Ewing)이 레드햇을 설립해
선 마이크로시스템즈나 마이크로소프트, IBM 을 상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시작했던 것처럼, Aergo 역시
초기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도전합니다.
Aergo 는 레드햇이 그랬듯 오픈소스라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자들을 모으고, 파트너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Aergo 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얼마 안 되는 플랫폼 중
하나로써, 기존 허가형(permissioned) 블록체인 업체인
코다, 리플, 그리고 하이퍼레저와 경쟁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시장은 이제 무르익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블록체인을 왜 써야 하냐는 질문 대신,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실제 구현 케이스를
바탕으로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기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더욱 긴밀하고
포괄적인 블로코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껏 블로코는 Aergo 플랫폼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에 집중해왔습니다. 이제 사업 전략과
파트너 구축으로 확대되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Aergo 는 야심찬 목표를 가진 동시에, 아주 실용적입니다.
투명하고 전문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정도를
걷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正道)를 누구보다 잘
걷고자 합니다.
커뮤니티에 핵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뉴스를 위한 뉴스를 만들어내거나, 기업 가치를
부정한 방법으로 부풀리는 건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기술. 실제 고객. 그리고 실제 뉴스. 그것뿐입니다.
Aergo 의 사업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실행(execution), 실행, 그리고 실행. 이것이
전부입니다.

Aergo 플랫폼의 핵심 기술의 개발을 끝낸 지금, 우리는
아래과 같은 분야에 노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ergo 생태계를 구축하고,

• 향후 성장 전략과 핵심 진출 분야

2. 개발자들과, dApp 프로젝트, 핵심 파트너를 Aergo
생태계로 끌어들이며,

• 블로코 - Aergo 간 사업 전략관계 확대

3. 고객사가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돕는 것.

•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지난 분기 보고서(QPU)에서 우리는 우리 프로젝트가
어떤 방식으로 설립됐고, 운영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가장 최근의 재무 정보와 지출 내역, 최신
토큰 매트릭스를 포함해, 향후 실행 계획까지 다루게
됩니다.

• Aergo 가 지난 몇 달간 이뤄낸 성과

• 최신 재무 정보와 지출 내역 및 토큰 매트릭스

우리는 다양한 피드백을 언제든 환영합니다.
1

레드햇이 업계 공룡들과 맞붙은 결과, 선마이크로시스템이 오라클에

인수되며 가장 먼저 사라졌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사티야 나달리
CEO 의 진두지휘 아래 리눅스를 비롯한 오픈소스 진영과의 경쟁을
포기하고 가장 오픈소스 친화적인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레드햇은 몇
달 전 IBM 에 40 조가 넘는 금액으로 인수됐습니다.

Aergo 가 목표로 하는 잠재적 기회는 아주 거대합니다.
이해관계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의
복잡하고 장기적인 속성을 인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리소스를 배분하며,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왔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는지를 보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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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9 년 초에 이뤄낸 성과와 남은 한 해 동안의 계획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2019 년 1 분기 동안 목표로 했던 모든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더 많은 투자자들이 Aergo 토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하는 활동 역시 포함됩니다.
Aergo 는 한국과 중국, 유럽을 비롯해 핵심 시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업계 행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1. 기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Aergo 퍼블릭 메인
네트워크 개발
2. 더 많은 사용자층이 Aergo 토큰을 접할 수 있도록
상장 거래소 확대(비트랙스 및 업비트 등)
3. 세일즈와 마케팅 등 블로코와의 사업 파트어십 확대
4. 블로코와 총 미화 9,250,000 불 규모의 2 개 신규 계약
작성
5. 총 3 단계의 네트워크 가버넌스 및 네트워크 참여사
지원 프로그램 런칭
6. Aergo 기반의 SQLite 탑재 사이드체인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계획, 설계 및 발표(AergoLite)
지난 몇 개월간 진행된 주목할 만한 소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Aergo 직원 수가 총 50 명 규모로 확대됐습니다(R&D
30 명, 사업계발, 마케팅, PR, 운영 20 명)
• 블로코가 현대 오토에버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Aergo 기반의 핵심 제품을 제공하게 될 첫 번째 대기업
케이스입니다.
• 블로코 김원범 CEO 가 Aergo 의 임원진으로
합류했습니다.
우리의 올해 5 가지 핵심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메인넷의 안정화와 확장. 다음 단계의 기술 스택 개발
2. 네트워크 파트너 생태의 구축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세한 토큰 이코노믹스 모델 개발
3. dApp 및 개발자 생태계 프로그램 실행 및 온라인 학습
컨텐츠 제공
4. SI 와 전략적 기술, 통신, 호스팅 파트너와 계약 확정
5. 신규 고객 유치와 기존 블로코 고객사 Aergo 로 이전.
대표 레퍼런스 확보 위한 신규 PoC 케이스 확대
이러한 목표를 위해 더욱 집중된 마케팅 활동과 브랜드
포지셔닝, 커뮤니티 확대 활동 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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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Q1-2019 Results
이번 섹션에서는 지난 1 분기에 이루고자 목표했던
것들과 실제 이뤄낸 성과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 Aergo 플랫폼 사용할 B2B2C 고객 및 사용자 위한
블록체인 기반 초고속 신용카드 소액결제 인프라 구축
위해 사토시페이와 파트너십 체결
• 리워드랍 캠페인, Aergo 기사단(Knights of Aergo)로
개편해 Aergo 의 앰배서더 활동 확대

이번 분기는 사업 개발과 생태계 확대 및 기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때보다 생산적이었습니다.
Aergo Organization 은 지난 1 분기 QPU(Q1-2019)에서
세웠던 모든 목표를 달성했으며, Aergo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많은 추가 목표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블로코를 포함한 외부 파트너들 역시 괄목할만한 성과를
만들어 내 Aergo 프로젝트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Aergo 커넥트 브라우저 지갑의
크롬 확장팩 공개

지난 분기 첫 번째 QPU 를 발표하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 디코노미를 비롯, 다양한 크립토 업계 행사에 참여해
Aergo 프로젝트의 혁신성 발표

1. 기술 로드맵 공개 및 자유 오픈 소프트웨어(F/OSS)
개발자 커뮤니티 구축

• 비트렉스와 업비트 등 주요 거래소에 Aergo 토큰 상장

2. Aergo 생태계 구축 위한 파트너십 확대

Aergo Organization 의 전략적 파트너인 블로코 역시
지난 1 분기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Aergo
Organization 과 블로코는 이번 분기에 더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채결(자세한 내용은 섹션 4 참고)했으며, 전체
Aergo 생태계 확대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게 됩니다.

3. Aergo 솔루션을 사용할 초기 기업 고객 유치 확보.
블록체인 기술이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사용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점을 공개
첫 번째 QPU 를 공개하고, 2019 년의 첫 4 개월 동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 Aergo 기반의 개인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갓츄(Gotchu) 한국 시장 출시. 다양한 개인 사용자는
물론,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협약 진행
• 초기 네트워크 파트너(Network P 와 노드 제공 기업과
계약 체결. Aergo 메인넷과 dPOS 알고리즘 고도화 진행

•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엔터프라이즈급 고성능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인 Aergo 메인넷 출시, 코다/
하이퍼레저/쿠오럼 등과 경쟁

블로코가 지난 1 분기에 이뤄낸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 개발 환경과 툴킷 및 Aergo 개발 가이드 제공

• Aergo 기반의 고객 중심 제품인 Aergo 엔터프라이즈
출시. Aergo CERT™와 Aergo TSA™, Aergo Identity™,
Aergo Orchestration (BaaS) 등의 핵심 제품군 포함

• 새로운 호환성 설계로 POA, 코스모스와 경쟁할 수
있는 Aergo 기반 인터체인 전송 위한 머클 브릿지 기술.
• 핵심 전략 생태계 확장과 신규 파트너 프로그램 위한
Aergo 파트너 네트워크(Aergo Partner Network, APN)
확대. 다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
• 총 15 개의 컨텐츠 포스팅을 통해 Aergo 메인넷 런칭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4-1-9 캠페인 실행.
• 천체 발행량의 5.3%를 차지하는 총 2 천 650 만개의
토큰 매입 및 장기 토큰 리저브로 재배분
• AergoLite 의 개념화, 설계 및 개발 착수. AergoLite 은
새로운 임베디드 사이드체인 기술로써, Aergo 가 가진
데이터 관리 부문의 장점을 사물인터넷 분야로 손쉽게
확장이 가능. AergoLite 의 개념검증 모델을 지난 런던
이벤트에서 공개

• 블로코의 기존 제품, 코인스택을 사용 중인 대기업
고객을 Aergo 기반 제품으로 마이그레이션 시작

• 현대오토에버와 중고차 기초 데이터 활용 및 추적 위한
Aergo 기반 플랫폼 구축
• Aergo 기반의 dApp 이며, iOS 와 안드로이드로 출시될
캡틴 아르고 후반 개발 단계 돌입
• 공격적 사업 개발 및 세일즈 통한 기존 기업 고객 대상
유료 트랜잭션 확보와 신규 고객 유치
• Aergo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프로젝트 구축 계약 체결
• Aergo 플랫폼 개발을 위해 10 명의 추가 개발 인력
확보. 총 50 명의 직원이 Aergo 개발에 투입
• 유럽, 캐나다, 호주, 브라질, 중국 등 글로벌 시장 확대
위한 이니셔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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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2019 Strategy & Focus Areas
이번 섹션에서는 다음 분기부터 올 연말과 2020 년까지
이어질 향후 계획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됩니다. 네이티브 토큰으로의 전환은 현재 기능 출시를
앞두고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향후 3 개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Aergo 메인넷을 위한 진일보한 DAO 프로토콜과
가버넌스 시스템 역시 개발 중입니다.

1. 메인넷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며, 네트워크 참여사(Network Participants)가
네트워크를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2. 자유 오픈 소프트웨어 진영과 dApp 개발자 커뮤니티
등 Aergo 생태계의 향후 참여하게 될 파트너 확보 및 확대
3. Aergo 솔루션을 도입할 초기 고객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기업 IT 시스템에 도입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점을 공개

메인넷 안정화와 수평 확장(Scale Out)
Aergo 메인 네트워크는 Aergo 플랫폼과 생태계의 중앙
허브이며, 핵심입니다.
현재 인큐베이션 단계인 Aergo 메인넷은 초기 3~6 개월
동안 안정적인 운영과 네트워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최대 성능을 끌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추가적인 관리 도구와 리소스 역시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dPOS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높은 보안성과
네트워크 성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더 발전된 신분 인증 및 관리 기능을 요하는 개발자와
고객사들을 위해 추가적인 라이브러리와 개발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발 청사진은 바로 활용할 수 있게
정리된 검증받은 유스케이스 모음집이며, 라이브러리는
개발을 위해 정리된 모음집입니다. Aergo 메인넷을 기존
기업 IT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한 프로그래밍과 설정, 보안
유지 등을 손쉽게 따라하며 만들 수 있는 요리책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Aergo 메인넷의 개발 운영 리소스를 확대해
글로벌 규모의 연중무휴, 24 시간 기술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양방향 머클 브릿지를 통해 상호작용적이고
빠르며 안전한 데이터 전환과 ERC-20 기반 Aergo 토큰을
진일보한 Aergo 네이티브 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수준 높은 인터페이스와 이더리움을 지원하는 통합
백플레인을 중심으로 더 많은 개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블로코와 더 깊게 협력해 Aergo 엔터프라이즈 제품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Aergo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는
대기업 규모의 상용화를 가능케 하는 핵심 솔루션이며,
고객사를 위한 엔터프라이즈급 구독형 기술 지원 서비스
역시 포함됩니다.
Aergo 메인넷의 필수적인 안정화와 확장을 끝마침과
동시에, dApp 과 사이드체인 오케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오는 하반기에 베타 버전이 공개될 Aergo 허브
서비스 플랫폼 또한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dApp 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개발자 중심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네트워크 참여사(Network Participants)
인큐베이션
Aergo 메인 네트워크는 총 23 개의 신뢰도 높은
엔터프라이즈 규모의 네트워크 참여사가 참여하게 되며,
네트워크의 보안과 운영을 맡게 됩니다. 네트워크
사용자를 위한 빠른 트랜잭션 프로세싱 또한 제공합니다.
메인넷 출시와 동시에, 총 13 개 네트워크 참여사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네트워크
참여사는 다양한 외부 기업들로 이뤄져있으며, 블로코를
포함해 한국 기업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Aergo
Organization 이 투표권을 행사해 안전하게 dPOS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인큐베이팅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특정 수위에 도달하게 되면 다음
단계인 엑셀러레이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향후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네트워크 참여사들을
확보할 계획이며, 핵심지역인 유럽과 중국, 동남아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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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할 계획입니다. Aergo 메인넷 네트워크 참여사에
관심있는, 충분한 IT 리소스를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역시 준비 중입니다. 고성능의 Aergo
사이드 체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 고객을 위한 블록체인
도입 및 노드 호스팅 파트너로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호스팅, 클라우드, 이동통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99.5% 이상의 서비스 가용률(service
availability uptime)과 안전한 네트워크 운영 및
고대역폭/저지연 등이 핵심 서비스 레벨 합의(SLA)
단계에서 요구됩니다.

매니저를 파견해 위에서 설명한 프로그램과 더 정교한
파트너십 구축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정교한 파트너십 모델 구축의 예로, 글로벌 선도 연구
기관과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협력 개발 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Aergo 기반의
대규모 블록체인 플랫폼 도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이 가장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시장은 바로 중국입니다. 이 연구
기관이 제조업과 물류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블록체인 도입에 관심이 높은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 선도 클라우드 호스팅 파트너와 이러한
운영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 및 테스트 과정을 진행하며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dApp 생태계 및 개발자

또한, 메인넷을 위한 Aergo 네이티브 토큰을
개발했습니다. 인큐베이션 단계에서는 등록된 네트워크
참여사만 접근 가능하며, ERC-20 기반 토큰과 어떻게
상호운영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추후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캡틴 아르고의 첫 번째 티저 영상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dApp 개발은 메인넷 개발 과정과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핵심 개발자와 얼리
어답터와 함께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메인넷과 네트워크 참여사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몇몇 국가의 dApp 개발 회사와 같이 일할 팀을 파견하는
계획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2019 년 9 월부터 영국 소재 선도 대학과 함께하는 dApp
육성 프로그램에 참가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파트너십 및 생태계 확장

블로코는 몇 가지 dApp 을 직접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하반기까지 모두 공개될 예정입니다.

메인넷을 런칭한 지금, 우리는 유럽,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서 함께할 기술 및 도입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Aergo 는 오픈소스 개발자와, 기업 클라우드 전문가, 안전
전문가 등 다양한 개발자 그룹과의 접점을 더 늘려가고자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IT 분야 SI 업체와 함께 더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더 다양한 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블로코와의 협력
관계가 가지는 의의를 다음 섹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로코는 독보적인 노하우와 전문성은 물론, Aergo
생태계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폭넓은 파트너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블로코와 Aergo 가 보유한
오픈소스 및 클라우드 개발자 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만들고 있으며, 교육 과정과 채용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 중심 사업 개발
프로그램 역시 준비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추후 몇
개월간 특정 파트너를 대상으로 적용,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정 국가에 파트너 기업을 위한 담당

위에서 언급된 Aergo 커뮤니티 앰배서더 캠페인과
동시에 진행되며, 이는 우리의 철학을 알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주요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열릴 해커톤
워크샵 프로그램 또한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운영하고 최적화해 나가면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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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코 기업 고객 마이그레이션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블로코와 협력해
기존 기업 고객들을 Aergo 로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블로코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첫 기업 고객 (현대
오토에버)을 유치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Aergo 메인넷을
기반으로 개발 및 운영됩니다.
더 많은 기업 고객들을 목표로 합니다. KT 본사에서 열린
지난 메인넷 런칭 행사에서 밝혔듯이, 블로코의 프로젝트
수주율은 40% 이상 성장했습니다. 블로코가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프로젝트들은 Aergo 퍼블릭 체인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데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Aergo 플랫폼의 완성도를 테스트하는
것은 물론, 향후 고객을 위한 주요 레퍼런스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신규 고객
앞으로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우리는 블로코의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들 역시 Aergo 메인넷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솔루션을 도입할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는 하이퍼레저를 가진 IBM 을 비롯해, 훨씬 거대하고
리소스가 풍부한 IT 벤더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초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얼리 엑세스
프로그램(EAP)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필
자마니 CEO 가 초기 레드햇 시절에 대표 케이스 구축을
위해 직접 만들고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EAP 뿐만 아니라, 파트너와 개발자,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분기
보고서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은 체결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 개월에서 12 개월
가량의 개발 기간과 구축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올해 몇
가지 사업을 더 진행할 예정이며, 세일즈 조직을 더
키움에 따라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크립토 프로젝트들은 거의 매주 다양한 사업과
파트너십, 개념검증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이런
보도자료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건 순간의
관심뿐입니다. 발표 내용 대부분이 지속성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을 발굴하고,
구축하고, 증명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실제 개발이나
구축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블로코와 레드햇에서 일했던 경험을 비춰볼 때,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블록체인을 비롯해 혁신적인
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하는 것에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특정 벤터에 락인돼 있다는 것도
한몫합니다. 몇몇 벤더들은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자사
기업 고객에게 혁신적인 신기술을 깎아내리는 여러
부정적인 뉴스(FUD)를 퍼뜨리기도 하며, 기업 고객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이슈들과 엮이는 걸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블록체인을 도입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나, 블록체인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에 불과하지 않냐는 질문 혹은 기술
성숙도가 충분히 올라왔는지를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도입을 전제로 비즈니스 활용을 묻는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실제 유스케이스를 더 볼 수 있을까요?”
혹은 “블록체인 도입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 세션을
마련해줄 수 있나요?”
현재 우리가 작업 중인 고객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세계 최대규모의 보험사가 특정 분야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출 심사와 보험 계약 및
청구 등 기존 프로세스에서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단계를
축소해 비용과 에러를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모아 정보 저장고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전 기록과 추후 새롭게 등록될 정보를 Aergo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저장하게 되며, 모든 컨트랙트와 트랜잭션
해시값은 Aergo 퍼블릭 체인에 영구 저장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산더미 같이 쌓인 데이터의 보고를
외부 기업과 활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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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 보험사는 보험 시장에 아마존이나 애플,
알리바바 같은 새로운 기업들이 진출할 거라 예상하며,
그때를 대비해 기존 서비스보다 빠른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미래 고객사가 현 고객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ii) 한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전 세계에 퍼져있는 생산 시설에 적용해 버려졌던
데이터를 축적, 연구/생산/운영 과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전체 생산 과정의 품질과 수준 전반을
끌어올리기 위해 Aergo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Aergo 퍼블릭
체인을 통해 유통망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공유합니다.
유동적인 석유 화학 시장에 맞춰 유통망을 최적화시키는
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술. 진짜 고객. 그리고 진짜 구축 사업. Aergo 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성과를, 그리고 실제
상용화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뤄나갈 성공을 눈여겨
봐주시길 바랍니다.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숫자 몇 개가 아닌, 그 뒤의 본질입니다.

(iii) 글로벌 데이터센터 사업자로부터 사물인터넷 기기와
함께 일하는 통신사들의 백본망을 연결할 대형 메시
네트워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데이터 보안과 인증, 그리고 각 운영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연동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 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정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iv) 유럽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회사와 협력해 총 3
부문에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로밍 파트너와 체결하는 데이터
로밍 계약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포함합니다. 또한, 이 회사는 자국 정부와 이통사
백본망과 연결되는 국가 규모의 사물인터넷 데이터
그리드망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가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며
인증됩니다. 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목적
때문입니다.

Aergo 팀은 최근 서울에서 열렸던 디코노미나 런던에서
열렸던 블록체인/사물인터넷/AI/ML/사이버보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 처럼, 산업 중심의 행사 참석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5~6 월 중에는 최소 3 곳 이상의 최고 경영자, 최고 기술
책임자 대상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영국에서, 나머지는 중국에서 열리며, 오는 6 월 열리는
GSMA 서밋 같은 행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Aergo 의 장기 목표와 위에서 언급한 전략들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세일즈와 사업 개발 실행을 아우르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Aergo 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해
블록체인이 열어갈 거대한 시장 기회를 포착하는 것.
그게 Aergo 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시장 기회에 대해서는 엔터프라이즈급
프로젝트를 위한 세일즈, 사업 개발 실행 계획과 함께
다음 섹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분들이 우리의 실행 계획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v) G7 국가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Aergo 사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안과 의료보험기록, 국방
분야 등이 포함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보도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각각의 고객사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공유하는 것에 동의할 때,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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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Blocko Business Partnership
지금까지 블로코와의 파트너십은 Aergo 플랫폼과 관련
개발 도구를 비롯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몇몇 프로젝트에서는 블로코의 사업 개발
자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는 작년 블로코와 첫 번째
개발 관련 업무 기술서(NRE)를 체결했습니다. Aergo
기술 로드맵에 표기된 1/2/3 단계가 포함된 이 계약을
‘1 번 계약(Contract No.1)’이라고 합니다. 1 번 계약은
4 월 Aergo 메인넷이 성공적으로 런칭되며 끝맺음
됐습니다.
1 번 계약은 미화 1,250,000 달러 규모였으며, 2019 년
1 분기 지출에 포함됐습니다.

정부기관까지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또한 블로코의 기술을 플랫폼 삼아
장외주식거래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블로코는 지금까지 20 개가 넘는 기업 고객을 유치하고,
30 개가 넘는 블록체인 솔루션을 상용화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으로 잘 알려진 IT 분야의 탑 SI 업체들과 깊은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들은 종종 IT
서비스 업체에 신기술 도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 월 Aergo 가 마케팅과 세일즈, 사업 개발 분야에서
블로코와 협력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두 회사 모두에
긍정적입니다.

올해 1 월 말, Aergo 와 블로코는 ‘2 번 계약(Contract No.
2)’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기술 로드맵의 4/5/6 단계를
포함합니다. 2 번 계약은 Aergo 의 추가 기능을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ergo 가 얻게 될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넷에서 사용될 진보된 토큰 프로토콜과 DAO
프로토콜 및 시스템, 단방향/양방향 토큰 브릿지, Aergo
엔터프라이즈의 상용 버전, 새로운 오케스트레이션 기능,
Aergo 허브 베타버전, 추가적인 인증 기능, 더 포괄적인
dApp 지원 프레임워크, 메인넷 안정화와 확장

3. 블로코가 구축해 온 기존 엔터프라이즈 고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과, Aergo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 초기 도입
케이스로 영입할 수 있다는 점

블로코는 곧 진행될 다양한 개발자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기술 지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얼리어답터
개발자와 고객사를 위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플랫폼인
AergoLite 의 초기 테스트 버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2 번 계약은 미화 950,000 달러 규모이며, 2/3 분기 두
번에 나뉘어 각 475,000 달러 씩 분할 지출될 예정입니다.
지난 1 분기 QPU 에서 Aergo 와 블로코의 협력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두 회사의 파트너십은 아주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 냈으며, 모든 핵심 마일스톤을 제
시간에 맞춰 이뤄냈습니다.
지난 QPU 에서 블로코가 Aergo 에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블로코는 한국 최고의 블록체인
개발/구축 회사입니다. 블로코는 현대와 롯데카드, 삼성,
시스코, LG, 기아자동차, 금융권, 이통사는 물론

1. 새로운 기업 고객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계약을
따내는 경험이 이미 증명된 파트너와 일한다는 점
2. 블로코의 광범위한 SI 파트너 생태계를 Aergo SI
생태계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점

4. Aergo 의 개발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블로코의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5. 블로코와 한국 정부 간의 교류 협력을 토대로 다른
국가 정부 기관으로 넓혀갈 수 있다는 점
6. 블로코의 마케팅 능력을 활용해 Aergo 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7. 블로코가 가진 파트너십 구축과 컨설팅 분야 자원을
활용해 더 많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점
블로코가 얻게 될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더 큰 시장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유망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2. 분산 장부 기술을 장점을 활용해 확장성을 갖춘
완전히 새로운 퍼블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에 나설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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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ergo 의 첫 번째 네트워크 참여사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4. Aergo 를 글로벌 플랫폼으로 구축하며, 더 많은
사업을 따낼 수 있다는 점
5. 플랫폼을 구축하고 새로운 파트너/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Aergo 에서 지불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리뷰를 거쳐 Aergo 와 블로코가 사업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블로코의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개발 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발표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IT 서비스 파트너 풀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됩니다. 두 회사 모두 이번 장기 협력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김원범 블로코 설립자 겸 CEO 가
Aergo Organization 이사회의 최고 과학자(Chief
Scientist)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실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실패하곤 합니다. 초기 레드햇
시절에 수년간 경영진으로 일했던 필자마니 CEO 는
블로코와 같은 시장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가 가져다줄 수
있는 강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엔터프라이즈급 제품과
솔루션 구축과 상용화 부문에서 성공적인 실적을 쌓아온
설립자와 개발팀으로 구성된 그런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블로코는 현재 85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50 명 이상이 블록체인과 IT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개발자들입니다. 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고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구축
전문 기업입니다.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블로코의 역사와, Aergo 와의 협력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에 배치된 20 명 이상의 블로코 직원들이
Aergo 마케팅과 세일즈, 사업 개발 분야에 집중하게
됩니다. 현재 30 여명의 블로코 개발진이 Aergo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총 50 명 이상이 Aergo 에 집중하게
됩니다. 상용화 레벨의 메인넷 플랫폼을 출시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객사를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수준 높은 개념검증을 시작으로, 대형
엔터프라이즈급 블록체인을 상용화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협약은 블로코와 Aergo 의 세 번째
계약인 ‘3 번 계약(Contract No. 3)’에 포함됩니다. 두 회사
간 협력 마케팅과 사업 개발이 포함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화 20,000,000 달러 규모의 예산을
이미 배정했습니다. 5 월 말까지 자세한 업무 기술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2019 년 상반기에 집행될
예정이며, 새롭게 수정된 2019 년 예산안에 포함됩니다.
글로벌 레벨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개발팀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는 아주 적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귀중한 리소스와 자본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자 노력합니다.
지난 1 월 초, 2019 년 총 예산안은 미화 3,757,500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블로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와 사업 실행 계획을 가속하기 위해 이사회에서는
올해 예산을 미화 7,801,331 달러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현재 보유한
자본금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협약의 일환으로, 블로코는 기존 기업
고객을 Aergo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은 물론,
향후 구축할 모든 프로젝트에 Aergo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블로코-Aergo 세일즈 실행 모델

블로코는 Aergo 기반의 상용화 레벨 블록체인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글로벌 전문 구축 기업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레드햇이 글로벌 리눅스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듯이,
블로코 역시 Aergo 를 기반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급

블록체인의 경우, 블록체인 도입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필요한 세부적인 단계들에 집중하는 것이

잠재 기업 고객과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 도입에
대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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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합니다. AIDA 마케팅 모델에 따라, 블록체인 전격
도입에 앞서 여러 단계의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블로코는 이렇듯 세부단계를 거치는 사업 구축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다듬어왔습니다. 잠재 고객이
시제품을 써보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과정을 통해 실제
고객으로 전환한 케이스도 종종 있었습니다.
Aergo 는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의 일환으로 블로코의
검증된 사업 모델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핵심적인 5 가지 주요 부문 및 각 부문을 지원할 인적 자원
1. 마케팅 및 세일즈: 블로코에서 고객 교육과 인식
개선을 담당해온 전문팀
2. 사업 개발: 고객사와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며 블록체인
도입 가능 여부와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온 전문 사업
개발팀
3. 솔루션 개발: 고객사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기술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설계하며, 개선하는 전문팀
4. 프로그램 오피스: 상용화를 염두에 운 신규 개념검증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관장하는 전문팀
5. 프로젝트 구현: 전문 블록체인 개발팀으로, 요구된
솔루션을 구현하고, 고객사의 기존 IT 인프라와 연동하는
전문팀. 구축 이후 기술지원까지 담당
앞서 언급된 얼리엑세스 프로그램(EAP)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며, 몇몇 기업 고객을 상대로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방법론은 다음 QPU 에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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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Financial Update
본 섹션에서는 Aergo Organization 의 2019 재무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Aergo 의 2019 년 1 분기 QPU 리포트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Aergo Organization 은 매우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Aergo 의 팀원들은 스타트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많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scale-up
단계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넘어가야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Aergo Organization 의 임원진들은 신중하게 비용을
사용하면서도, 경비 지출 비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 간의 균형은 필수적입니다.
(i) 필수적인 인원만 채용하는 것과 같이 정말 중요한
곳(예를 들어, 코어 개발자를 채용하거나 핵심 분야
사업개발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에 투자하는 것
(ii) 전략 파트너인 블로코와, 프로젝트를 지원해주는
업계 어드바이저/서포터가 제공해주는 스킬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
(iii) Aergo Organization 에서 활용 가능한 재무
자원(예를 들어, 재무 펀드나 토큰 리저브 등)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

Aergo 의 주요 전략 파트너인 블로코 역시 지금이 기회라
판단하여 Aergo 플랫폼과 전략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블로코는 다양한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매출, 영업 파이프라인, 채용, 상품
등 모든 분야에서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블로코의 탄탄한 재무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특히
기술과 채용 부분을 비롯한 다양한 Aergo 운영 측면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9 1 분기 QPU 에서
공유해드렸던 바와 같이 Aergo 의 정직원 2/3 이상의
월급을 블로코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Aergo Organization 은 특히 현금과 같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최선의 방식으로 투자할지 다양한 정보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해야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합니다.
• 실력 있는 R&D 인력을 계속해서 채용하면서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에서는 채용을 천천히 진행하는 것
• 단기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야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
• Aergo 의 주요 멤버들과 관련 기관들에게는
현금보다는 향후 Aergo 토큰(혹은 보유하고 있는 기타
암호화폐)으로 지급
• 이 다음 단계의 주요 과업들에 자원들을 재집중

Aergo 프로젝트의 자금 운영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Aergo Organization 에서는 자연스레 시장을
분석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수정해나가는 일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사업이나 업계에서는 항상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자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오기 마련입니다.
Aergo Organization 에서는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ergo 프로젝트의 엄청난 잠재성은 이미 시장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블로코와 더 긴밀하게 마케팅,
영업, 그리고 사업 개발 분야에서 협업하게 되면서 Aergo
Organization 은 추진력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글로벌 경쟁자인 IBM 과 아마존은 필요한 도구들을
개발하면서 Aergo 의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엔터프라이즈
기술 전략을 답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Aergo 의 (토큰 리저브를 포함한) 자금을 관리하고,
재조정하고, 성실하게 사용
Aergo Organization 은 (필 자마니가 이끄는) 전담 재무
관리팀이 있습니다. 자금 관리팀에서는 매일 주기적으로
이러한 결정들을 추적하고 평가합니다.
Aergo 재무 관리팀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직접 비용 지출을 최소한으로 유지
(ii) Aergo 의 장/단기 자금 조달
(iii) Aergo 의 귀중한 토큰 리저브의 보호

2019 년 재무 계획
Aergo Organization 의 2019 년 예산은 미화
7,801,331 달러 입니다. 이는 원래 예산 계획이었던
3,757,500 달러보다 증가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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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재무 계획은 Aergo 의 2018 년 총 지출액
4,233,550 달러에 비해서 84% 증가했습니다.
이는 Aergo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결과입니다. 이를 위해
블로코와의 장기 사업 협약을 확장했습니다
Aergo Organization 의 7,801,331 달러 규모의 예산
계획은 장기 사업 실행 전략에 의거하여 산정되었습니다.
Aergo 의 기술, 생태계, 그리고 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5 개년 계획의 2 년차에 적합한 규모입니다.
Aergo 프로젝트 자금의 주요 재원은 (지난 QPU 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블로코의 직원들과 재무 자원을
활용하고, Aergo 의 자금과 토큰 리저브를 통해
충당합니다.
2019 년 예산 총 지출 7,801,331 달러는 법정화폐 (USD,
KRW 등) 지급과 암호화폐 (BTC, ETH), 그리고
[제한적으로] Aergo 토큰 지급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상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지출 중 2,850,000 달러 (약 37%)는 일회성
지출입니다.
• 총 지출의 1,100,000 달러는 Aergo 토큰 (약
2,500,000 개)으로 분배됩니다. 이 토큰들은 이미 Aergo
생태계 리저브에서 따로 배정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지속적인 성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임원진들은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경우,
재무적, 법적, 규제적 리스크를 최소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종종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을 모두 고려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조기적인 결정을
내려 자산을 재배분 했습니다. 2019 년 재무 예산은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단절되어(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2019 년 예산은 기존의
자금에서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는 다음 섹션에서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Aergo 재무 펀드
Aergo 재무 펀드는 Aergo Organization 의 핵심
역량입니다. 전문적인 재무 관리를 통해 Aergo
Organization 이 지속 가능한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자금 계획, 회계 절차 수립, 자산
배분, 현금흐름 분석, 운전 자본 관리, 위험 관리 및 시장
추세 분석 등의 업무를 포함합니다.
Aergo 재무 펀드는 Organization 의 재무 사항과 기타
자산들이 능동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 단기 자금 수요 위해 예비 법정 화폐 준비
• 중기 자금 수요는 유동성 높은 암호화폐로 대응
• 장기 자금 수요는 Aergo 토큰과 투자 자산으로 확보
2018 년에는 Aergo Organization 에서 자금 관리 역량을
준비하는 동안 (직원 채용, 노하우, 절차 수립 등)
아시아의 일류 제도권 자금 관리 서비스 제공 회사를
이용했지만, 이제는 법인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파트너십을 통해 Aergo 는 암호화폐 보유분 (현
시점 대부분 ETH)을 BTC, USDT, USDC, 법정화폐,
그리고 기타 자산을 포함한 자산으로 다양화할 수
있었습니다. ETH 의 일부분은 BTC 와 법정화폐로
교환하였습니다. [이 리포트를 발간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BTC 와 ETH 의 상승 랠리를 통해 Aergo 재무 펀드를 더
탄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Aergo Organization 은 재무 펀드를 단기, 그리고 중기
(일반적으로 18 개월) 자금 수요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정책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Aergo 재무 펀드는 현재 자금의 65% 이상을 암호화폐
이외의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들은 즉시
현금화하여 프로젝트 운영에 조달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을 활용하여 파트너와의 기술투자와 같이 단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기회가 있을 때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협약을 맺고 지분을 취득한 사토시페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빠르게 Aergo 플랫폼 상의
B2B2C 고객들과 사용자들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신용카드 소액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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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사용 내역
Aergo Organization 의 2019 년 현 운영비 지출 내역은 아래의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2
지출, YTD

2019 예산안 (예상)

2018 지출안 (실제)

$0 (0%)

$582,500

$602,500

(2) 마케팅

$418,790 (42%)

$1,000,000

$892,000

(3) 토큰 생성 이벤트(TGE)

$167,946 (34%)

$500,000

$880,000

(4) 일반 및 행정

$0 (0%)

$125,000

$135,750

(5) 전문 서비스

$92,843 (62%)

$150,000

$235,500

(6) 생태계 및 개발

$101,504 (8%)

$1,250,000

$787,750

(7) 블로코 파트너십

$1,193,831 (28%)

$4,193,831

$700,000

총 지출

$1,894,914 (24%)

$7,801,331

$4,233,550

$US
(1) 보상

자금 사용 내역의 각 분류 별 요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 Aergo Organization 의 여러 회원 및
어드바이저들을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2019 년
하반기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 마케팅: 2019 년에 구성된 이벤트, PR, 광고, 디지털
마케팅, 스폰서십, 커뮤니티 보상, 판촉 및 기타 커뮤니티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3) 토큰 생성 이벤트: 2019 년에 계속되는 토큰 생성
이벤트와 연관되는 활동에 대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총 미화 200,000 달러에 해당하는 런칭 행사, 프로모션 및
대회를 위한 비용입니다.
(4) 일반 및 행정: 임대료, 보험, 공과금, 장비, 소프트웨어
및 IT, 그리고 출장비가 포함됩니다. 작년 말 선지급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출은 2019 년 하반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안 및 엔지니어링 통합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
비용은 (i) 최근 출시한 Aergo 메인넷을 안정화하고
확대하는 과정 및 (ii) 초기 파트너 블록 후보의
인큐베이션 단계의 완료와 함께 증가될 예정입니다.
(7) 블로코 파트너십: 일회성 비용 지출로, 작업
기술서(SOW)를 기반으로 한 Aergo 코어 플랫폼 개발
비용입니다 (메인넷 개발, 운영 지원 및 사후 관리 등
지급금). 또한, 올해는 Aergo 와 블로코 간의 종합적인
영업, 마케팅, 그리고 사업 개발 계약이 포함됩니다
(2019 년과 내년 포함)
위에 기술된 경비는 2019 년에 Aergo Organization 에서
사업 실행 계획을 가속화 혹은 늦추는 것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2019 년 실제 지출이 업데이트된 2019 년 전체 예산 계획과 비교되어
있습니다. 오직 비교의 목적으로 전년인 2018 년 실제 집행 내역도 역시
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2

(5) 전문 서비스: 법률 자문, 규제 준수, AML/KYC,
은행서비스, 감사, 세무 및 회계를 포함하여 Aergo 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제 3 자 비용이 포함됩니다.
(6) 생태계 & 개발: 생태계 및 개발은 제품 도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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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유틸리티
Aergo 토큰은 Aergo 플랫폼과 추후 개발될 기반 서비스
및 관련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Aergo 유틸리티 토큰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가치를 생성하고 보존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Aergo 유틸리티 토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개발자, 사업 파트너, 전 세계 고객사가 Aergo 나
Aergo 기반 솔루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잠재 문제점의
특이성 (aNPV, 혹은 Aergo 현재가치)
2. Aergo 메인넷 위에서 제공되는 직접 서비스들의 범위

그중 많은 곳들이(은행이나 정부 등)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 노드 운영자들이 호스팅하는
Aergo 프라이빗 사이드체인에서 구동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Aergo Organization 에서는 현재 일류
이동통신사나 호스팅 제공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될 사이드체인을 Aergo 메인넷과
연동하기 위해선 Aergo 토큰이 필수입니다.
세번째로, 엔터프라이즈급 규모의 상용화 수준으로
Aergo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블로코 같은 전문
기업으로부터 기술 도입과 컨설팅, 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Aergo 토큰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사용됩니다.

3. 현재 개발되고 있는 향후 서비스들의 범위
4. Aergo 메인넷의 사용성
5. 기존 블로코 고객들의 전환 수준
6. 미래 사용량 및 (아직 계획되지 않은) 서비스 수요
7. 서드 파티가 계획중인 보완 서비스들의 깊이와 넓이
(클라우드 서비스, 컨설팅 등)
8. Aergo 엔터프라이즈 상품 (기업 고객 상용화 중심)을
기반으로 한 블로코의 신규 프로젝트 구축
9. 주요 업종 분야에서 현재 및 미래 목표 시장 점유율
달성 여부
10. 검증된 토큰 홀더 (혹은 스테이킹 제공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Aergo 토큰의 실질적인 희소성
Aergo 토큰이 활용될 수 있는 5 가지 활용 사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Aergo 메인넷 사용은 수수료가 없지만 스마트
컨트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량의 가스비가 듭니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수준으로 설계된 만큼,
장기적으로는 Aergo 위에 수천개의 스마트 컨트렉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번째로, 아마존 AWS 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저장공간, CPU, 대역폭과 같은 서드 파티
컴퓨팅 자원을 Aergo 토큰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솔루션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번째로, 엔터프라이즈 고객은 Aergo 유틸리티 토큰을
사용하여 다른 서드파티로부터 추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의 Aergo
마켓플레이스는 기업들이 Aergo 위에 개발자들이 만든
검증된 댑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자생적인 생태계 역할을
하게됩니다. 기업은 개발자에게 Aergo 유틸리티
토큰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라이센스 방식) 기업
시스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활용 사례로는, 스테이킹/투표를 꼽을 수
있습니다. Aergo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위해 네트워크
참여사를 선출하고 운영하는 과정과 메인넷 생태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Aergo 토큰을 스테이킹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총 5 억개의 Aergo 토큰이 발행됐지만, 1 억
5 천만개에 달하는 토큰이 생태계 스테이킹과 지원
과정을 위해 리저브(락업)돼 있습니다.
만약, 10 년 전 아마존 AWS 클라우드 서비스가 출시됐을
때 생태계 내부에서 가치 교환의 도구로 AWS 토큰을
사용했다고 상상해보겠습니다. AWS 가 가진 대중성과
사용성을 생각한다면 AWS 토큰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했을지는 쉽게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Aergo 토큰의 유틸리티와 토큰 경제는 완전히 이해하기
복잡한 개념입니다. Aergo Organization 은 올해 토큰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토큰 사용 모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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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리저브 사용 내역
Aergo 토큰은 총 500,000,000 개가 발행되었습니다 (총
공급량). 총 발행량은 Aergo Organization 정관에 따라
고정되었습니다.
5 억개의 Aergo 토큰은 다음과 같이 5 개의 주요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1) 프라이빗 토큰 세일
(2) 커뮤니티 인센티브
(3) 리저브 토큰
(4) 어드바이저 및 서포터 토큰
(5) 임직원 및 팀 토큰

이렇게 특별히 분류된 토큰은 ‘Aergo 플랫폼 토큰
리저브(APTR)’에 해당하며, 일부분은 5 년
이내에(43,320,433 개, 총 발행량의 9%),
나머지는 10 년에 걸쳐 사용될 예정입니다
(179,416,997 개, 총 발행량의 36%)
APTR 토큰 대다수는 Aergo 퍼블릭 메인넷의 스테이킹을
위해 배정되었습니다. 이 토큰들은 미래의 지정된
23 개의 네트워크 참여사들이 보유하면서 스테이킹 될
예정입니다. Aergo 의 dPOS 컨센서스 프로토콜과
메인넷을 운영할 주체가 보유하고 스테이킹해야 되는
만큼, 유통량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분류들은 다시 25 개의 하위 분류로 나뉘어져서
프로젝트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토큰이 배정된 분류는 2018 년 8 월에 진행된
프라이빗 토큰 세일 입니다 (135,392,289 개, 총 5 억개 중
27.08%)

APTR 중 125,000,000 개의 Aergo 토큰이 dPOS
스테이킹을 위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발행량의
25%). Aergo 에서 직접 네트워크 참여사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다듬고, 개발함에 따라 이 토큰들은 락업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추후 각각의 네트워크 참여사가
메인넷 운영에 필요한 기술 수준을 갖추게되면 해당
물량을 천천히 분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된 Aergo 토큰은 최대 10 년에 걸쳐 분배될
예정입니다. 프라이빗 토큰 세일의 경우 TGE 로부터 1 년
이내에 분배됩니다. 팀 토큰은 3 년에 걸쳐 분배되며,
장기 스테이킹 토큰처럼 아예 분배되지 않는 물량도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다음 표에서 APTR 의 자세한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토큰들 중 3%
미만이 분배되었습니다.

검증된 개인 투자자와 기업들이 구매한 토큰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지난 2018 년 12 월 계약 물량의 10%를
분배했고, 30%를 2019 년 1 분기 말(3 월)에
분배했습니다. 공지됐던 것과 동일하게 프라이빗 토큰
세일 물량은 올 연말까지 더 이상 분배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Aergo 토큰의 많은
부분을 Aergo 코어 메인넷의 개발과 테스트, 배포 및
안정화하는 용도로 산정했습니다. Aergo 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선 수많은 파트너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총 5 억 개의 토큰 중 대략 45% (222,727,400 개)는
장기적으로 Aergo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하며,
유지하고 생태계를 확장하는 활동을 위해
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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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go 플랫폼 장기 구축을 위해 배정된 토큰 개요 3
(Class A) 커뮤니티 인센티브 (Years 1 - 10)
생태계 (네트워크 참여사 및 dApp)

30,000,000

개발자 & 오픈소스 생태계

3,000,000

컨센서스 리저브 1

62,500,000

(발행량의 12.5%)

컨센서스 리저브 2

62,500,000

(발행량의 12.5%)

Aergo 플랫폼 테스트, 배포 및 운영

21,416,997

(발행량의 4.3%)

사업 개발

10,000,000

(발행량의 2.0%)

마케팅 & PR

10,000,000

(발행량의 2.0%)

커뮤니티 인센티브

10,000,000

(발행량의 2.0%)

신사업 진출 및 토큰 생성 이벤트

5,000,000

(발행량의 1.0%)

재단 예비금

8,319,434

(발행량의 1.7%)

(발행량의 6.0%)

(발행량의 0.6%)

(Class B) 재단 리저브 (Years 1 - 5)

장기 플랫폼 구축 및 생태계 확장에 배정된 총 토큰
Class A 합계

179,416,997

Class B 합계

43,320,433

총 토큰 합계 (A + B)

222,737,430

(발행량의 36.0%)

(발행량의 9.0%)
(발행량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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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go 토큰 매트릭스
다음은 올 3 월 초에 발표한 토큰 리포트 이후로 업데이트된 Aergo 토큰 매트릭스입니다. 발표 이후 더 많은 토큰이
분배됐습니다. 현재 시중의 유통량은 106,416,991 개로 총 발행량의 21.3%입니다. 본 섹션에서는 토큰의 분배 현황과 향후
계획된 분배 일정 및 물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ergo 토큰 매트릭스는 프로젝트의 장/단기 현황에 맞춰
리밸런싱 됩니다.
토큰 분류에 따른 현황 및 분배 일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ergo 토큰 배분 요약
토큰 수
할인율이 포함된 프라이빗 토큰 세일 물량

135,392,289

(발행량의 27.1%)

Aergo 생태계 내의 개발자, 커뮤니티, 파트너, 기업에 대한 보상

161,207,844

(발행량의 32.2%)

향후 dApps 파트너, 사업 개발, 마케팅/PR 활동을 위한 준비금

120,819,434

(발행량의 24.2%)

82,580,433

(발행량의 16.5%)

어드바이저, 팀 빌딩 및 Aergo 플랫폼의 테스트, 도입, 운영을 위한 토큰
총 토큰 공급량

500,000,000

(발행량의 100.0%)

Aergo 토큰 최신 유통 공급 요약 (2019 년 5 월 17 일자)
토큰 수
Aergo 프라이빗 토큰 세일 참여자들에게 분배된 토큰

56,914,399

(발행량의 11.3%)

Aergo 준비금에서 분배된 토큰

23,501,378

(발행량의 4.7%)

어드바이저 및 주요 서포터에게 분배된 토큰

13,046,865

(발행량의 2.6%)

다양한 생태계 개발 활동을 위해 분배된 토큰

12,954,349

(발행량의 2.6%)

총 토큰 공급량

106,416,991

(발행량의 21.3%)

향후 5 년간 예정된 Aergo 토큰 유통 공급량 요약 3
토큰 수

3

2019 년 2 분기 말까지 유통 예정인 토큰

120,000,000

(발행량의 24.0%)

2019 년 말까지 유통 예정인 토큰

246,314,397

(발행량의 49.3%)

2020 년 말까지 유통 예정인 토큰

314,897,015

(발행량의 62.9%)

2021 년 말까지 유통 예정인 토큰

385,897,015

(발행량의 77.1%)

2022 년 말까지 유통 예정인 토큰

430,000,000

(발행량의 86.0%)

2023 년 말까지 유통 예정인 토큰

450,000,000

(발행량의 90.0%)

독자들은 Aergo 토큰이나 코인의 구매, 판매,또는 소유의 판단을 미래 추정치에 의존해서 내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미래 유통

공급 추정치는 Aergo Organization 의 현재 진행 계획에 기반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이런 미래 추정치는 실제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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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6: Key Questions from our
Stakeholders
지난 몇 달간 다양한 질문과 피드백을 제공해주신
커뮤니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해결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빈도가
높았거나, 중요한 질문을 추려 자세한 답변과 함께
공유드립니다.

Aergo 퍼블릭은 dPOS 를, 사이드체인은 성능 기반의
POA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컨센서스 모델을
채용했습니다. Aergo 가 현재 개발 중인 양방향 머클
브릿지 기술을 활용해 토큰을 스테이킹해 Aergo 메인넷
운영에 기여하거나, 단순히 가지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인마켓캡(CMC)에 고시된 Aergo 토큰 유통량이
보고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트워크 참여사가 Aergo 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확대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능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됩니다. 블로코는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Aergo 팀을 대신해 초기
13 곳의 네트워크 참여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구현, 기술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은 암호화폐 시장 관련 데이터가 집중되는
포털입니다. 코인마켓캡 측에서 기존 프로젝트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유통량을 속여왔던 것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유통량이 측정되고 검증되는 과정을 바꿨습니다.
Aergo 유통량이 정확하게 표기되도록 코인마켓캡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본 QPU 발행일 기준으로,
정확한 유통량은 총 106,416,911 개(전체 발행량의
21.9%)입니다. 코인마켓캡에 표기된 Aergo 유통량은
103,934,838 개(전체 발행량의 20.8%)입니다. 발표되는
유통량과 코인마켓캡에 고시되는 유통량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Aergo 토큰 유통량을 정확히 공시하기 위해 코인게코를
비롯해 다양한 곳과의 협력 또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메인넷 인큐베이팅은 왜 필요한 건가요?
Aergo 는 대규모의 엔터프라이즈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기초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만큼, 검증된
기술과 혁신적인 기술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검증된
기술로는 LUA 와 개선된 SQL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 등이
있으며, 혁신적인 기술로는 오케스트레이션과 자동화된
서버리스 클라우드 구축 기능이 적용된 어플리케이션
마이크로서비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ISP 나 클라우드 시설을 보유한 이통사를 비롯해 다양한
호스팅 제공 업체는 네트워크 참여사는 물론, 자사
고객을 위한 사이드체인을 구현하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심을 보일 거라 기대합니다.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Aergo 토큰 이코노믹 모델이
다듬어지고 검증되면, 네트워크 참여사들이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엔터프라이즈급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단계별 접근법을 통해 구축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안전성과 성능 및 탄력성을 모두 갖춘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Aergo 메인넷의 인큐베이션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디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대형 벤더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과 서버리스 클라우드, 오픈소스
모델을 따라 차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걱정되지
않나요?
네,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998 년
오라클이 리눅스 도입 및 지원 소식을 발표했던 것에
빗대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IBM, 구글 등의 대기업이 Aergo 가 지난 18 개월 동안
홍보해온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신호로,
다양한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야말로 새로운
분산 신뢰 모델을 위한 답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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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경제 포럼은, 향후 5-7 년간 전 세계 GDP 의
10%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 집중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시장이 바로 Aergo 가 목표로 하는
시장이며, 엄청난 기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Aergo 는 이더리움이나 하이퍼레저를 비롯해 다른
플랫폼과 연동될까요?
실제 고객사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블로코는 수많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현했습니다. 많은 고객사가
Aergo 와 같은 하이브리드 플랫폼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더리움은 아주 뛰어난
다목적 스마트컨트랙트 플랫폼입니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기반의 dApp 과의 호환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Aergo
위에서도 손쉽게 구동할 수 있습니다. IBM 하이퍼레저는
수많은 보도 자료를 뿌리고 개념 검증 사례를
보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고객사들 대부분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모델에만 집중하는 플랫폼을 활용해
실제 구현 프로젝트를 구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고객사와 파트너의 니즈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과의 호환성을
구축하는 것 역시 수요가 있지 않으면 리소스를
낭비하면서까지 구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Aergo 는 이러한 이사회의 강점을 계속 살려 나가고자
합니다. 든든한 이사진이기도 하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할 때 최고의 조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른
분야로 넘어가기 위해 이사회에서 나간 경우는 있습니다.
빈자리를 아주 경험 많은 경영진이 곧 채워줄 것이라는
소식을 기쁘게 전하며, 자세한 내용은 곧 발표
하겠습니다.
김원범 블로코 설립자 겸 CEO 역시 최고 과학자로 Aergo
이사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분야의 진정한
선구자이며, Aergo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부터
열정적인 어드바이저였습니다.
Aergo 와 블로코는 한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블로코는 서울 소재의 5 년 차 비상장
기업입니다. 삼성벤처스와 인터베스트를 비롯해 국내외
대표기업이 투자자/주주로 있으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 엔터프라이즈급 블록체인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5 곳이 넘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35 개 이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블로코는 Aergo 의 핵심
이해관계자로, (i) 계약을 바탕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ii) 23 개 네트워크 참여사 중 하나로 참가하며 다른
참여사의 교육을 담당하며, (iii) 전략적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세일즈와 사업 개발 분야에서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Aergo 이사회나 어드바이저 팀에 변화가 있었나요?
우리의 프로젝트에 가장 바른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Aergo 의 전문성과 객관성, 투명성에
대한 기준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Aergo 팀은 Aergo
플랫폼의 기술 개발의 완성과 솔루션의 진정한
상용화라는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Aergo 팀은 가장 탄탄한 이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어드바이저만으로 가득한 여타 프로젝트들과
다릅니다. Aergo 는 경험이 풍부한 크립토 어드바이저는
물론,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업계의 전문가들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엔터프라이즈 클라우즈
컴퓨팅, 이동통신, 오픈소스 분야의 전문가들과 기업
투자 및 금융, 거래소, 이커머스, 법률, 데이터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Aergo 는 홍콩에 기반을 둔 별개의 법인입니다. 블로코와
별도로 세콰이어 캐피탈 차이나를 비롯한 주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Aergo 는 혁신적인
블록체인 솔루션을 만드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4 가지 핵심 요소를 조합하고자 합니다. (a)
고성능의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 (b)새로운 서버리스 컴퓨팅(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및 구축 프레임워크, (c) 개발자들이
손쉽게 프로그래밍하고 기존 IT 시스템과 연동하고
구축할 수 있는 향상된 모델, (d) 기초부터 새롭게 설계된
오픈소스 프로젝트.
Aergo 는 영리 법인이 아니며, 아주 엄격한 가버넌스/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입니다. Aergo 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 유지되기 위한 재단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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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Aergo 토큰은 핵심 오픈 소스
플랫폼의 핵심 기술 위에서 구동되는 추가적인 부가가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용됩니다.
Aergo 는 다양한 기업과 시스템 통합 파트너(SI),
개발자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리눅스가 기업 IT 시장에서 자리 잡은 것과 비슷하게
말이죠.
블로코는 글로벌 시장에 Aergo 기반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하게 됩니다. 레드햇과 리눅스의 관계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블로코와 Aergo 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세한 내용은
미디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암호화폐 관련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부문에서 복잡한 결정을 내려야할
때 이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암호화폐와
직접적인 관련 없지만 Aergo 가 성공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분야에서도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부문의 전문성을 지닌 세콰이아는
Aergo 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 사업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Aergo Organization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이클 애링턴(Michael Arrington)과 최근 Ninos 및 Ninor
Mansor 를 포함한 애링컨 XRP 캐피탈 팀 역시 PR 과
포지셔닝 및 메시징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퀀트 분석과 토큰 이코노믹스를 비롯해
훨씬 복잡한 분야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Aergo 토큰 상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더 많은 토큰 구매자가 Aergo 토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Aergo 프로젝트의
인지도를 높이고, 메인넷 및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파트너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업 파트너를 위한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참여사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Aergo 토큰 상장은 3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2018 년 4 분기, 블로코의 기업 및 기관이 주로 위치한
한국 소재 거래소 상장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2019 년
1 분기에는 비트렉스나 업비트를 포함한 규모가 더 큰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더
많은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후원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주요 프로젝트 후원사들과는 정기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후원사들은 우리 기술과 Aergo 기반의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에 동의합니다. 팀원과
경영진이 Aergo 를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네오 글로벌 캐피탈, JRR, 애링턴 XRP 캐피탈,
FBG 캐피탈, 세콰이어 차이나를 비롯해 업계 선도
기업들과 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이

Aergo 는 중국과 같은 주요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팀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실
건가요?
한국은 최근까지 Aergo 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의
중심이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인 블로코의 소재지이며,
블로코의 대다수 기업 고객(Aergo 의 기반이 된 핵심
기술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들이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개발에 포커스를 맞춤에 따라, 전 세계
다양한 지역으로 진출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우리 커뮤니티 구성원 중 많은 이들이 중국을 기반으로
하고 하며 Aergo 를 도입할 수 있는 수많은 잠재 고객이
있는 만큼, 중국에서의 활동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중국에서 진행할 주요 활동은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중국 소재 선도 블록체인 기업이나 생태계와 긴밀한
기술적, 사업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
2. 목표 산업의 다양한 채널과 파트너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의 Aergo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 올리는 것
3. 특정 분야의 전문 시스템 통합 사업자 및 개발자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
현재 계획 고도화 단계이며, 첫 번째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국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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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시작됐으며, 몇 달 안에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곧 열리게
될 주요 업계 행사 두 곳에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HTA Connecting Travellers 2019 은 2019 년 5 월
28 일부터 30 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립니다. 호텔
업계는 물론, 벤쳐투자와 항공사 업계까지 다양한 업계
선도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 행사에서 기업들은 Aergo
플랫폼이 어떻게 업계를 변화시켜 나가게 될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6 월 상하이에서 열릴 GSM Mobile World
Congress (MWC) Shanghai 2019 에도 참가합니다.
이동통신사나 호스팅 제공사들이 참가해 5G 나
사물인터넷, AI, 빅데이터를 비롯한 차세대 기술들을
소개하는 이 행사에서는 Aergo 블록체인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트워크 참여사로 참여해 Aergo 플랫폼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Aergo 사이드체인을
사용할 다양한 업계 기업을 대상으로 호스팅 서비스를
판매할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디지털
신뢰(Digital Trust)가 MWC19 의 주요 테마인 만큼,
Aergo 를 통해 이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잠재 기업 고객과 직접 만나 Aergo 솔루션을 선보일 수
있는 행사에 더 집중하고, 크립토 중심 컨퍼런스 참여
비중은 점점 낮춰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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