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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에게 알립니다:
해당 문서는 2020년 1월 31일에 게재되었으며 2019년 12월 31일이 오픈 재단의 이번 년도를 마감했음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들은 따로 명시되지 않은 이상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정보입니다.

독자들은 해당 보고서를 금융 투자 자문으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아이온 토큰의 매매, 보유 및 기타 행위의 근간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예측, 추정 또는 이론적으로 전망하는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된 요소들은 시장 위험성 및
불안정성으로 인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명시된 전망 요소들을 결정 및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 안됨을
경고합니다. 오픈 재단은 명시된 정보들, 발표문 또는 공지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갱신의 책무가 없음을 알립니다.

이 보고서에 감사되지 않은 재무 정보들은 오픈 재단에 의해 준비되었으며 온전한 재무제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재무
정보들은 기존의 회계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모든 금전적 단위는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이상 미국 달러를 따릅니다.

전략적 계획 수립과 조직의 투명성 의무를 따르는 것에 대해 딜로이트 캐나다(Deloitte Canada Inc.)가 오픈 재단의 자문 역할을
맡았고 그에 대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딜로이트(Deloitte)의 전략적 지도 하에 오픈 재단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감사
규제에 따랐더라도 재무적 자료에 대한 증명이나 검토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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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Matt Spoke)의 서문

소용돌이 같았던 올해가 또 한번 마감되었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출시한 이후, 2019년은
시장에서 아이온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원을 재할당하는데 소비한 1년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희의 전략과 점점 커지는 블록체인 업계 전반에서 생겨나는 격차에 대해 고찰해왔고, 그 속에서 두
가지의 통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개발자 모두에게 동일한 메시지와
기술적인 설명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복잡한 용어 및 수많은 문서들로 인해 사용자가

이를 이해하고, 개발자와 사업가들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둘째, 저희는 현재와 미래에 디지털 플랫폼의 탈중앙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플랫폼 업계에 주목하는 전략으로

수정했습니다. 지난 6월 저희는 기존 플랫폼 회사들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플랫폼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여러 사회적 활동들이 인터넷으로 이전되는 현상을 전 세계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움직임의 대부분은 우리들이 모이거나 연결되고, 또는 우리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업체들은 데이터와 규모를 이용한 무료 서비스를 지랫대삼아 조기에 네트워크 효과를 이루고, 이후 각 생태계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은 오직 차세대 솔루션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폐해를 낳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세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금융과 인터넷의 탈중앙화를 이루기 위해서 효과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을 때, 오늘날 플랫폼 경제가
아직 주목하지 못한 문제점들은 블록체인에게 명백한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와 통찰은 저희에게 아이온(Aion)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그리고 지난 11월에 아이온 프로젝트 리브랜딩 및 내러티브

이분화 그리고 공통된 비전으로 다시 연결 하는 새로운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공동의 비전은 오픈 애블리케이션 네트워크와 (The Open
Application Network, The OAN) 아이온 입니다 (Aion).

오픈 앱 네트워크(The OAN)는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픈 앱 (Open Apps) 을 호스팅 하는 오픈소스 공공 인프라 입니다. 오픈 앱들은

여러 플랫폼에 걸쳐 사용될 수 있고 유저들에게는 통제권을 되돌려주는 프로그램을 총칭합니다. 오픈 앱을 통해 개발자들은 우버(Uber)나 쇼피파이
(Shopify), 트위치(Twitch) 등 기존의 플랫폼들에 접근할 수 있고 혁신적인 경험에 대한 돌파구를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온은 이제 디지털 자산이자 독점적인 브랜드로 남게 되었으며, 암호화폐 생태계의 리더로 자리매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픈

앱 네트워크(The OAN)의 경제적 토대로서, 아이온은 비트코인 (“국경 없는 통화”) 과 이더리움 (“탈중앙 인터넷”), 그리고 여러 다른 암호화폐들의
메세지와 차별화되는, 제 3의 암호화폐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카테고리는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검증인, 채굴자, 거래소, 지갑,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아이온과 오픈 앱 네트워크(The OAN)를 활용하는 여러 기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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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from Matt
이러한 새 방향성의 결과는, 플랫폼들과 이들의 이해당사자 (The OAN), 그리고 암호화폐 생태계 (Aion)를 대상으로 한 독특한 내러티브와 시장
중심 전략(go-to-market )입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로서 소개되는 오픈 앱(Open Applicttions)은 우리가 사회에서 매일 쓰는 플랫폼들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에 대해, 블록체인이
해결책으로서 한발짝 더 다가가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2019년 저희의 성과는 오픈 앱 네트워크(The OAN)의 론칭과 표면적인 리브랜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경제로 초점을 맞춘 것은 의미 있는
기술 개발 성과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에 저희는 세계 최초로 자바 가상머신과 호환 될 수 있는 블록체인 가상머신인 아이온 가상 머신 (Aion Virtual Machine, AVM) 을

출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더 안전하고 탈중앙화된 블록 생성 매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1월에는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 합의 방식을

융합한 독특한 하이브리드 합의 프로토콜인 유니티 (Unity) 도 런칭했습니다. 런칭 이후 30군데 이상의 검증인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의 성원에

힘입어, 9천 2백만 이 넘는 아이온 토큰이 스테이킹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온 채굴 커뮤니티 또한 크게 성장하여 유니티를 적용하기 이전보다 평균
해시율이 두배 상승했으며, 네트워크 보안 참여도는 저희가 유니티를 출시할 때 설정한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는 워털루 대학 (University of Waterloo) 과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향후 몇년의 연구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영지식

증명(Zero Knowledge Proofs)과 완전 동형 암호(Fully Homomorphic Encryption)와 같은 암호화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지 않는 동시에 개인의 데이터가 유저 간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상호작용에 쓰이는 것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공동

연구는 테트리온(Tetryon) 테스트넷 런칭과 함께 시행되었으며, 수정이 가해진 조크라테스 (ZoKrates) 툴체인을 활용하여 AVM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 내부의 온체인 스나크(SNARK) 검증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팀원들은 2020년을 상상해보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생태계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 열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픈

앱 네트워크(The OAN)의 출시와 함께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높이고 보안 기반을 다져 저희는 주어진 시간과 자본을 가지고 상용화를 향해 힘껏
달려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2020년에는 운영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제품-마켓 핏 그리고 아이온의 인지도와 가치가 그 원칙 입니다.
제품-시장 적합성: 현 블록체인 생태계의 성숙도를 봤을 때 저희는 고객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제 3자에게만

의존한다면 저희는 목표 고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들과 직접 맞닿는, 오픈

앱 네트워크(The OAN)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제품 분야의 인력 규모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통제할 수 있게되고 오픈 앱 네트워크(The OAN)가 어떻게 실제 플랫폼 경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쇼케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온의 인지도와 가치: 네트워크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온은 디지털 자산으로서 계속 앞서 나아가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아이온의 가치를 높이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아이온 마케팅과 생태계 개발 (거래소, 커스터디, 검증인) 에
전적으로 집중할 성장전략 팀을 구성했습니다. 성장전략 팀은 외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온에 대한 접근성과 글로벌 인지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이번 여정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새로운 도전에 같이 맞서 헤쳐나갈 2020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M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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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오픈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The OAN”)

플랫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오픈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호스팅을 위한 오픈소스 공공 인프라.

오픈 재단 (“재단”)

The OAN 블록체인 실사용화를 위한 비영리단체. 재단의 법인명은 오픈 재단( the Open Future Foundation) 이다.

The OAN 커뮤니티 (“커뮤니티”)

The OAN 생태계 에 참여하는 엔지니어, 유저, 채굴자, 스테이커, 개발자, 코인 보유자, 제 3 의 파트너, 재단 등을 아우르는 통칭.

아이온 (Aion)

The OAN 상에서 쓰이는 암호화폐.
.

토큰 분배 스케쥴 (“Token Release Schedule, TRS”)

기존의 아이온 소유 분량에 더해 매 달 추가적인 아이온을 일정 비율 만큼 배분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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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업데이트 중요

해당 섹션은 독자들에게 2019년에 아이온 가상 머신과 유니티 합의 프로토콜에 적용된 중요한 발전 사항에 대한 개요와 간략한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The OAN 프로토콜 업데이트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The OAN 깃허브(Github) 와 The OAN 블로그에서

아이온 가상 머신 (AVM)

지난 18개월 동안 저희 엔지니어 팀과 The OAN 커뮤니티는 세계 최초로 JVM (자바 가상 머신) 과 호환되는 블록체인 가상 머신,
아이온 가상 머신 (AVM)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커뮤니티는 이미 성숙한 생태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아이온 가상 머신의 JVM 부분을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바 (Java)
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는 선택은 복잡한 문제였지만 후일 블록체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체들과
개발자들이 마주칠 문제점들을 간소화 하기 위해 자바를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자바는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개발자들에게 안정적인 개발 경험과 친숙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따라서 더 많은 대중들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온 가상 머신 개발은 저희의 오픈 인프라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저희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요긴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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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업데이트 중요사항
유니티 합의 프로토콜과 토큰 이코노믹스

2019년 11월에 오픈 재단은 퍼블릭 블록체인 환경에서 쓰일 수 있는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인 유니티를 출시했습니다. 유니티는 The
OAN 의 전반적인 보안성과 확장성 개선을 위해 작업증명 방식과 지분증명 방식을 합친 합의 프로토콜입니다. 유니티는 작업증명과
지분증명을 통해 블록 생성 방식을 교차해가는 지속적인 프로토콜입니다. 이로써 채굴과 스테이킹 커뮤니티 모두에게 네트워크
보안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유니티의 지분증명 매커니즘을 통해 아이온 홀더들이 아이온을 스테이킹 함으로써 네트워크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홀더들은 스스로 검증인이 될 지, 아니면 자신의 지분을 기존의 스테이킹 풀에 존재하는 검증인들에게 위임할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개선의 댓가로 지분 증명 참여자들은 블록 보상을 얻게 됩니다. 재단은 스스로의 지분 증명에 참여할 수
없는 정책을 유지합니다.

아이온 발행
유니티 프로토콜로 전환함에 따라 아이온 이코노믹스도 변경되었습니다. 유니티는 작업증명과 지분증명 작업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지분증명 도입의 결과로 작업증명/지분증명 블록생성 보상도 50대50 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보상의 분리로 인한 상대적 손실
보상을 위해 블록 보상이 유니티 이전 블록 당 1.5 아이온에서 블록당 4.5 아이온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코인은
채굴자와 스테이킹 참여자 모두에게 네트워크 보안 유지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아래 테이블은 대략적인 연간 아이온 블록 생성 보상 물량입니다. 블록 보상은 블록 생성에 대해 고정된 비율로 지급됩니다.

연간 지분증명
(Annual POS)

연간 작업증명
(Annual POW)

전체 연간 발행량
(Total Annual Issuance)

7,095,600

7,095,600

14,191,200

전체 아이온 공급량 상승에 따라, 총 공급량 대비 블록 보상 발행 퍼센티지 비율을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아래 테이블은 총
공급량 대비 연간 아이온 발행량 퍼센티지 감소율 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발행량 퍼센티지( %)

2020년 12월 31일
발행량 퍼센티지(%)

2021년 12월 31일
발행량 퍼센티지(%)

2.99%

2.90%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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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업데이트 중요사항
아이온의 공급량과 배분, 아이온의 새로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아래 테이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1과 2 는
재단과 대중이 소유하고 있는 유동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아이온과 블록 생성 보상으로 지급되는 아이온에 대한 도표 입니다.
차트1: 전체 공급량 세분화 도표

Aion Distribution

Open Foundation

Circulating
Supply

Locked
Supply

Circulating
+ Locked

60,038,369

67,707,737

127,746,106

381,526,642

93,161,433

474,688,075

Public (TRS concludes Nov 2019)

321,488,273

Total Supply at Dec 31, 2020 (1)

488,879,274

Total Supply at Dec 31, 2019 (1)

Total Supply at Dec 31, 2021 (1)

25,453,696

346,941,969

--

503,070,474

488,879,274

--

503,070,474

각주:：

1. 전체 공급량은 블록 보상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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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ting Supply of Aion (Millions)

图2：Aion流通量表

Open Foundation

각주:

1. 위의 그림은 재단에 의해 행해진 거래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며 시각화를 통한 의미전달만을 위한 것임.
2. 2019년 11월에 유니티 합의 프로토콜이 적용됨.

3. 아이온 개인 토큰 분배 스케쥴이 2020년 11월에 종료될 예정이며 재단이 소유하는 아이온 총량은 재단의 지출 행위에 근거, 시중으로 옮겨질 수 있음.
4. 어느 시간대에든지, 시중 유통되는 아이온의 일정 물량은 스테이킹 컨트랙트에 묶여있음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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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재단의 재무팀은 법정화폐, 암호화폐 그리고 아이온을 통한 절제된 지출행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정기적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사업 및 재무 관련 결정은 물론 재단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Matt Spoke

오픈 재단의 CEO 겸 공동창립자로 지난 6년간 딜로이트의 루빅스(Rubix), 캐나다 블록체인 기술 연합(
Blockchain Technology Coalition of Canada), 그리고 이더리움 기업 연합(Enterprise Ethereum Alliance,
EEA)과 같은 프로젝트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Jin Tu

오픈 재단의 공동창립자이자 전 CTO 로, 베이항대학교(Beihang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 받았고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개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Robert Schmultz

중소규모 사업체에 집중하고 있는 사모펀드인 미드오션 파트너스(MidOcean Partners) 의 중역을 겸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인 블록체인지 벤쳐스(Blockchange Ventures) 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버트는 이전에 탈보츠(Talbots) 에서 이커머스 및 고객관계관리(eCommerce and CRM)
의 SVP (Senior Vice President)를 임했으며, 회사의 근대화와 디지털화, 직접 마케팅과 분석 역량 확장을
감독했습니다.

다음 섹션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 3개월과 각 분기별 재단의 법정화폐, 암호화폐 그리고 아이온 지출내역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주된 사항들 외에, 모든 액수는 미국 달러 (USD) 로 산출되었으며 재단과 그 산하 기관들을 아우르는 집약본
입니다.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은 지출 사항들을 시기와 함께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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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지출 요약 (Aion 제외)

차트3 에서 강조 표시된 부분은 재단의 운영 활동에 대한 내역입니다. 운영 활동은 지속적인 The OAN 개발 지원과 관리를 위해
발생된 핵심 활동들을 총칭합니다. 2019년 4분기에 발생한 총 운영 지출은 전 분기 대비 24% 상승했습니다.
차트 3: 법정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출 요약

$USD

Q1 2019

Q2 2019

Q3 2019

Compensation

$1,000,282

$1,131,782

48,044

97,356

Marketing
Ecosystem & Technical
General & Administrative
Professional Services

Total Expense

Oct 2019

Nov 2019

$970,396

$285,700

$296,893

410,043

230,824

159,033

Dec 2019

Q4 2019

Total

$424,022

$1,006,616

$4,109,076

118,106

507,964

1,063,407

22,797

27,495

223,227

242,717

47,020

97,890

387,627

661,146

273,320

261,843

222,828

91,502

130,160

100,474

322,137

1,080,128

125,281

73,079

69,048

62,581

24,896

32,981

120,458

387,866

$1,469,724

$1,591,555

$1,895,542

$913,325

$658,002

$773,475

$2,344,801

$7,301,622

• 12월 보수 지출 증가는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연 2회 직원 인센티브 플랜에 대한 지출로 인해 발생. 직원 인센티브 플랜은 재직률과
창의력, 리더십 장려를 보장함.

• 마케팅 지출은 2019년 4분기에 이전 분기 대비 24% 증가했으며 The OAN 의 전략적 리브랜딩을 전 세계 OAN 커뮤니티에 알리고
소통하는 데에 쓰임.

• 생태계 및 기술 관련 지출은 74% 증가했으며 그 결과 유니티 프로토콜 출시와 디지털 자산 전략 업데이트를 이루어냄.
• 추가적인 일반지출 및 행정지출이 발생했으며 재단의 새로운 전략적 비전 실행을 위한 인재 고용에 쓰임.

• 2019년 4분기 총 보수 지출 중 약 56%는 엔지니어링과 기술 부서 관련, 나머지 44%는 마케팅, 생태계, 일반 및 행정 부서에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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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아이온 지출 요약

아래 차트는 재단의 2019년 4분기에 이루어진 아이온 지출과 그 이전 2019년 3분기 동안 아이온 지출을 요약합니다. 액수는 아이온
수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차트4: 아이온 지출 요약
Aion

Q1 2019

Q2 2019

Q3 2019

Oct 2019

Nov 2019

Dec 2019

Q4 2019
Total

Grants & Bounties

3,013,458

Employee Incentives

1,839,962

40,110

50,000

41,110

--

91,110

4,984,640

1,907,746

762,554

2,000

--

--

2,006,900

2,006,900

4,679,200

Ecosystem & Technical

94,584

408,237

--

175,491

87,856

199,451

462,798

965,619

Marketing

70,562

--

102,678

71,428

62,500

84,872

218,800

392,040

5,086,350

3,010,753

144,788

296,919

191,466

2,291,223

2,779,608

11,021,499

Total Expense

• 생태계 및 기술 분야 지출이 증가했으며 보안 감사, 제품 및 도구 개발, 그리고 커뮤니티 기여 프로그램에 의함. 재단은 참여
업체들과 커뮤니티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일부를 아이온으로 지불함으로써 장기적 인센티브 조율을 꾀하고자 함.
• 장기 재직자 인센티브 지불은 해당 연도 6월과 12월에 발생.
• 재단은 새로운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해 다수의 마케팅 회사를 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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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상태

다음 표는 2019년 12월 31일부로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 현황입니다. 차트5 는 또한 2019년 12월 31일부로
재단이 소유한 유동 및 비유동 아이온 보유량을 나타냅니다. 비유동 분량은 재단 앞으로 남은 개인 토큰 분배 스케줄 분량을
나타냅니다.
차트 5: 재단 보유 자산

Units

$USD

Fiat

10,087,237

$10,087,237

BTC

194

$1,395,635

ETH

28

$3,633

Fiat, BTC, and ETH

Total

$11,486,505

AION Holdings

Units

Liquid Aion

60,038,369

Locked Aion

Total

67,707,737

127,746,106

*차트 5 에 표기된 법정 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아이온의 미국 달러 가치는 2019년 12월 31일 가격에 의거한 것이며 운영비용 지출과
암호화폐의 변동성으로 인해 해당 보고서 작성 및 발행 시기에 따라 금액 가치가 상이함.

• 재단은 보유중인 법정 화폐를 운영지출에 대한 주요 자금으로 활용할 것임.
• 재단은 토큰 분배 스케쥴을 통해 (TRS) 토큰을 받을 수 있는 일부 개인과 미래 TRS 분량에 대해 스테이킹 컨트랙트로 위임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음. 이로 인해The OAN 네트워크는 강화되고 장기 아이온 보유자들은 혜택을 받게 됌. 개인 TRS 는 2020년 11
월 15일에 마지막 분배가 발생. 해당일 이후 상기 계약에 속하는 TRS 수혜자는 자기 소유의 아이온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가짐.
2019년 12월 31일부로, 상기 계약을 통해 스테이킹에 위임된 TRS 물량 총량은 16,729,169 아이온이며 해당 계약은 재단의 아이온
보유물량과는 무관하고 유동적 물량이 비유동 아이온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함.
• 2019년 11월에 재단은 벤처 펀드에게 12,000,000 아이온을 전략상 이유로 재단 보유물량에서 판매함. 해당 판매는 일시적으로
일어났으며 장기적인 전략적 투자자 확보 및 더 넓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움직임임. 해당 판매를 위해 재단은 몇몇 코인 보유자들의
미래 TRS 물량을 구매했음. 이번 거래 행위로 재단 소유의 유동적, 비유동적 아이온 물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 2019년 4분기에 일어난 투자, 대출, 인증된 네트워크 파트너 간 발생한 아이온 액수는 727,459 임.
• 2019년 12월 31일 부로 재단은 7,075,530 개의 아이온을 네트워크 파트너를 대신해 보유하고 있음.
• 재단은 적격한 프로젝트들을 위한 보조금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파트너들과 오픈 앱 커뮤니티와 함께 할
것. 모든 종류의 투자 및 보조금 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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