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재단
보고서

지속적인 책임감 및 투명성 견지의 일환으로, 오픈 재단(재단)은
오픈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The OAN) 커뮤니티를 위한 2020년
1분기 보고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재단의 내부 운영과 수치, 그리고 전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다음은 2020년 3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하는 지난 3달간 발생한
재단의 법정화폐, 암호화폐, 그리고 아이온(AION) 지출을
대략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단은 시기별 발생한 지출에 대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발생주의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수치들을 보고합니다.

지출
지출 요약
* AION 제외

도표 1에 명시된 내용들은 재단의
운영 활동들을 나타냅니다.
운영 활동들은 The OAN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어난 핵심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표 1
법정화폐, BTC, ETH 지출 요약

2019

2020

Q4

1월

2월

3월

Q1

$1,006,615

$311,491

$303,827

$338,133

$953,451

마케팅

507,963

82,504

124,190

123,528

330,222

생태계 & 기술

387,627

142,882

56,338

55,864

255,084

일반 & 행정

322,136

94,088

80,352

80,509

254,949

전문 서비스

120,458

33,416

34,528

39,808

107,752

$2,344,799

$664,381

$599,235

$637,842

$1,901,458

미국 달러($)
임금

총 지출 (미국 달러$)

평가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재단은 효율적인 운영과 새로운 툴 및 신기술을
통해 일반 및 행정 지출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총 지출은 2019년 4분기 대비 19%
감소하였습니다. 지출 감소의 원인은 The OAN
리브랜딩 전략을 위한 비순환비용이 2019년 4분기
지출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분기 총 임금 지출 중 약 54%는
엔지니어링 및 기술 관련 부분에서 발생하였고,
46%는 마케팅, 생태계, 그리고 일반 및 행정
부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재단은 현 사용자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국제 커뮤니티 확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 1
분기에 재단은 국제 마케팅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 대한 정보와 글로벌 시장 자원에 즉각적인
접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생태계 및 기술 지출은 네트워크 보안 업데이트,
국제 커뮤니티를 위한 툴링 확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

아이온
(Aion)
지출 요약
측면의 표(도표 2)는
2020년 3월 31일부로
끝나는 지난 3개월간의 지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합계의 단위는 아이온(Aion)이며
아래에 추가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표 1
지출 요약

2019

2020

Aion

Q4

1월

2월

3월

Q1

지원금 & 바운티

91,110

225,529

324,124

120,185

669,838

2,006,900

-

-

-

-

생태계 & 기술

462,798

10,694

487,804

100

498,598

마케팅

218,800

124,309

2,081,452

43,549

2,249,310

총 지출

2,779,608

360,532

2,893,380

163,834

3,417,746

장기 재직 직원 인센티브

2020년 1분기 동안, 재단은 아이온을 신규
거래소에 상장 시키며 아이온에 대한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마케팅 지출은 재단의 새로운 브랜딩 전략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오픈 앱 개발을 위해 지난 분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장기재직 인센티브 지급은 6월과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지속적인 지지와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목적으로 검증된 네트워크 파트너에
한하여 지원금 및 바운티가 제공되었습니다.

→

→

2020년 3월 31일부로 재단 소유의 유동 및 비유동 아이온 내역을
도표 3에 개략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비유동 분량은 재단 앞의
남은 개인 토큰 분배 스케쥴(Token Release Schedule, TRS)에
묶인 분량을 나타냅니다.

재무현황
도표 3에 명시된 법정화폐, BTC,
ETH, Aion의 총액은 2020년 3월
31일 가격에 근거한 액수이며,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 및 운영
지출로 인해 보고서 발행 이후의
액수와 다를 수 있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도표 3

단위

미국 달러($)

아이온
물량

단위

7,790,861

$7,790,861

유동Aion

63,197,601

BTC

194

$1,249,096

락업Aion

55,156,539

ETH

28

$3,745

Total

118,354,140

법정화폐, BTC, ETH
법정화폐

총계

2020년 1분기 운영 활동의 대부분은 재단의
법정화폐 보유본으로 지불되었습니다. 2020년 1
분기에 재단은 BTC나 ETH를 현금화 하지
않았습니다.
재단은 미래에 개인들이 수령할 토큰들을 스테이킹
컨트랙트로 위임하는 계약을 개인 토큰 분배
스케쥴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 1분기에 걸쳐 5,055,167개의 추가적인 Aion
이 TRS 스테이킹 컨트랙트를 통해 위임되었습니다.
해당 거래는 재단의 Aion 재무성 전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토큰들이 유동적인 상태에서
비유동적인 상태로 바뀌는 결과만 초래하였습니다.

독자 유의사항:

→ 해당 보고서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는 달리 표기되지 않은
이상 2020년 3월 31일부로의 정보입니다.

→ 해당 보고서는 오직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며, 그 어떤
형태의 아이온 코인의 판매 홍보나, 구매 제안으로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 독자들은 해당 보고서 내용을 재무적, 또는 투자 조언으로

받아들이거나, 근거로 삼아선 안되며,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그 어떤 목적으로의 아이온 코인의 구매나 판매,
보유를 해선 안됩니다.

$9,043,702

재단은 2,118,522 Aion을 개인 토큰 홀더로부터
구매하였습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이루지는
활동은 아니며 더 큰 목적 달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1분기의 투자, 대출, 그리고 검증된
네트워크 파트너들과 거래된 보상 총액은
8,092,739개 입니다.
재단은 투자를 진행하고 검증된 프로젝트들에
지원금 지급을 위해 네트워크 파트너와 아이온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해당
사항의 지출은 재단의 법정화폐, 또는 Aion
보유분에서 충당될 것입니다. 모든 물질적 투자와
지원금 조달은 이사회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 해당 보고서는 전망, 예측, 또는 미래 계획적으로 쓰인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내용과 달리 불확실한
것이며 실질적인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러한
전망이나 예측과 같은 내용을 맹신하면 안될 것입니다. 재단은
정보의 최신화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런 사항에 대한 수정된 내용의 정보 전달 및 이를 공개적인
성명으로 발표할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보고서의 모든 금액 단위는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미국 달러로 표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