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재단
보고서

지속적인 책임감 및 투명성 견지의 일환으로, 오픈 재단(“재단”)은
오픈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The OAN”) 커뮤니티를 위한 2020
년 1분기 보고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재단의
내부 운영과 수치, 그리고 전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2020년 2분기부터 재단은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지출에 대한
보고를 제품 및 엔지니어링, 마케팅 및 성장, 그리고 일반 및 행정
3가지 주요 운영 카테고리에 맞추어 정보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재단의 자원 배분에 대해 더욱 포괄적인
이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2020년 2분기를 전 분기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재단은 2020년 1분기 보고 내용을 이번 분기 카테고리
분류법에 맞추어 작성 했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다음 섹션은 2020년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하는 지난 3달간
발생한 재단의 법정화폐, 암호화폐, 그리고 아이온(AION) 지출을
개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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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표1
법정화폐 및 암호화폐 지출 요약 (Aion 제외)

2020

Q1

4월

5월

6월

Q2

$837,970

$250,646

$221,547

$286,174

$758,367

마케팅 및 성장

500,813

181,262

173,248

161,390

515,900

일반 및 행정

562,675

179,682

198,448

152,393

530,523

$1,901,458

$611,590

$593,243

$599,957

$1,804,790

미국 달러($)
제품 및 엔지니어링

총 지출 (미국 달러$)

2020년 2분기에 재단은 The OAN을 활용하는
제품의 시제품 개발 및 연구를 위한 특수 프로젝트
팀을 구성했습니다. 2020년 2분기 총 지출의 약
63%는 엔지니어링과 기술 관련 부분에서,

그리고 37%가 마케팅, 일반 및 행정 관련한
부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아이온
(Aion)
지출 요약
측면의 표(도표 2)는
2020년 6월 30일부로
끝나는 지난 3개월간의 지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합계의 단위는 아이온(Aion)이며
아래에 추가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0

도표2
Aion지출 요약

2020

Q1

4월

5월

6월

Q2

669,839

-

-

-

-

-

248,691

40,969

2,471,138

2,760,798

498,598

320,564

420,664

320,564

1,061,792

마케팅

2,249,310

30,837

30,837

30,837

92,511

총 지출

3,417,747

600,092

492,470

2,822,539

3,915,101

Aion
지원금 및 바운티
장기 근속 인센티브
생태계 및 기술

재단은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면서 개선하기
위해 생태계 및 기술 솔루션 부분에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2020년 2분기 아이온 총 지출액은 2020년 1
분기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6월에
장기 직원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지출 증액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

→

재무 현황

도표 3에 명시된 법정화폐, 현재
자산, 암호화폐 (BTC, ETH, USDT)
그리고 AION의 총액은 2020년 6
월 30일 가격에 근거한 액수이며,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 및 운영
지출로 인해 보고서 발행 이후의
액수와 다를수 있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이라이트 된 부분들은 2020년 6월 30일부로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법정화폐, 자산 그리고 암호화폐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부로 재단 소유 유동 및 비유동
아이온 내역은 도표 3에 대략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비유동
분량은 재단 앞으로 남은 개인 토큰 분배 스케쥴(Token Release
Schedule, TRS)에 묶인 분량을 나타냅니다.

도표 3
법정화폐, 현재 자산 및 암호화폐 (Aion 제외)
법정화폐 및 현재 자산
암호화폐

총합

현재 재산은 단기 매출금과 미래 서비스를 위한
선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 1분기의
법정화폐 및 현재 자산은 총 $7,908,068 였습니다.
2020년 2분기 운영 활동의 대부분은 재단의
법정화폐 보유분으로 충당되었습니다. 2020년 2
분기 동안 재단은 BTC나 ETH를 현금화 하지
않았습니다.
재단은 미래에 개인들이 수령할 토큰들을 스테이킹
컨트랙트로 위임하는 계약을 개인 토큰 분배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맺었습니다. 2020년

독자 유의사항:

→ 해당 보고서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는 달리 표기되지 않은
이상 2020년 6월 30일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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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D

Aion
보유분

갯수

$6,470,667

유동 Aion

79,598,266

$1,811,747

비유동 Aion

35,933,528

$8,282,414

총합

115,531,794

2분기에 601,817개의 AION이 추가적으로
스테이킹 컨트랙트에 위임되었습니다. 해당
거래는 재단의 Aion 재무 전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토큰들이 유동적인 상태에서 비유동적인
상태로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20년 2분기에 검증된 파트너들과의 투자,
대출, 거래 총액은 1,092,755 AION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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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