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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에게 알립니다:독자들에게 알립니다:

해당 문서는 2021년 1월 22일에 게재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 오픈 재단의 올해 회계연도를 마감했음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해당 문서는 2021년 1월 22일에 게재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 오픈 재단의 올해 회계연도를 마감했음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들은 따로 명시되지 않은 이상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정보입니다. 이 보고서는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아이온 모든 정보들은 따로 명시되지 않은 이상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정보입니다. 이 보고서는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아이온 
토큰이나 코인 구매를 권유하거나 매도를 제의할 목적이 아닙니다. 토큰이나 코인 구매를 권유하거나 매도를 제의할 목적이 아닙니다. 

독자들은 해당 보고서를 금융 투자 자문으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아이온 토큰의 매매, 보유 및 기타 행위의 근간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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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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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아서는 안됨을 경고합니다. 오픈 재단은 인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명시된 전망 요소들을 결정 및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됨을 경고합니다. 오픈 재단은 
명시된 정보들, 발표문 또는 공지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갱신의 책무가 없음을 알립니다. 명시된 정보들, 발표문 또는 공지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갱신의 책무가 없음을 알립니다. 

이 보고서가 다루는 감사되지 않은 재무 정보는 오픈 재단이 준비했으며 온전한 재무제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재무 정보는 기존의 이 보고서가 다루는 감사되지 않은 재무 정보는 오픈 재단이 준비했으며 온전한 재무제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재무 정보는 기존의 
회계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모든 금전적 단위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미국 달러를 따릅니다.이 보고서의 모든 금전적 단위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미국 달러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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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용어

오픈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오픈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The OANThe OAN”)”)

오픈 재단 (“재단”)오픈 재단 (“재단”)

아이온

토큰 발행 스케줄(“토큰 발행 스케줄(“TRSTRS”)”)

The OANThe OAN 커뮤니티 (“커뮤니티”) 커뮤니티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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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AN 블록체인 실제 대중화를 위한 비영리 단체. 재단의 법인명은 오픈 미래 재단(the Open Future Foundation)이다.

The OAN 상에서 쓰이는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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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AN 생태계 에 참여하는 엔지니어, 사용자, 채굴자, 스테이커, 개발자, 코인 보유자, 제 3 의 파트너, 재단 등을 아우르는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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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메트(Matt SpokeMatt Spoke)의 서문)의 서문
저는 2016년 5월 떠오르는 블록체인 업계에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월드 클래스 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누코 네트워크(Nuco Networks Inc.)를 설립했습니다. 

저는 거의 5년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멀리 올 수 있을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바뀌었고, 팀은 
성장했고, 저 스스로는 많은 경험과 통찰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시장의 새로운 정보를 취하고, 경쟁 업체들이 구축하는 서비스를 관찰하고, 다뤄지지 않은 기회들에 
대해 기록하며 저희 사업의 논지도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거의 시작부터 여기에 함께 계셨기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2017년 아이온을 출시할 당시, 저희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확신과 진실성을 
전략으로 접근했고, 3년이상 동안 저희는 새로운 기술을 구축하여 수백 개의 기업과 개발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저희의 아이디어와 성취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른 성공의 신호를 보기도 했고, 어떤 경우 매우 큰 성공도 있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는 세계적인 글로벌 팀을 구축하여 도전으로 가득한 기술적인 로드맵을 실행해 나갔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구조적으로 팀을 재구성하여 아이온 커뮤니티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업인 누코 네트워크에서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춘 아이온 재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우리의 전략이 최고였기 때문에 저희는 자발적으로 이를 실행하여 완전한 선도 주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커뮤니티를 
구축하는데 3년을 사용했으며, 우리의 기술 주위에 의미있는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하고자 달려왔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특정 시장 변화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전반적인 블록체인 생태계가 자그마한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하는 프로토콜들로 폭발하고 있었고, 이들은 대중을 설득시키는 데에 지지부진한 시장 내에서 대중화를 위해 경쟁했습니다. 아이온도 이 
프로젝트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더욱 경쟁적인 상황을 만들면서 더 규모가 있는 대차대조표와 기존의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들에 의해 지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온은 대개 차별화가 되지 않았고, 우리의 프로토콜에서 의미 있는 장기간 유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도입을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 예측할 수 없는 개발 관련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업계 상황을 보면, 증가하는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인해 시장이 
포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눈에 띄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분명 많은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노력과 접근 전략을 회고할 때면 크나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날 가장 규모가 큰 프로토콜이 성취하고 있는 것들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픈 재단은 The OAN과 아이온을 도입시키는 데 유의미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태계로 제품과 개발자들을 모으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이온 생태계에서 장기적인 가치를 개발하기에는 지고있는 전략이라는 것이 점점 명백해졌습니다. 

저희는 소비자들이 현실에서 부닥치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브(Moves)를 설립하여 의미있는 도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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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메트(Matt SpokeMatt Spoke)의 서문)의 서문

있습니다. 무브 프로젝트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The OAN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무브를 구축하는 쪽으로 이끈 저희의 통찰은 The OAN
을 작업하며 얻을 수 있었던 경험과 다년 간의 배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공의 가능성과 집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새로운 방향은 어려운 의사결정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The OAN과 아이온은 더 이상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주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디자인 공간과 
호환이 되지 않는 프로덕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를 신뢰하는 커뮤니티를 계속해서 유지할 예정이며, 이는 저희의 장기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리소스를 무브 프로젝트로 이동하고, 커뮤니티 여러분이 따라오기를 희망합니다. 아이온 커뮤니티의 
멤버들은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브는 미지의 지역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고심해 볼 만한 시장과 긱 근로자들을 위해 “소유권 경제”를 구축한다는 아이디어는 저희 제품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실제로 만들기 위해 암호 경제와 토큰 소유권의 디자인을 통해 제품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과장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분석한 광범위한 리서치에 따르면 이 제품을 통해 이 시장의 장벽을 허물고 이번 10
년 간의 가장 중요한 기술 회사 중의 하나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무브와 함께 하는 저희의 비전은 제가 창업가가 된 이후로 가장 가슴 뛰는 일입니다. 긱 경제의 중요성이 만든  어마어마한 이 기회는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시장의 니즈를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긱 근로자들은 전 세계 노동 조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경제적으로 함께하는 커뮤니티로 결합시키고,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제품은 이 시장의 균형을 다시 맞춰줄 것입니다. 이 기회의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합니다. 

무브를 통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의 원리와 기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블록체인이 The OAN이 될 것이냐, 그리고 
아이온이 소유권을 대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백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는 The OAN과 아이온 둘 다를 우선 순위로 두고 작년에 무브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이때문에 사용자 들의 문제를 우선 
순위로 삼고 제품-시장 적합성을 발견하는 데 있어 잘못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재정비하여 이전에 저희가 개발한 다른 어떤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첫 번째 원칙부터 무브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이유는 이것이 커뮤니티에게 장기적으로 더 크고 중요한 기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이온은 형태를 바꿀 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이러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아이온을 지지하는 커뮤니티 여러분에게 가치를 전달해 줄 것이라는 
데에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제품이 어떻게 개발되든 간에 저희의 우선순위와 책임은 우리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든 커뮤니티일 것입니다. 저도 아이온 홀더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 관심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와 아이온 홀더 그리고 아이온 직원들에게 저는 매우 진지하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정직과 투명성을 강조했고, 지금이 바로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결정이 펼쳐질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저희는 아래의 사항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 아이온 재단의 자산은 매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2. The OAN 프로토콜은 계속 존립할 것이며, 커뮤니티와 재단에 의해 유지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재단이 해시 파워에 기여하거나 
커뮤니티를 보조하기 위한 스테이킹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블록 생성에서 만들어진 모든 리워드는 공개적으로 ‘소각’될 것입니다. 

3. 아이온은 계속 전송 가능하고, 교환 가능하며, 스테이킹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아이온의 주요 수단과 거래소 상장은 계속해서 지원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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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브는 구성원의 토큰 기반 소유권을 해제하기 위해 제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무브 소유권 디자인이 사용자와 함께 구현될 준비가 
되면, 아이온 커뮤니티는 이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 생성된 디지털 자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장에서 승리할 기회를 잡기 위해 저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 방향을 고려했을 때, 무브는 우리 멤버들과 이해 관계자들 모두가 이 여행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 전략에 관해 블로그와 
트위터를 발행함으로써 “오픈하고 개발하는” 원칙을 채택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이러한 형식으로 저희가 발행하는 마지막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구상한 원래의 의도나 전략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AMA나 아이온/OAN 소셜 미디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예정이며 텔레그램 채널을 

아이온 홀더에게 가치를 선사하기 위해, 무브에 집중하는 것이며, 성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다음에 올 것이 무척 기대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와 함께 이 여행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메트 스포크

메트(메트(Matt SpokeMatt Spoke)의 서문)의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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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지출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세 달 동안 소비한 재단의 법정화폐, 암호화폐, 그리고 아이온을 다룹니다. 재단은 비용 발생 시기에대한 정보를 
발생 기준으로 기록했습니다.  

지출 요약 (아이온 제외)지출 요약 (아이온 제외)

도표 1에 강조된 부분은 재단의 운영 활동들입니다.  
운영 활동들은 The OAN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핵심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USD$USD Q1 2020 Q2 2020 Q3 2020 Q4 20201010월월 1111월월 1212월월

제품 & 엔지니어링 $837,970

562,675

$758,367

530,523

$749,223

653,971

$214,478

159,143

$216,745

110,296

$212,429

108,059

$643,652

377,498

500,813

$1,901,458

515,900

$1,804,790

248,558

$1,651,752

54,295

$427,916

113,386

$440,427

78,028

$398,516

245,709

$1,266,859

마케팅 & 그로스

일반 & 운영

총 지출(총 지출($USD$USD))

도표 1: 법정화폐 및 암호화폐 지출 요약 (아이온 제외)도표 1: 법정화폐 및 암호화폐 지출 요약 (아이온 제외)

 ● 2020년 4분기에 이전 분기보다 전체 지출이 23% 감소했습니다. 낮아진 전문가 수수료가 4분기 비용 효율에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 2020년 4분기 총 보수 지출 중에서 대략 64%가 엔지니어링 및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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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분기에 재단은 장기 근속 근무자 인센티브나 생태계와 기술 관련 아이온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3분기에 비해 전체 아이온 지출이 70% 감소했습니다.  

아이온 지출 요약아이온 지출 요약

아래의 내역(도표 2)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 달 동안의 지출 내역을 요약합니다. 액수는 아이온으로 표시되며 아래에 관련 세부 내역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Aion Q1 2020 Q2 2020 Q3 2020 Q4 202010월월 11월월 12월월

보조금 & 바운티 669,839

498,598

-

1,061,792

331,250

1,161,257

15,629

-

51,560

-

1,200

-

68,389

-

-

2,249,310

3,417,747

2,760,798

92,511

3,915,101

237,854

366,685

2,097,046

-

202,706

218,335

-

367,271

418,831

-

-

1,200

-

569,977

638,366

근무자 인센티브

생태계 & 기술

마케팅

총 지출총 지출

도표 2: 아이온 지출 요약도표 2: 아이온 지출 요약

지출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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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재무상태
도표 3은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법정화폐, 유동 자산 및 암호화폐 (아이온 포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도표 3은 2020년 12월 31일 작성된 내역으로 보고서가 발간되는 날짜의 재무 상태가 암호화폐 변동성이나 운영비 지출에 의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화폐, 유동자산 및 암호화폐 (아이온 제외)법정화폐, 유동자산 및 암호화폐 (아이온 제외)

법정화폐 & 유동 자산 $4,860,415 유동 아이온              유동 아이온              113,201,043

암호화폐

총합총합 총합총합$6,810,471 113,201,043

$1,950,056 비유동 아이온비유동 아이온 -

$USD 아이온 보유분                       아이온 보유분                       갯수갯수

도표3: 재단 보유도표3: 재단 보유 도표4도표4

4분기 들어 투자 대출 및 네트워크 파트너들과의 이자 등을 포함한 발생액은 총 447,744개 아이온입니다. 법정화폐 및 유동 자산 회계에 
포함된 내역은 현금, 사전 지추라 현재 미수금 등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AION 유통량은 488,879,274개입니다. 2018
년 11월 30일에 발간된 AION 재단 보고서에 기재된 프라이빗 토큰 발행 스케줄(TRS)에 따라 해당 물량이 2020년 11월까지 마지막 분배를 
완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