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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FP (AIDUS Global D-Fund Platform) 란?

AIDUS Global D-Fund Platform은 Ethereum 네트워크 위에 구축된 분

산 펀드 마켓으로, 전 세계의 투자자 및 자산운용사가 Blockchain 및 SMA

RT Contracts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Peer to Peer 펀드

계약을 생성할 수 있으며 계약된 해당 펀드 정보를 Blockchain에 등록하

여 Oracles* Agent 를 통해 지속적으로 펀드정보를 제공하는 자산운용

전문 플랫폼이다.

AIDUS 저작권

명시적 허가없이 누구나 원본 소스 및 해당 저작권 고지가 언급된 경우

비영리 목적 및 교육적 용도로 본 백서의 모든 자료를 사용, 복제 또는 배

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oracles : 블록 체인과 SMART Contract의 컨텍스트(context)에서 볼 때,

오라클은 실제 사건을 찾아서 확인하고 SMART Contract에서 사용할 블

록 체인에 이 정 보 를 제 출 하 는 Agent 입 니 다 . 예를 들어 coinma

rketcap.com에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가져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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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을 주의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정의된 바와 같이) 토큰세일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은 이 백서(Whitepaper)의 정보를 주

의깊게 고려하고, 이 백서에 기술된 내용을 이해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에 의심이 든다면, 당신의 재정, 법률, 세무, 기술 또는 기타 전문 자문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서는 어떤 종류의 안내서 또는 제안 문서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백서는 또한 자본 시장

상품, 유가 증권 또는 기타 사법관할 지역에서의 다른 금융 또는 투자 수단에 대한 제안이나 투

자 유치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서의 어떠한 정보도 규제당국에 의해 검토되거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서의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으며, 여러분은 보다 최신 버전의 백서가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백서는 그러한 배포, 보급 또는 전송이 금지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배포, 보급 또는 전송되

지 않습니다.

이 백서의 어떠한 부분도 ‘중요 공지 사항’이라는 제목의 섹션을 포함시키지 않고 복제, 보급 또

는 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

일반 정보

이 백서는 Aisys Global Pte. (싱가포르 사업자 등록번호 201835277D) (이하 “AISYS GLOBAL”)

가 발행합니다.

이 백서의 목적은 AIDUS GLOBAL의 D-Fund Platform (이하 “ADFP”), AIDUS Tokens 및 이 백서

에 서술된 바대로 토큰판매(“토큰세일”) 기간 동안 AIDUS 토큰으로 변환할 수 있는 ERC-20 토

큰의 판매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백서는 AISYS GLOBAL의 현재 전망과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AISYS GLOBAL은

https://aidus.io 에 업데이트된 백서를 게시함으로써 본 백서를 수시로 수정할 수 있는 유 일하

고 절대적인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백서는 게시 시점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

합니다.

AIDUS 토큰은 싱가포르나 어떤 사법관할권에 있는 증권이나 금융기구에서 자본시장 상 품들을

구성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토큰은 (ⅰ) AIDUS 메인넷의 런칭전에 이 백서에 서술 된 ADF

P내에서의 제한된 사용권한 및 (ⅱ) AIDUS 메인넷의 런칭과 관련하여, 런칭 후 합리적으



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1:1의 비율로 AIDUS 토큰으로 바꿀 권한 이상의 어떠한 권리도 보장하

지 않습니다. 보너스는 AIDUS 메인넷 런칭과 동시에 AIDUS Coin과 동일한 사용권한을 갖습니

다. (즉, 본 백서에 서술되었듯이, AIDUS Coin의 이용권한이 토큰에도 적용됩니다.) AIDUS 메인

넷의 런칭과 동시에 시중의 모든 토큰을 AIDUS Coin으로 변환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즉,

토큰은 단계적으로 제거됩니다.)

AIDUS 토큰은 이 백서에서 설명된 대로 ADFP 내에서 제한된 사용권 이외의 어떠한 권한도 없

습니다.

AIDUS 토큰은 각 소유권자에게 모든 의결권이나 이자, 이익금, 수익, 지불 또는 배당에 대한 권

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AISYS GLOBAL은 AIDUS 토큰의 2차 거래나 외부 평가를 지원하거나

촉진하지 않습니다.

면책

이 백서의 내용은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AISYS GLOBAL

은 이 백서의 정보를 사용, 참조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백서에는 다른 제3자로 부터의 인용과 다른 기관들의 출판물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 백서에 인용된 정보와 데이터 소스가 AISYS GLOBAL이 대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제3자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인용된 제3자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검

증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근거한 중요한 가설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백서내의 어떠한 것도 미래의 특정시점에서 백서에 명시된 특정 사항의 정확성 또는 이행에

대한 진술, 보증 또는 보장이 아니며, AISYS GLOBAL은 이 백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해 어떠한 조

치를 취하거나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어떠한 표현나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이 백

서에서 제공된 정보는 단지 참고용이며, AISYS GLOBAL 또는 다른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 중 일부는 본질적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특정 가설에 기초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서에 포

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술 이외의 모든 진술(비즈니스 전략 및 계획, 수익 또는 성과의 추정

과 향후 운영 목표)은 미래 예측 진술입니다. 또한 미래 예측 진술은 일반적으로 “~일 수 있다“,

“할 것이다“, “해야한다“, “기대된다“, “예상한다“, “추정된다“, “작정이다”, 또는 “믿는다”, “각각의

네거티브와 기타 유사한 용어들 같은 미래예측 용어의 사용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

다. 이 백서는 암호화폐의 미래나 가치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으며, 내재된 가치, 진행중

인 지불에 대한 약속 및 특정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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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세일에 참여와 토큰 구매는 그것이 실현된다면 토큰세일, 토큰, AIDUS 토큰, ADFP 그리고/

또는 AISYS GLOBAL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토큰세

일, 토큰, AIDUS 토큰 및 이 백서와 토큰세일조건에 명시된 잠재적 위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

지 못하는 참가자는 토큰세일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이 백서를 토대로 어느 누구도 토큰을 구

입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구입이나 지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백서와 토큰세일 조건과 백서

간에 상충되거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큰세일은 배타적으로 토큰세일 계약 조건의 적

용을 받으며, 우선순위는 AISYS GLOBAL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상충 또는 불일치의 정 도

에 따라 우선시 됩니다.

이 백서 및 토큰세일 계약 조건에는 토큰 세일 및 토큰세일 참여와 관련된 위험에 관한 모든 중

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구매 예정자인 경우, 구매하기 전에 토큰을

구입, 보유 및 처분할 때의 법적 요구사항, 위험 및 결과를 스스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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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이 백서는 영어로 만들어졌으며,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상충이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백서의 영문버전이 번역본보다 우선시 됩니다.



Ⅰ.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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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초 인터넷의 확산은 벤처붐이라는 새로운 기술혁신의 시대를 열었다. 비록 닷컴 버

블과 같은 문제점도 야기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3차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

식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20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블록체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스타트업 기업부

터 대기업까지 자기만의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ICO들을 제안하고 있다.

게다가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는 가장 빠른 속도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이나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에 못지않게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목

격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 ICO에 대한 법령의 기본 틀조차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상

황이며, 최근에 들어서 비로소 일정한 규제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있다.

이렇듯 전세계적인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는 ICO와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은 이미 많

이 알려져 있지만, ICO와 토큰경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우리 AIDUS 프로젝트팀은

1. 근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없는 암호화폐의 한계

2. 투기화된 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가격변동성

3. 실물경제에 쓰이지 못하는 토큰의 미래가치 부재

세 가지의 한계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특히 아래의 두가지 이

슈에 주목해왔다.

1. 미래가치 뿐 아니라 펀더멘털까지 확보할 수 있는 토큰을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2. 토큰의 거래소 상장과 함께 곧바로 실물경제에 사용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

우리 AIDUS 프로젝트팀이 보유한 핵심적인 경쟁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 모델을 검토하면

서 상기의 두가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

이었다.



초기에 ICO 준비를 시작하며 구상하였던 비즈니스 모델은 채택할 수 없었으며, 그 이후

다양하게 기획되었던 비즈니스 모델들도 상기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못했거나 전문가

자문, 법무 검토, 기술 검토 등의 절차에서 대안모델로 채택되지 못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연구를

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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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획된 AIDUS Global D-Fund Platform (ADFP) 모델은 상기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모델임과 동시에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헤지펀드 업계의 블루칩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능가하는 것,

우리에겐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우리 AIDUS팀이 보유한 핵심 경쟁력은 국제외환시장 (FOREX, Foreign exchange)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FX 마진거래 트레이딩 시스템(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System)에 대한 기술력과 운용 노하우이며, 이를 기반으로 선택한 목표시장은

단일 시장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인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이다.

우리 AIDUS 프로젝트팀은 독점적인 Quant Trading System(이후 ‘QTS’라 함)을 개발하기 위해

15년간의 연구과정을 거쳤다. 본 시스템은 2015년에 개발을 완료하였고 2016년부터 전세계 많

은 자산운용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시연과 테스트 운용을 통하여 그 안정성까지 검증 받은 시

스템이다.

지난 3년간 독보적인 수익률을 달성하며 인정받아온 QTS와 연계하여, 단일 기축통화(AIDUS

Token) 로 운 영 되 는 AIDUS Global D-Fund Platform(ADFP) 이 기존 암호화폐 시장과 자산

운용시장을 대상으로 보여주게 될 핵심적인 혁신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AIDUS 토큰이 펀더멘털 (예, AIDUS 토큰이 ADFP와 펀드 시장에서 실행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토큰 모델을 통한 토큰

보유자(투자자)의 보호



▶ 자산운용산업(실물 경제)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AIDUS 토큰

▶ 전세계의 펀드상품을 자유롭게 가입하고 환매할 수 있는 탈중앙화 펀드슈퍼마켓 서비스 제공

▶ 안정적이고 독보적인 수익률을 가진 다양한 펀드 상품의 전세계 공급

위의 과제와 내용들을 수행함으로써 , AIDUS Global D-Fund Platform(ADFP) 은 현존하는 암

호화폐들이 풀지못했던 문제점들과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에서 많은 투자자와 자산운용사들이

가지고 있던 애로점(Pain Point)들을 다룰 수 있는 진정한 혁신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우리 AIDUS 프로젝트팀은 현재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

계적인 기업들을 능가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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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는

10

‘AIDUS Global D-Fund Platform (ADFP)’ 으로

명명되었지만, ‘AIDUS＇로도 알려져 있으며, 단일 기축통화인 AIDUS 토큰을 통해

다양한 펀드의 가입, 환매가 가능한 ‘탈중앙화 펀드마켓 플랫폼’으로서 ADFP를 구

축하는 탈중앙화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고자 한다 . 이 플랫폼은 전세계 투자

자들(자산운용 수요자 그룹)과 전문자산운용사들을 연결하고, AISYS GLOBAL은

전세계 자산운용사에 ‘Quant Trading System(QTS)’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고수익

펀드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의 새로운 생태계를

진정으로 혁신하고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AISYS GLOBAL은 AIDUS가 전세계를 통틀어 최초의 독보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오직 AIDUS 프로젝트 팀의 훌륭한 팀원들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있다고 믿는다.

1. 세계 자산운용시장의 전망과 한계

2017 년 10 월 30 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 국제적 컨 설 팅 회 사 PwC (Pr

icewaterhouse Coopers)는 2017년 10월 현재 세계 자산운용시장 규모가 85조 달러(

약 9경 1,700조원)이며, 2025년까지 145조 달러(약 15경 6,500조원)까지 확대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IMF에서 2017년 전세계 GDP를 집계한 내용 중, 상위 20개국의 GDP

총액이 약 90조 달러(약 9경 7,000조)라고 발표했다.

이는 GDP 상위 20개국의 GDP 총액이 현재 세계 자산운용시장과 비슷하다는 것을 말

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산운용시장이야 말로 단일 시장으로는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고령화에 따른 연

금저축 및 신흥시장의 개인재산 증가 등으로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의 규모가 지속

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

Ⅱ. AIDUS COMMENTARY

독자적인 QTS를 기반으로 고수익 자산운용이 가능한

‘탈중앙화 펀드슈퍼마켓 플랫폼’



[그림1] 전세계 지역별 AUM 전망
출처) ‘Asset & Wealth Management Revolution: Embracing Exponential Change’,PwC, 2017.10

특히 아직까지는 미국의 자산운용규모가 매우 크지만 향후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도 예측하고 있다.

- 아시아 태평양 : 2016년에서 2020년까지 8.7%, 2020년에서 2025년까지 11.8% 성장

- 라틴 아메리카 : 2016년에서 2020년까지 7.5%, 2020년에서 2025년까지 10.4% 성장

이렇듯 전 세계에는 수많은 자산운용사가 있으며, 자산운용사들은 수많은 펀드를 만들어 내

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 ‘직접 수많은 펀드 중에 좋은 조건의 펀드를 찾고, 이용하는 것

이 얼마나 가능할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거의 어렵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해외에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어도 어떤 국가에 어떤 펀드가 있는지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펀드 운용이 공격적인지 안정적인지, 채권/주식 혼합형인지, 외환

단일 상품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며, 서류 가입 시 전문적/법적 용어를 이해하기란 더욱 어

렵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개

인투자자들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펀드판매회사의 권유에 의존하여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것

이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투자성향과 니즈 분석에 따른 고객맞춤형 상품권유의 경우도 있겠으

나, 적지 않은 경우가 펀드판매회사 내지 직원들의 실적을 위하여 판매자 맞춤형 상품권유

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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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가 반드시 동일한 국가 내에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는

전세계의 다른 자산운용사가 만든 글로벌 펀드들을 종종 찾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투

자자들은 가입과 해지 시 총 2회의 환전이 필요하며, 만약 기축통화가 아닌 경우는 총 4회 환전

이 필요할 것이다. 더군다나 주식시장 시스템과 같은 전용계좌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펀드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또다시 환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애들은 자산운용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해외자산운용사의 펀드상품을 직접

선택 , 가입 , 환 매 하 는 것이 현 실 적 으 로 불 가 능 하 다 는 것을 의 미 하 며 , 이것은 곧

글로벌자산운용시장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탈중앙화 요구(Needs)가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문제는 자신의 펀드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며, 세계 많은 국가에 펀드 판매회사와 연결해야 하고, 그에 따른 조건부 판

매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판매된 펀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계 시스템 또는 지원 시

스템을 필요로 한다.

외환마진거래는 이러한 문제들이 특히 심하다.

외환은 세계 금융위기나 아시아/유럽 등 대륙 별 경제위기, 각국에 따른 경제정책, 석유, 곡물,

경제정책 등 위험성이 높고, 외환 레버리지(실제자본이 1이라면 100까지 운용)로 인해 거래량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자산운용사는 거의 없으며, 주식에서 흔히 거

래되는 전문적인 환율시스템도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서도 ‘85조 달러(약 9경 1,700조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어디서 거래되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세계자산운용 시장규모의 약 35%인 29.8조 달러(약 3경 1,000조원)를 전 세계

상위 15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상위 110개 자산운용사로 범위를 넓

히면, 43.8조 달러(약 4경 7,000조)로 전체 세계자산운용 시장규모의 약 51%이다.



이러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하는 것은 거대기업과 거대자본이 주를 이루나, 이들 외에도

왠만한 규모의 투자자들이나 자산운용사들은 상기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중/소규모의 투자자와 자산운용사는 상기의 문제점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업/투자 단위로 볼 경우 그 수는 더욱 많아지게 된다.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대부분의 투자자(특히, 중•소규모의 투자자)들은 자국내에서 존재하는

펀드, 또는 자국 내 자산운용사가 판매하는 펀드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산운용사 역시

거의 모든 펀드가 자국민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림2]와 같은 전세계 상위 자산운용사가 하는 서비스를 중/소규모의 투자자와 자

산운용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그 대안이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시장에 바로 도

입될 수 있도록 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입장에서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

게 되었다.

[ 그림 2 ] US$28.8T(조)(약 3경원) / 상위 15개 자산운용사 대상

October 6, 2017 Visual Capitalist 보도 자료 인용. The Trillion Dollar Club of Asset Managers
http://www.visualcapitalist.com/chart-trillion-dollar-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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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DUS의 핵심과제와 비즈니스 모델 설계

1. 프로젝트 핵심과제

투자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펀드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자국에 언어로 서비스 받는

일종의 네비게이션이 있고, 해외투자로 인해 몇 번의 환전을 거치지 않고, 펀드가 만기 또는 중

간에 환매하여 재투자가 용이하다면 해외펀드를 얼마든지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 자산운용사에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를 등록할 필요없이 플랫폼에 한 번 등록한 개

인정보로 각 자산운용사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그 개인정보도 해킹이나 무단사용의 위

험없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자산운용사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는 환경이 가능

하다면, 해외펀드를 보다 손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각 국가별로 개인정

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자산운용사는 펀드정보만 입력하고, 큰 비용없이 글로벌 마케팅을 할 수 있기를 원하며, 투

자자와 연계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자사의 펀드를 전세계 투자자들이 쉽

게 접근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외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그림 3 ] 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NEED와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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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펀드상품이 고수익과 안전성을 갖춘다면, 투자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산운용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손쉽게 투자자 유치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AIDUS 프로젝트팀이 설정한 3가지의 핵심과제와

목표는 아래와 같다.

15

첫째, 안전한 탈중앙화 펀드 마켓 구축

이 6가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완전히 새로운 탈중앙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암호화폐 기반의 단일 기축 실증 통화 도입

이 4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기반의 단일기축통화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독자적인 QTS를 활용하여 암호화폐의 펀더멘털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고수익 솔루션 제공

1)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탈중앙화 펀드마켓 서비스를 통해 다이렉트 거래 기반 구축

2)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을 통해 펀드가입 및 환매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

3) 위변조가 불가능한 공신력있는 펀드 정보 제공

4) 투자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자산 관리가 가능한 보안 체계 구축

5) 전세계 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상호 접근이 용이한 환경 (온라인 / 모바일)

6) 각종 수수료를 최소화한 투자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1) 해외 어떤 상품에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가입과 환매가 가능한 실증 암호화폐 도입 필요

2) 펀더멘털을 가질 수 있는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 토큰 보유자(투자자) 보호 장치 필요

3) 암호화폐로만 투자와 자산관리가 가능한 단일 기축 통화 운용 필요

4) 단일 기축 통화 기반으로 다양한한 자산운용 생태계 구축과 재원 확보

1) 자산운용사는 고수익 솔루션 확보 필요

2) 고수익과 함께 안정성이 높은 솔루션 필요



이 2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어느 자산운용사에게는 고수익 펀드상품을

설계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고수익 솔루션 제공이 필수적이며, 고수익 펀드 상품이 많은 펀드 마

켓에는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 AIDUS 프로젝트팀은 상기 세가지 핵심과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비

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핵심과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되물어 본다면,

‘기존의 ICO와 암호화폐가 가지는 문제점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가?’  ‘세계자산운용시

장의 문제점과 각 주체의 애로점(Pain point)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CO 참여자들, 자산운용을 위한 투자자들, 자산운용사 그리고 AIDUS 프로젝트팀 모

두가 성공하고 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구조화하여, 30년 간의 FX Trading Big-data에 기반

한 QTS와 AIDUS Token 기반의 탈중앙화 펀드마켓(ADFP)을 결합한 사업 모델을 설계하게

되었다
.

[ 그림 4 ] AIDUS Business Model 설계 구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기초한 본 프로젝트를 ‘AIDUS Global D-Fund Platform (ADFP)’ 프

로젝트로 명명하고 이 플랫폼에서 사용하게 될 토큰은 ‘ AIDUS Token’ 또는 '(AIDUS)’ 로 명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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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AIDUS Business

1. AIDUS Business Definition

1. AIDUS Business Vision

AIDUS Business 의 비전은 ADFP와 QTS를 기반으로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가진 다양한 펀

드상품을 전세계에 공급하면서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향후 2~3년 내에 르네상스 펀드, 켄싱턴 펀드, 웰링턴 펀드와 같은 세계적인 헤지펀드의 평균

수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증명하고 자산운용 역량을 인정받는다면, AISYS GLOBAL의 QTS를

적용한 자산운용 규모는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향후 5년 내(2023년)에 QTS를 적

용한 자산운용 규모를 10조원까지 끌어올리면서 글로벌 자산운용시장 선도의 기반을 확보해 나

가고자 한다.

QTS를 적용하는 자산운용 규모가 10조원이 되었을 경우, AISYS GLOBAL PTE. LTD. (본사)는 연

매출 6,000억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견실한 회사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ADFP 기반의 AIDUS 펀드마켓을 찾는 전세계 투자자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성장속에서 ADFP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자산운용시장에서의 새로운 혁신 생

태계가 조성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ADFP의 기축통화인 AIDUS 토큰의 사용 규모

도 함께 늘어나게 될 것이다.

[ 그림 5 ] AIDUS Business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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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세계 자산운용시장 선도를 기반으로 사용되는 우리의 AIDUS 토큰의 가치와

시가총액 또한 현재 기축통화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기축통화의 위상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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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IDUS Business Instruction

우리 AIDUS Business는 FX Trading System인 QTS 서비스 비즈니스와 AIDUS 토큰 두가지의 비

즈니스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1) QTS 서비스 비 즈 니 스 는 AISYS GLOBAL 이 ADFP( 펀 드 마 켓 ) 에 입점 계 약 된

자산운용사(헤지펀드, 금융회사 등)를 대상으로 고수익의 다양한 펀드상품의 개설과 운용이 가

능하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QTS를 적용한 펀드상품들은 ADFP에 상품 등록이 되어 투자

자를 유치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수익모델은 QTS서비스 계약을 맺은 헤지펀드, 금융회사 등과 운

용수수료와 성과수수료 (서비스 수수료)를 쉐어하는 방식이다.

2)ADFP 기반의 펀드슈퍼마켓 서비스는 온라인/모바일 서비스로서 우수한 펀드상품을 찾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AIDUS 토큰을 이용하여 쉽게 펀드상품의 가입, 환매를 할 수 있는 탈중앙화

펀드슈퍼마켓 서비스 비즈니스이다.

[ 그림 6 ] AIDUS Business Definition



[ 그림 7 ] AIDUS Global D-Fund Platform 운영 구조

ADFP 기반의 펀드슈퍼마켓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자산운용 전문 커뮤니티 사이트로서의 다양한

수익모델과 함께 자산운용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생태계의 다양한 파생 사업과

상생 컨소시엄이 확대될 것이다.

향후에는 ADFP와 AIDUS 토큰 기반의 Payment Business, 디지털 자산 운용 및 유통 사업으로의

확장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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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DUS Business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4 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금융산업에 밀려오면서 , 인공지능 , 블록체인기술 ,

생채인증기술, 사물인터넷과 같은 주요기반 기술에 의해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기술은 자산운용시장의 ‘비대면 금융거래’와 지급 결제수단의 간편화와 다양화를

통한 변화가 눈에 띄게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인증, 결제, 송금 등 다방면으로 확장하고 있

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ICT기업들은 더 빠르고 편리한 금

융서비스를 원하는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고, 세계적인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도 경쟁

력을 잃고 있는 금융서비스 부분을 대체할 대안 모델을 찾고 있다. 이는 수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수행해오던 기존 금융서비스의 영역 대신 4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혁신을 빠

른 속도로 앞당겨 가고 있다.

2.1. 단일 기축통화의 도입

‘AIDUS 토큰(AIDUS)’은 ADFP 기반의 AIDUS 펀드마켓에서 단일 기축통화로서 사용되어 진
다.

[ 그림 8 ] 블록체인 도입 시 기대 효과 (출처:한국금융연구원)

ADFP 기반의 AIDUS 펀드마켓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통하여 다양한 도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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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펀드가입이나 환매 요청과 관련하여 AIDUS 토 큰 이 결제에 이용되어 질 것임

의미한다. 따라서 AIDUS 토큰은 사용자들이 자산관리시장의 실물경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써 기능할 것이다.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AIDUS 토큰을 구매하고, 자산운용사는 이를 거래소 또는 LP(유동성 공

급자)를 통하여 토큰을 현금으로 유동화하여 자신의 펀드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수 있다. 펀드

의 만기/환매 시 자산운용사는 거래소에서 AIDUS 토큰을 구매하여 다시 투자자에게 지급한

다. 논란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AISYS GLOBAL은 AIDUS 토큰의 어떠한 2차 거래나 외부평가

를 지원하지도 촉진하지도 않을 것이다.

첫째, 단일 기축 통화인 AIDUS 토큰을 이용하여 펀드에 가입하기 때문에 전세계 어느 국가의

펀드상품에도 투자가 용이하다. 즉 환전, 국제송금과 같은 불편함이 사라진다.

둘째, 환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환전수수료가 발생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펀드 가입과 ADFP에서의 환매에 관한 지불은 AIDUS 토큰이라는 단일 통화로 이루어 질

것이므로 펀드에 재투자하는 것은 쉽다. 따라서 하나의 펀드의 환매시에 받은 금액을 다른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다른 통화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넷째, 펀드에 가입하고 나면 중도 또는 만기 환매시에 AIDUS 토큰의 가치가 하락해도 현 시세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약 펀드 가입 후 AIDUS 토큰의 가치가 상승한다면, AIDUS 토큰의 상승가치를 선택할지, 아

니면 펀드의 수익률을 선택할지를 투자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펀드 포트

폴리오의 경우처럼 정해진 수수료를 내면) 펀드 상품의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펀드의 환매

후 암호화폐의 가치 상승을 선택하거나 펀드에의 재투자를 선택하는 것 또한 투자자의 몫이다.

이것이 바로 AIDUS 토큰으로 단일 기축통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AIDUS 프로젝트팀은 펀드슈퍼마켓의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AIDUS 토큰의 현금 유동화 또는

만기 지급을 위한 현금의 AIDUS 토큰 유동화를 위한 특별한 지원 장치와 정책들을 준비했다.

다만 이 부분은 AIDUS만의 독창적인 모델인 만큼 보안을 위하여 이 백서에서는 공개하지 않

기로 결정하였다. AIDUS 펀드슈퍼마켓이 오픈한 후부터 단계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IDUS 프로젝트 팀은 이러한 기능과 정책이 완전히 구현되면, AIDUS 토큰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투자자들은 토 큰 의 가치와 펀드의 수익률이 동시에 오를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모델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2.2.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펀드슈퍼마켓

2019년 2/4분기에 오픈하게 될 ADFP기반의 ‘AIDUS 펀드마켓’은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핵

심적인 철학인 탈중앙화를 통해 P2P 마켓을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의 펀드 마켓에서는 자산운용사들은 펀드정보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특색있는 펀

드상품을 홍보하며, 투자자는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욕구대로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된다. AISY

S GLOBAL은 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간의 거래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펀드상품의 특성상 각 국가별로 정 부 기 관 으 로 부 터 라 이 선 스 를 획 득 한 자

산운용사만이 펀드상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고, 각 국가별 법률과 규제가 각각 다르며, 또 수

많은 자산운용사와 펀드를 AISYS GLOBAL이 직접 관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비효율

적이기 때문이다.

AISYS GLOBAL은 더욱 성장할 미래 시장에 대한 선점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가면서도 현재의 법률과 제도에 준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 법률적 두 주체는 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이고 쌍방 간의 계

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의 주체를 투입하여 복잡한 구조를 만들 필요도 없으며 P2P

를 지향한다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펀드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한 펀드 상품 또는 규모와 상관없이 우수

한 자산운용사를 발굴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리서치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불량한 펀드

상품이나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투자자 지향적인 펀드마켓을 기반

으로 전세계 최고의 ‘자산운용 전문 글로벌 커뮤니티’로 성장시켜 나가고자 한다.

그 이외에도 ‘[ 그림 8 ] 블록체인 도입 시 기대효과’의 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이 SMART Contr

act, 블록체인 기반 인증, 위변조 방지, 강력한 보안 체계 등과 같은 기대효과를 통하여 보다 혁

신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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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DUS Business 차별화 전략

1. AIDUS Business 차별화

1) 펀더멘털을 가진 단일 기축 통화 및 실증 토큰 전략

지금까지의 ICO 사례들을 보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한 경우들이 많다. 그에 따

라 최근에 ICO를 추진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실험적인 방법론을 제

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AIDUS 프로젝트팀도 백서 서두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보다 안정적인 토큰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 모델에서 구현된 주요 전략 중 하나는 AIDUS 토큰의 기능적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펀

더멘털을 주입함으로써 AIDUS토큰의 가치가 제로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AIDUS 프로젝

트 팀은 QTS를 독점 자산으로 사용하여 그러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림 9 ] AIDUS Business 차별화

AIDUS Business는 크게 4가지의 차별화 전략을 가진 Business Mode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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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AIDUS 프로젝트 팀은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제 1세대 코인인 비트코인과 제 2세대 코인인

이더리움도 아직 구현하지 못한, 펀더멘털 기반을 가지는 토큰이자 실물경제에 즉시

사용가능한 토큰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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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MART QTS를 통한 고수익 솔루션 제공 전략

우리 AIDUS 프로젝트팀은 ADFP를 기반으로 탈중앙화 펀드마켓을 운영하여 전세계 최대의

자산운용 전문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탈중앙화 펀드마켓에 많은 투자자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펀드 상품들보다 경쟁력 있는 펀드상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가진 QTS는 가장 확실한 솔루션이 될 것이다.

QTS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과 함께 매우 다양한

고수익 펀드상품들을 우리 탈중앙화 펀드마켓을 통해 전세계에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탈중앙화 펀드 마켓을 통한 투자자 친화 마켓 구축 전략

AIDUS 토큰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펀드마켓은 자산운용을 하고자 하는 전세계 투자자들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투자자 친화적인 펀드마켓이 될 것이다.

전체 프로세스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를 모으고 만기 해지까지의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컨트랙트가 적용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산운용사에서 편하게 도입하게 될

것이며, 투자자들은 자유롭게 전세계 펀드 상품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디지털 자산운용 생태계 구축 전략

자산운용 시장은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협업을 통해 움직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신

기술도 지속적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AIDUS 프로젝트팀은 ‘디지털 자산운용 시장’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 생

태계 활성화 예산과 QTS를 활용하여 ‘탈중앙화’라는 상생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

산운용 생태계 활성화’에 확고한 지지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3.2. AIDUS 토큰의 핵심 타겟 시장

‘AIDUS 토큰을 사용하게 될 고객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까?’

우리 ADFP를 통하여 AIDUS 토큰을 사용하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타겟 시장은 자산을 조

금이라도 더 늘리기를 희망하는 전세계 모든 경제 활동 인구 또는 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그림 10 ] 전세계 주요 시장 규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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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시장

- 주요 타겟 고객 : 게임 이용자

- 시장 규모 : US$ 1,080억 달러 (약 120조원)

◆음원 시장

- 주요 타겟 고객 : 음원 컨텐츠 이용자

- 시장 규모 : US$ 173억 달러 (약 19조원)

◆ AIDUS의 타겟 시장(자산 운용 시장)

- 주요 타겟 고객 : 자산 증식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 시장 규모 : US$ 85조 달러 (약 9경)

이처럼 AIDUS Business의 주요 타겟 시장은 전세계의 자산운용에 관심이 있는 시장이다.

이를 좀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 그림 11 ] AIDUS Business 주요 타겟군’ 표와 같이 자산 운용

에 니즈가 있는 개인과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AIDUS Business의 잠재 고객은 기존의 암호화폐 전체에 참여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

장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전세계의 경제활동 주체가 되는 것이다.

[ 그림 11 ] AIDUS Business 주요 타겟군

AIDUS 토큰의 미래 성장 잠재력은 전세계 자산운용시장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으로부터 출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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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AIDUS Token

1. AIDUS Token Summary

ADFP 기반의 탈중앙화 펀드 마켓은 AIDUS 토큰을 단일 기축통화로 사용하게 된다.

AIDUS의 뜻은 ‘AI(인공지능) + SIDUS(별–라틴어)의 합성어로 세계자산운용시장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의미이다.

AIDUS 토큰의 토큰 심볼은 ‘AIDUS’이며, ERC 20 토큰을 기반으로 한 Token이다

그에 따라 ADFP 기반의 탈중앙화 펀드마켓을 이용하게 되는 핵심 주체인 투자자와 자산

운용사는 AIDUS 토큰을 펀드의 가입, 만기 해지, 환매 등의 활동에 활용하게 된다.

자산운용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AIDUS 토큰을 거래소에서 구매하여 AIDUS 플랫폼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가입하며,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펀드를 고를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AI

DUS 플랫폼에 올리고 투자자가 펀드를 선택하면, SMART Contract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다.

이후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운용 후 수익에 따라 다시 AIDUS 토큰을 거래소에서 구매하여 투

자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 그림 12 ] AIDUS 토큰 활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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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가 제시한 금액을 현 토큰시세로

환산하여 토큰으로 펀드에 가입하게 되며, 자산운용사 역시 펀드 운용 후 수익에 따라 현 토

큰시세로 환산하여 토큰을 지급하게 된다.

AIDUS 토큰은 이렇게 전 세계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펀드에 가입하고, 환매하는 것을 기존 펀

드와 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AIDUS 토큰은 3세대 암호화폐를 표방하지 않으며, 타 ICO와 같이 블록체인의 어려운 기술을 개

발하려고 하지 않는다. 현재 사용되어 지고 있는 보편적 기술 외에도 토큰과 플랫폼을 보안 및

안정성, 안전한 계약을 위한 SMART Contract의 기능에 관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강화할 뿐이

다.

AIDUS는 오로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토큰’을 만들고자 하며, 그러한 모

델을 개발하여 지금에 이르렀고, 미래가 아닌 현재에 가치를 지향하여 토큰이 상장된 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토큰, ADFP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이 될 것이다.

AIDUS 토큰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된다

(1) AIDUS 토큰의 핵심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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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증 토큰

펀드 마켓에서 투자자들이 펀드 가입 및 환매에 직접 사용하게 됨으로써 실물 경제에

즉시 활용되는 화폐

2) 펀더멘털 보유 토큰

ICO를 통해 유치한 예산 중 50%의 예산을 QTS를 활용하여 자체 자산운용을 함으로

써 약 3년 내에 ICO 모금 총액 수준의 펀더멘털을 확보함으로써, 토큰의 가치가 절대

로 일정 수준 이하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안전한 토큰

3) 지속적인 가치 상승 잠재력

플랫폼 내에 등록되는 펀드 상품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펀드 가입 참여자가 많

아질수록 토큰의 수요가 확대되는 토큰



2. 수익률 극대화를 지향하는 AIDUS 토큰

자세히 보면 AIDUS 토큰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첫째, AIDUS 토큰으로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운용에 따른 실물화폐의 수익률이 변동된다.

둘째, AIDUS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면 토큰의 가치상승과 하락에 따라 토큰의 수익률이 변동된

다.

펀드에 가입된 상태에서는 AIDUS 토큰 시세 상승/하락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실물경제 속에서 운

용되어지는 펀드의 수익률에 영향을 받으며 , 펀드에 가입하지 않고 AIDUS 토큰을 보유하기

만 한다면 토큰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실물경제와는 무관하게 된다.

[ 그림 13 ] AIDUS 토큰 수익률 극대화

만일 토큰의 가격하락이 예상된다면? 펀드에 가입하여 실물화폐인 펀드의 수익률을 반

영함으로써 토큰의 가격하락을 헷지(Hedge)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토큰의 가격상승이 예상된다면?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수익이 나겠지만, 펀

드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펀드수익률과 비교하여 펀드상품의 수익률이 더 좋으면 펀드를 유지

하고, 토큰 수익률이 더 좋으면 펀드를 환매하여 토큰시세를 수익에 반영할 수 있다. 물론 펀드

중도환매 시 일정 수수료를 자산운용사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수익률을 비교하여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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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과 같이 국가 별 각종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큰의 시세는

등락폭이 매우 심하지만, AIDUS 토큰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의 ICO정책에 따라 AIDUS

토큰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수익률 좋은 펀드에 가입을 하면 가격하락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 ICO정책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Ⅲ. AIDUS Business’ 장의 ‘2.1. 단일 기축통화의 도입’ 단락에서 AIDUS 토큰의 가치

상승 성과와 펀드의 수익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모델을 언급한 것처럼

AIDUS 토큰의 사용자들은 지속적으로 AIDUS 토큰의 혁신적인 가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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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AIDUS 토큰은 토큰시세와 펀드수익률을 투자자가 선택하면 되는 구조의 혁신적인

토큰 개념이다.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큰이 현재 존재하는가?

‘현금처럼 사용하면서, 펀드수익 또는 토큰수익을 선택하거나 동시에 기대하는 화폐’

이것이 바로 AIDUS가 추구하는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담은 암호화폐인 것이다.



Ⅴ. QUANT TRADING SYSTEM(Q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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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FP를 설명하기 전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고자 한다.

‘Ⅱ.2.1 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NEED와 핵심과제’ 에서 언급된 내용 중에 ‘셋째, 안정적 고수익

솔루션 공급’ 이라는 키워드가 나온다. 이것은 ADFP 플랫폼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도, 투

자자가 원하는 고수익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면 투자자는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더 수

익이 많은 자국의 펀드상품을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플랫폼을 이용할 자산운용사들에게 펀드운용시 강력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고수익 솔루션을 제공하여 그 시너지를 극대화 시키고자 한다.

1. Quant Trading System(QTS)란?

Quant Trading System(이후 ‘QTS’라 함)은 15년간의 연구 및 개발 기간을 거쳤으며, 3년 전 시

장에 출시를 통하여 사업화 완료하였다. QTS는 약 30년간의 Big Data를 수집 및 분석 결과를 통

해 운용되는 SYSTEM이다.

1.1. QTS가 FOREX(Foreign exchange) market에 최적화된 이유

1) 양방향 거래

FOREX 거래는 SELL과 BUY 양방향으로 거래가 되는 시장이다. 주식 시장과 같이 상승(BUY)  조

건에서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락(SELL)시에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2) 일 거래량

5.3조 달러(약 5,600조원)이다. 금융자산 거래시장 중 일 거래량기준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 시

장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과 같이 특정 세력의 거래량 혹은 작전 등에 의한 영향이 별로 없다.



[그림 14 ] Quant Trading System 구조

3) 안정성

FOREX의 기본 요소인 통화의 환율은 무역량 및 국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

적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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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용의 다양성

PIP 구간 설정 및 알고리즘 등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전략 구사 가능하다.

1.2. QTS 구조

1) Gathering Server

과거 약 30여 년간의 Big Data를 보관 및 신규 Data를 수집하는 서버이다.

2) Quant Server

Gather Server와 Client Trading System과의 상호 통신을 하며 현재 진행중인 거래와 Gathering

Server로부터 수집된 Data를 분석하여 Client System Trading 프로그램이 올바른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3) Client System Trading

Quant Server의 정보를 토대로 Client의 Fund 계좌를 통해 Forex 거래를 진행한다.



결론적으로 QTS는 각 서버들의 역할을 통해 수집된 Data등을 AIDUS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의 거래를 진행하며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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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QTS의 Trading 기법

(1) Forex BIG DATA 기반의 QTS

① Chart를 보지 않는다.

② 표본이 일정하면 통계는 변하지 않는다.

③ 예측을 하지 아니하고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2) QTS trading 기법의 핵심

① BIG DATA를 통한 분석

약 30년간의 Forex BIG DATA를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일련의 Graph화 및 DATA Block 배

열로 해당 자료는 실시간 분석을 통해, 거래 시점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 및 각 분석 지점

별 Level화를 통해, 최상의 거래 지점을 선택하게 된다.

① Quant 분석 기반 대수의 법칙

AIDUS의 Quant Trading System은 Quant 분석을 골자로 하는 대수의 법칙을 가장 이

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에 적용한다.

* 대수의 법칙

집단 전체의 자료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분석할 때 그 집단이 무한 모집단이거나 그 규모가 너무

커서 기술적으로 전수( 全 數 ) 조사가 불가능 하거나 또는 시간과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표본

조사로 모집단을 추정하는 경우에 집단의 본질적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수의 사례를

관찰하여 그 자료를 조사 대상의 근거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



2. QTS Performance

1. QTS를 이용한 운용 실적 개요

QTS는 2015년까지 자체적으로 실제 Pilot 테스트를 거치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진 솔

루션이며, 2016년부터 글로벌 자산운용 시장의 종사자들과 자산 운용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Pilo

t Fund 운용을 통해 공개적인 검증을 받아 왔다. 아래 차트는 지난 3년간 역사적인 수익률에 대

한 기록이다.

AISYS Global의 COO인 Ted Min은 39개월간 총 230.7% (연평균 수익률 약 70.9%)의 수익률을

거두었다.

2.2. QTS를 이용한 Pilot FUND 및 가상 계좌 운용 실적

※ SUMMARY.

(1) 운용 대상: Pilot Fund 3계좌 및 가상 계좌 8건 포함 총 11건.

(2) 운용 기간: 최단 2개월부터 최장 39개월.

(3) 전체 평균 연간 수익률: 98.95%

[ 그림 15 ] 계정 Iron FX, ID 3268724의 2015년 6월~ 2018년 9월 운용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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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QTS는 PIP 설정 및 알고리즘 변화를 다양하게 적용하며, 공격적인 펀드 운용과

안정적인 펀드 운용을 전략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유연성까지 검증해왔다.

이는 향후 다양한 펀드 설계가 가능한 핵심 역량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고,  제도권

에서의 펀드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였다.

또한 모든 거래 내역은 신뢰할 수 있는 공증 기관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거래되었다.

[ 그림 16-1 ] 3년간 Pilot Fund 및 가상 계좌 운용 실정

(4) Pilot 운용 주요 참여 인물.

① David Chen – AISYS Global의 CEO, AngelVest Group Co-founder & Leader

* AngelVest Group - 중국 상하이 최대 투자 전문그룹 (http://angelvestgroup.com),

* 인공지능 로봇 Sophia 개발한 핸슨로보틱스 공동창업자.

② Ted Min – AISYS Global의 COO, Quant 분석을 기반으로 한 QTS 개발 및 설계자.

※ 단 실 운용 계좌는 1년간 운용했을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수익률(Annual IRR)을 산

출하였다.

※ 가상 계좌 또한 거래를 위한 시장은 실제 거래되는 시장의 DATA를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

어서, 해당 거래 실적은 실제 운용 계좌와 다를 바 없다.

※ 해당 가상 계좌 및 실 거래 계좌들은 LAND FX 및 Iron FX의 MT4 Application을 통해



※ 본 실적표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AIDUS의 Quant Trading System에서 운용 중인 계좌는

거래 기간도 모두 상이하고 시작일도 모두 다르다. 이는 특정 기간 혹은 특정 상황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닌, 다양한 모든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5) QTS 자산운용 수익율에 대한 공증기관의 공인

QTS자산운용 성과를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AIDUS ICO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공

지

[그림 16-2] 회계법인 「PKF O’Connor Davies」 의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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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QTS의 안전성 검증

QTS의 안정성은 3년간의 실제 운용을 통해 증명이 되었다. Forex 거래에서 파동이 급등락하는

변동의 폭이 매우 커지는 경우 대부분은 마진 콜 혹은 큰 손실을 보게 되지만, QTS은 거래의 파

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였다.

(1) Brexit - June 24. 2016

2016년 6월 24일, 영국 Brexit당시, 약 2,700 PIP이 하락하는 급락시에도 QTS는 29.6%의 안

정적인 수익을 확보.

[ 그림 17 ] 영국 브렉시트 선언 당시 환율 변동 현황

(2) U.K Pound Plunges - Oct. 7. 2016

2016년 10월7일 영국 파운드화가 1,400PIP이 급락했지만, QTS는 9.2%의 수익을 확보

[ 그림 18 ] 영국 하드 브렉시트 선언 당시 환율 변동 현황

(3) USA Presidential Election - November 2016

미국 대선 당시에도 1,500PIP의 파동이 있었지만 QTS는 8.5%의 수익을 확보

[ 그림 19 ]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 당시 환율 변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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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QTS는 다양한 환경 및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RISK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Trading System으로써의 다양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2.4. 세계자산운용사와 수익률 비교

세계 유명 자산운용사들과 연간 수익률 기준 비교 자료에서 AIDUS의 Quant Trading System은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인 르네상스 펀드는 연간 15.6%~16.5%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최고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고, 이와 비슷한 켄싱턴 펀드, 웰링턴 펀드도 2015년 14.3%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AISDUS 프로젝트의 핵심 경영진인 David Chen과 Ted Min의 경우 지난 39개월간의 Pilot

Fund 운용을 통하여 각각 92.5%와 70.9%의 연수익률(Annual IRR)을 거두었다. 이는 매우 괄

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 그림 20 ]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운용 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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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운용 실적의 단순 비교를 통해 우리 QTS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QTS를 활용한 펀드 상품 설계 전략이다.

2.5. QTS를 활용한 펀드 상품 설계 전략

우리 AIDUS 프로젝트 팀은 QTS의 활용에 있어서 기존의 Pilot Fund 운용 시기에 적용했던 알

고리즘보다 안정성을 강화한 수준의 알고리즘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림 21 ] David Chen과 Ted Min의 Pilot Fund 운용 실적 비교 – 2018년 9월 28일기준

[ 그림 22 ] QTS 활용 펀드 상품 목표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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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우리의 QTS를 활용한 펀드상품은 목표 수익률을 약 15%~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여 제도권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펀드상품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두가지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1) 안정성이 보다 강화된 QTS 알고리즘의 적용 전략

지난 3년간 Pilot FUND 및 가상 계좌 운용 과정에 적용된 알고리즘도 안정성의 검증에 초

점이 맞춰진 테스트였다. 다양한 Risk 상황에서 QTS의 다양한 패턴의 알고리즘이 어떤 성과

를 내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테스트를 하여 얻어낸 성과이다.

하지만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펀드상품의 설계를 위하여 우리는 지난 3년간 적용했던 알

고리즘 보다 2~3배 강화된 안정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 전략은 QTS의 비중이 큰

펀드상품을 설계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2) 다양한 타 자산운용 상품과의 Collaboration 전략

자산운용사들은 그들의 성격이나 경쟁력, 목표 수익률에 따라 QTS를 활용한 다양한 구조의

펀드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

[ 그림 23 ] 안정성 높은 QTS 활용 펀드 상품 설계 예시

이와 같이 QTS를 활용하여 다양한 펀드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은 자산운용을 원하는 고

객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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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TS 운영과 수익구조

QTS는 AIDUS플랫폼과 계약된 자산운용사와 AISYS GLOBAL PTE. LTD.과 별도의 계약을 하여 제

공되는 서비스이다.

즉, AIDUS의 플랫폼에 입점해야 QTS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자산운용사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자산운용사는 채권/주식 등 QTS와 연계한 펀드를 만들어

판매 운영할 수 있다.

단, 계약 시 정확한 투자금액을 확인 후 운용해야 한다.

QTS 이용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Management Fee – 운용 수수료, 초기 투자금의 2%

2) Performance Fee - 투자 수익금의 20%~30%

위 수수료는 타 자산운용사에 운용사수수료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치이며 상황에 따라 상향 조

정할 수도 있다.

또한 QTS운영은 ICO와 상관없이 AISYS GLOBAL PTE. LTD.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수수료 및

사용권한 등은 AISYS GLOBAL PTE. LTD.에 정책에 의한다.

[ 그림 24 ] QTS 사용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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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AIDUS Global D-Fund Platform

우리 플랫폼의 정식명칭은 ‘AIDUS Global D-Fund Platform’으로 향후 ‘ADFP’란 약자로

설명하겠다.

ADFP가 기반의 탈중앙화 펀드마켓이라는 Business Model이 만들어진 이유는 [Ⅱ.2.1.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NEED 와 핵심과제] 에서 언급하였고 , 이를 통해 전세계 자산운용시장에서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들 대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전세계 최대의 자

산운용 전문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ADFP는 AIDUS 토큰을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전 없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

투자자는 전 세계의 펀드정보를 통해 어떤 국가의 어떤 펀드라도 가입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는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며,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

[ 그림 25 ] ADFP를 통한 세계 자산운용시장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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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FP 기반 탈중앙화 펀드마켓의 구조

ADFP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우선 ADFP의 가장 핵심적인 모델인 탈중앙화 펀

드마켓에 관하여 설명하겠다.

[ 그림 26 ] ADFP 기반 탈중앙화 펀드마켓 운영 구조

AIDUS 펀드마켓에 가입한 투자자는 자동으로 플랫폼내에 Wallet을 생성하여 AIDUS를

HTS와 같은 기능을 운영할 수 있고, MY Page를 통해 토큰 관리 / 펀드정보 즐겨찾기 /

수익률 현황 / 개인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자산운용사는 우리 탈중앙화 펀드마켓을 이용하여 펀드상품 홍보와 개설, 가입 현황,

실시간 수익률, 환매 등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AISYS GLOBAL PTE. LTD.에서 개

발한 QTS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실물경제에서 자산운용을 하는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투자자나

자산운용사의 각 국가 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

왜냐하면 자산운용사는 각 국가에 금융관련 법에 따라 펀드를 생성하고 운영하며 투

자자를 모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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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DFP 기반 탈중앙화 펀드마켓 기본 구조

ADFP 기반 탈중앙화 펀드마켓의 참여주체는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그리고 이들이 이용하는

ADFP이다.

1.1.1. 투자자의 펀드 이용 구조

투자자는 회원가입 후 거래소를 통해 AIDUS 토큰을 구매하여 우리 펀드마켓 내에 회원 Wall

et으로 이체한 후 펀드마켓에 등록된 펀드상품들의 펀드정보를 확인하여, 투자자가 가입하

고 싶은 펀드를 확인하고, 원하는 펀드에 가입을 할 때 펀드가입금액은 실물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AIDUS토큰을 지불해야 한다. 가입한 후에는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운용

하며, 투자자는 만기 또는 중간환매 등을 통해, 수익금을 다시 통용되는 실질 통화 가치에 매칭

하여 펀드마켓 내의 투자자의 ADFP Wallet에 AIDUS 토큰으로 받게 된다.

[ 그림 41 ] ADFP 기반 탈중앙화 펀드마켓의 기본 구조

ADFP 기반 탈중앙화 펀드마켓은 투자자에게는 회원가입을 받고, 자산운용사와는 계약을 하여,

ADFP 플랫폼 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ADFP 기반의 탈중앙화 펀드마켓은 단순히 플랫

폼을 제공할 뿐, 투자자와 자산운용사와의 계약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ADFP

기반 탈중앙화 펀드마켓은 오픈마켓 또는 직거래장터와 같은 개념으로 모든 펀드거래의 주체는

투자자와 자산운용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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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 투자자의 펀드 이용 구조

이때 펀드 가입 시 자산운용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AIDUS 토큰으로 환급 받을 것인가’ 아니면 ‘

현금으로 환급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선택을 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다시 돌아가 AIDUS 토큰을 보유한 상태에서 현금화를 원하면 개인 Wallet으로 이체하여 일반

시중 거래소에서 환전하여 현금화하면 되며, 재투자를 원하면, 다시 펀드정보를 확인후 펀

드마켓 Wallet에 AIDUS 토큰을 이용해 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 그림 28 ] 투자자의 펀드 이용 구조’에서 <펀드가입> <펀드운용> <만기/중도 환매>까지는

투자자의 자산이 현금화되어 자산운용사에서 펀드운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IDUS

토큰의 시세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실물화폐에 영향을 받는다. 그 이외에는 AIDUS 토큰의 시

세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Ⅳ.1. AIDUS Token Summary’에서도 설명했지만, 투자자를 위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은 AIDUS

Business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여 투자 결

정을 해야 한다.

펀드마켓 내의 [투자자 Wallet]은 개인 소유이며, Wallet 내에 AIDUS 토큰이 있다 하여도, 아직

현금화되거나 펀드에 가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IDUS 토큰의 시세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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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투자자는 개인소유 Wallet이나 펀드마켓 내의 Wallet이 모두 본인 소유라고 생각하면

되며, HTS와 같이 본인의 은행계좌와 증권사의 전용계좌를 연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1.2. 자산운용사 펀드 이용 구조

[ 그림 29 ] 자산운용사 ADFP 펀드이용 구조

자산운용사는 펀드마켓과 계약 후 자산운용사 Admin Page를 통해 펀드를 생성하고, 그와 관

련된 정보를 펀드 인포메이션을 통해 홍보하고, 이를 본 투자자들이 펀드가입을 하면, 자산

운용사 Wallet에 투자자가 SMART Contract에 의해 보낸 AIDUS 토큰을 현금화하여 펀드를 운

용한다.

펀드가 만기 또는 중도 환매요청이 있을 경우, 자산운용사는 수익금을 실물화폐의 가치에 맞

춰서 AIDUS 토큰을 일반 토큰 거래소에서 구매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이때 지급일자 및 방

법은 투자자에게 펀드가입 전에 고지를 하여, 정확한 일정에 맞춰 지급하며, AIDUS 토큰 지급

또는 현금 지급 등 지급 방법의 선택 역시 투자자와 펀드가입 시 계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실물경제에서 모든 자산운용사가 수탁사를 지정하여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하듯이, 실제

투자자금은 수탁사가 관리하게 해야 한다. 이는 계약조건에서 별도로 설명하겠다.

그리고 투자자가 대량으로 투자하거나 대량으로 환매를 요청하면 AIDUS 토큰의 시세가 하

락/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는 시세에 의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를 대비해 LP(Liq

uidity Provider / 유동성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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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자체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면 LP는 필요 없을 수도 있으며, LP와 관련해서는

자산운용사가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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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펀드마켓 회원가입/계약 구조

ADFP는 비즈니스 모델 구조상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는 펀드를 계약함과 동시에 투

자자는 본인인증을 해야 하며, 자산운용사는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자격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ADFP에서는 투자자가 회원가입을 할 시 KYC(본인인증)와 AML(자금세탁방지)과 관련된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이는 ADFP의 모든 참여자들이 거쳐야 하는 제도이며, 특히 투자자들 입

장에서는 국제 펀드거래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권등록도 해야 한다.

자산운용사는 특성상 회원가입 개념이 아닌 ADFP와 계약을 통해서만 ADFP를 이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이다. 전 세계 각 나라별로 자산운용허가증 , 펀드

운용허가증, 수탁사 연동 인증, 판매사 연동 인증, 자산보유액, 지급준비금 등 수많은 인허가

를 받아야 하는 엄격한 규제들이 있다.

ADFP기반의 펀드마켓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사와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각 국가별로 법무법인을 통해 공증받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우리 펀

드마켓의 회원가입/계약 정책에 의해 확실한 자산운용사만이 펀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산운용사는 자산보유액 및 지급준비금 등에 의해 펀드생성 시 펀드 모집액의 한도를 책

정하게 된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 모든 것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실물경제에서 각 국가별 인

허가 취득한 자산운용사만이 펀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국가의 인허가를 받

아야만 펀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할 때, 투자자의 소속 국

가에서 해외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인허가 등의 조건을 해당 자산운용사가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서비스가 펀드마켓에 구현될 것이다.

또한 펀드마켓과의 계약에 의해 자산운용사는 회사소개 및 펀드생성 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러시아어, 한국어, 스페인어 7가지로 번역하여 투자자가 펀드정보 및 펀드가입 시 투

자자에



게 안내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펀드마켓이 전 세계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마케팅 할 수 있는

플랫폼이므로 자산운용사가 기본으로 갖춰야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2. ADFP 기반 탈중앙화 펀드마켓의 SYSTEM

2.1. ADFP 기반 탈중앙화 펀드마켓 기능 및 SYSTEM

ADFP 기반 탈중앙화 펀드마켓의 핵심 기능과 시스템구성은 다음의 도표와 같다.

이는 주요하게 SMART Contract, 공동 인증 시스템, 펀드 인포메이션 시스템, Wallet 시스템 등

으로 구성되며 ETHEREUM Network를 적용한 시스템으로 구현된다.

[ 그림 30 ] ADFP 기반 탈중앙화 펀드마켓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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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SMART Contract

ADFP 기반 탈중앙화 펀드마켓의 시스템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상에서 펀드를 가입하고 환

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SMART Contract를 이용한 투자자와 자산운용사와의 계약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계약 시 자동으로 투자자 Wallet에서 자산운용사 Wallet으로 AIDUS 토큰이

이체되어야 하며, 펀드 만기/중도 환매시에도 자산운용사 Admin Page(관리자 계정)에서 입력한

내용에 따라 계약 종료 시 같은 방법으로 AIDUS 토큰이 자산운용사 Wallet에서 투자자 Wallet

으로 이체되야 한다. 또한 신청서 및 계약서 작성과 고객인증정보를 유기적으로 반영하여, 정보

가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한다. 이 기능은 대부분 기존 기술로 진행을 하며, 보안강화가 필요한

투자자정보, 계약정보 등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하여 구축한다.

[ 그림 31 ] ADFP 기반 탈중앙화 펀드마켓 기본 기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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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투자자 등록 Contract

투자자는 ADFP 기반 탈중앙화 펀드마켓에서 제공하는 Web Site를 통하거나 AIDUS Dapp을 이

용하여 펀드마켓에 회원등록을 할 수 있다. AIDUS는 METAMASK Wallet (Chrome Extention) 또

는 MyEtherWallet을 통해 이더리움 사용자 계정을 생성한 후, 투자자 개인정보와 특정 Nonce (

uint256) 정보 및 이더리움 사용자 계정을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 네트워크에 암호

화되어 저장되며 이때 IPFS로부터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Hash (Contents Address)

정보를 부여 받는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본인만 접근이 가능하며 해독할 수 있는 복호화 키 또

한 IPFS에 저장되어 별도의 Hash (Contents Address)를 부여 받는다. 즉 본인만이 IPFS를 통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를 복호화 할 수 있다. 이후 AIDUS는 SMART Contr

act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IPFS의 Hash 정보만 Ethereum 블록체인에 등록

하게 된다.

[ 그림 32 ] 투자자 등록 CONTRACT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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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자산운용사 등록 Contract

자산운용사의 회원가입 과정은 2단계로 처리된다. 1단계는 자산운용사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

저장 체계이며 이는 일반 투자자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2단계의 투자자에게 노출되어야 하는 자산운용사의 Reference정보는 공개적으로 Json File로 S

erialization하여 IPFS에 저장된다. 따라서 IPFS에 저장되는 2단계의 자산운용사의 정보에 해

당되는 Hash 정보와 복호화 키의 Hash 정보는 가입과 동시에 AIDUS 토큰의 SMART Contra

ct를 통해 블록체인에 등록된다.

[ 그림 33 ] 자산운용사 등록 CONTRACT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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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펀드 등록 Contract

신규 펀드 등록은 자산운용사의 이더리움 사용자 계정을 기준으로 SMART Contract를 이용하여

새로운 펀드를 생성할 때마다 SMART Contract (CA, Contract Account)를 새롭게 생성하여 이

더리움 네트워크에 등록한다.

이때 펀드명, 펀드 유형, 평가등급, 기준가, 펀드규모, 총 보수, 운용회사, 펀드매니저 정보, 각종

리포트 (투자설명서, 투자규약, 운용보고서, 자산관리보고서), 펀드 환매방법, 수수료 등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등록하며 펀드 SMART Contract Address의 Owner는 펀드를 생성하는 자

산운용사가 된다.

또한 EVM(Ethereum Virtual Machine) Storage는 키/값을 매핑하기 위한 구조이며, 키와 값은

모두 256비트 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종 리포트 파일은 IPFS에 업로드하여 Hash 정보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등록한다.

[ 그림 34 ] 펀드 등록 CONTRACT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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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 펀드 구매 Contract

투자자는 자산운용사가 등록한 펀드를 SMART Contract 를 통해 구매 할 수 있다. 이때 투자

자는 AIDUS 토큰을 Wallet에 보유해야 하며, AIDUS 토큰을 해당펀드의 SMART Contract Addre

ss 에 전송함으로써 펀드를 구매한 것으로 판단한다 . AIDUS 토큰이 전송되려면 GAS(ETH)

가 필요하며 충분한 GAS의 소진을 통하여 빠른 Transaction을 일으킬 수 있다.

펀드 구매가 완료되면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된

다. 이때 자산운용사는 펀드 구매자의 IPFS의 Hash 정보와 복호화 키가 포함된 Hash 정보를 S

MART Contract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그림 35 ] 펀드 구매 CONTRACT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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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만기/중도 환매 Contract

펀드 만기/중도 환매에 대한 SMART Contract는 펀드의 만기/중도 환매 시에 평가금액을 Ora

cles Information 시스템의 정보를 참조하여 계산한다. 즉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할 금

액을 정하는 SMART Contract다. 단, 펀드마다 펀드 환매 수수료 정산 방식이 다르며 투자자

의 평가금액은 펀드 환매 수수료를 부과한 후 지급된다. (펀드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 환매여부,

기준시가 다름)

이때 Oracles Information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펀드 기준일, 기준시의 기준가격과 수익률, 비

교지수, 유형평균, 등락률을 SMART Contract 를 통하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등록한다.

[ 그림 36 ] 만기 / 중도 환매 CONTRACT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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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공동인증 시스템

1989년 스위스와 프랑스 사이에 위치한 유럽입자연구소(CERN)의 소프트웨어 공학자인 팀 버

너스리는 세계 여러 대학과 연구기간에서 근무하는 연구자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교환을 위

해 웹을 연구하였다. 웹(World Wide Web)이 최초 탄생하였을 때 웹의 태생적 목표는 탈중

앙화(decentralization)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웹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소수의 서비스에 의존하

게 되면서 빠르게 중앙집중화 되었다.

이는 HTTP가 전혀 의도하던 방향이 아니었고 미국의 NSA 혹은 우리나라의 국정원은 이제 몇

개의 서버만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정부 마음대로 특정 컨텐츠를

차단해버릴 수도, 실시간 채팅내역도 감시할 수 있다. 중앙집중화된 서버는 DDoS 공격과 각종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취득의 목적으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17년 10월 야후 (Yahoo)의 인터넷 부문을 인수한 버라이즌은 2013년 8월 발생한

해킹피해 규모가 30 억개 사용자계정에 이르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으며 피해대상엔

야후가 보유한 텀블러(tumblr), 플리커(Flickr)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오라클의 지불 관

련자회사인 마이크로스 (Micros) 역시 사용자 정보를 해킹 당했으며 , 2012 년에는 링크

드인(Linkedin)이 650 만명의 사용자 비밀번호가 유출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최근 빅데이터가 미래 기업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로 부각되면서 이들 기업이 수집하는 개인

정보에 대한 종류와 양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데이터가 중앙 집중화됨에 따라

수많은 고객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들 기업은 해커들에게 일종의 꿀단지(honey pot)와

같은 좋은 먹잇감이 되며, 실제로 해킹을 당하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한번 유출된 정보는 되

돌릴 수 없으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악용되고 있다.

AIDUS는 Web의 분산화를 통하여 소수의 강력한 기관 또는 기업들이 Web을 통제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이는 곧 개인정보 주권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며, 또한 Web이 분산화 되고 개인정보가

분산화 되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개인정보 제공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면 공

동인증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남용방지와 개인정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주권 회복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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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US 공동 인증 시스템은 최신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 기술을 사용한다.

투자자 및 자산운용사가 ADFP의 Web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요청했을 시 해당 개인정



보를 BSON (Binary JSON) Serialization하여 IPFS상에 파일 형태로 업로드 한다. 이때 IPFS

상에서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여 Hash Key (Contents Address)를 제공하며 이는 오로지 투자자

또는 자산운용사 자신만 키를 소유하게 된다. 이때 제공된 키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또는 자

산운용사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후 SMART Contract에서는 해당 파일의 해시

값과 복호화 키를 등록한다. 펀드 투자자 및 자산운용사는 ADFP에서 Peer To Peer로 양자간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때 상호간 해시 값과 복호화 키를 가지고 IPFS 상에서 상대의 개인정보

를 수령할 수 있다.

2.1.3. 펀드 인포메이션 시스템

중앙 집중형 펀드 정보 제공 기관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File  Syste

m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Information System이라 한다.

중앙 집중형 데이터를 분산 환경으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AIDUS는 자산운용사가 등

록한 펀드정보를 블록체인에 수시로 등록하여 업데이트 한다.

[ 그림 37 ] 공동인증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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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Wallet 시스템

ADFP는 Ethereum 기반의 Mobile Native APP Wallet 과 Chrome 웹브라우저 기반의 Extension

프로그램인 MetaMask 또는 MyEtherWallet을 이용하여 완벽하게 분산화되고 Peer to Peer 펀

드 거래를 할 수 있는 Wallet을 제공한다.

투자자는 펀드를 구매하는데 AIDUS 토큰을 통하여 구매 가능하며, 투자자의 Wallet에서 자

산운용사 Wallet으로 SMART Contract를 통해 ADIUS토큰이 전송됨과 동시에 Transaction Has

h 정보가 Ethereum Network에 등록된다. 이때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회원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며 펀드에 가입한 회원 정보를 IPFS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만기/환매 시 평가금액을 Information 시스템의 정보를 참조하여 계산한다. 단, 펀드마다 펀드

환매 수수료 정산 방식이 다르며 투자자의 평가금액은 펀드 환매 수수료를 부과한 후 SMART C

ontract 를 통해 토큰 또는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

[ 그림 38 ] ADFP 기반 탈중앙화 펀드마켓 Wallet 시스템 이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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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왜 ETHEREUM 네트워크인가?

Ethereum Network는 분산화된 생태계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ADFP 분산 펀드마켓은 복잡한 펀드거래를 수행하기위해 SMART Contract 를 요구한다 . Et

hereum은 SMART Contract를 허용하는 최초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이다..

3단계 로드맵의 메트로폴리스 중 비잔티움은 2017-10월 4,370,000 번째 블록을 기준으로 업

그레이드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콘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를 통해 TPS 문제와 마이닝 (POW-

>POS)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것이다.

블록체인 원장은 단순히 가치를 보내고 받는 것보다 복잡한 거래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데

이터를 입력하고 상태 값을 전이하며 복잡한 요청 및 호출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다.

또한, ERC-20 토큰을 사용하고 얼마든지 토큰을 생성하여 블록체인을 확장할 수 있으므로 Eth

ereum 네 트 워 크 가 ADFP 의 올바른 환경을 보장한다 . 우리는 ADFP 가 Ethereum 네트워

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ADFP가 더 많은 용도로 성장할 수 있는 잠

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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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SMART Contract

펀드마켓은 토큰을 전송하는 것 이상의 기능이 필요하다. 탈중앙화된 펀드마켓에는 기본적인

송수신 가치보다 복잡한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있는 블록체인 원장이 필요하다. Ethereum의 핵

심 역량은 SMART Contract이며, 이 함수는 블록체인 원장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하고 있다.

SMART Contracts 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명령어를 실행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는 Et

hereum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저장, 조회 또는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한번 배포

되면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코드를 배포할 수 있다.

펀드 계약에 있어서 SMART Contracts의 기본 기능은 데이터의 저장이다. 이 데이터에는 계

약하는 펀드, 펀딩 금액, 펀드 계약 당사자 정보, 펀드일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앞서 언급

한 정보를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간의 펀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그

러나



서로를 모르는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간의 펀드계약을 위한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원할 때

우리는 위의 데이터 이상을 필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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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분산응용 프로그램 (DAPP)

탈중앙화 펀드마켓

Ethereum은 블록체인상에서 수행되는 펀드 마켓에 대한 생태계를 제공한다.

탈중앙화 펀드마켓을 통해 모든 거래가 블록 체인에서 이루어지며 펀드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블록 체인 네트워크에 저장되어 실행되며, 이 솔루션은 투자자와 자금운용사간에 안

전과 신뢰 및 투명성을 제공한다.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Ethereum 기반 스마트 계약은 당사자간의 사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도 거래를 창출하는 생

태계를 제공한다. 모든 거래는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즉, 코드가 블록 체인에서 실

행되어 ADFP가 다수의 노드에 자신을 복사하기 때문에 계약(코드)을 조작하거나 손상시킬 수

없다.

탈중앙화 펀드마켓을 위한 스마트 계약

스마트 계약은 분산형 플랫폼에 적합하며, SMART Contracts는 향후 지불, 토큰 전송 및 모든 종

류의 가입/환매 실행과 같은 복잡한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SMART Contracts는 투자

자에 관한 정보를 블록체인에 보관해야 하므로 펀드 계약에 중요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

하고 그룹화 할 수 있다.



VII. AIDUS ICO PLAN

1. AIDUS 토큰 판매 개요

ADFP 기반의 탈중앙화 펀드마켓을 운영하고 참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AIDUS 토

큰은 ICO(Initial Coin Offering) 방식의 토큰 사전판매(Presales)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ICO

에서 판매되는 토큰은 ERC20 토큰 형태로 제공되며, 향후 AIDUS Global D-Fund Platform 기

반의 탈중앙화 펀드마켓이 런칭되면 펀드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 AIDUS 메인

넷이 런칭될 때 이 토큰은 1:1 비율로 AIDUS 토큰과 교환된다.

AIDUS 토큰은 총 100 억 개가 발행되고 , 이중 20 억 개 한도( 보너스 별도) 에서 AIDUS

토큰(AIDUS)이 ICO를 통해 판매된다.

[ 표 1 ] AIDUS 토큰 판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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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큰 판매 일정과 세부 내용

AIDUS 토큰 판매는 3가지 형태로 진행되며, 일정에 따라 Private Presale과 Public Presale, Pu

blic Sale 로 진행된다. 만약 어느 단계이든 Hard cap을 달성하는 경우, 다음 단계의 Sale은 진행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표 2 ] AIDUS 토큰 판매 일정 및 세부 내용

※ 이더리움 기준은 각 단계 세일 24시간 전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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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DUS 토큰 배분 계획

[ 그림 39 ] AIDUS 토큰 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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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토큰 공급 계획

AIDUS 프로젝트팀은 ICO/IEO를 통해 약 13.27%의 AIDUS 토큰을 발행할 예정이다.

ADFP의 탈중앙화 펀드마켓의 특징상 펀드마켓 내에서 취급되는 펀드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AIDUS 토큰의 수요 유동성이 연동하여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37.73%의 AIDUS 토

큰은 우리의 펀드마켓의 펀드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정량의 토큰을 AISYS GLOBAL에서 시장

에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그렇게 추가 공급된 AIDUS 토큰의 물량만큼 AISYS GLOBAL

로 유입되는 이익은 자체적인 QTS 자산 운용과 자산운용사의 현금 유동화를 위한 재원 등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계획이다.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이러한 이익은 토큰 또는 AIDUS토큰

의 홀더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분배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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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재구매 계획

AIDUS 프로젝트팀은 먼저 ADFP 탈중앙화 펀드마켓에서 펀드규모를 특정 수준까지 확대 한 다

음 독점적인 QTS의 자산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을 이용하여 매년 시장에서 일정량의 AIDUS 토큰

을 구매하여 시중의 AIDUS 토큰의 수량을 감소시켜 AIDUS 토큰의 가치를 보호할 계획이다. 구

입된 AIDUS 토큰은 AISYS GLOBAL 같은 그런 활동을 위한 reserve 항목에 AISYS GLOBAL에 의

해 보유되어야 하고, 수시로 적절한지 점검 받게 됩니다.



[ 그림 40 ] AIDUS 예산 운영 계획

4. 예산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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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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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DFP 기반 탈중앙화 펀드마켓 개발 계획

7. 사회공헌 계획

AIDUS 프로젝트팀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AIDUS재단 내에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업 초

기부터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발언어: Node.JS / Solidity / Web3.js / React / Java script / Java /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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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Team & Advisory

1. Team

David Chen
CEO

▪ AISYS GLOBAL CEO

▪ AIS FOUNDATION Chairman

▪ 2014 ~ : Hanson Robotics / Director & CFO

▪ 2006 ~ : AngelVest / Co-founder & Chairman

▪ Harvard University, MBA

▪ University of Rochester, BS Electrical Engineering

Ted Min
COO / FOUNDER

▪ 2018.10 : AIDUS Global D-Fund Platform Project

▪ 2018.02 : AIDUS Project Start.

▪ 2015 : Lulu investment Club Co.,Ltd. Established.

▪ 2015.6 : QTS Development and Service Start

▪ Expert financial transaction analysis and algorithm  
builder. Platform and service planning and  opera
tion experts..

Kyle Ahn
CIO

▪ Oputech Singapore / CEO

▪ Alternative & Leveraged Inv. Consulting / CEO

▪ Tullett Prebon Korea / Director

▪ Kiwoom Securities, DGB Asset Management, Citi  

Bank Korea / Asset Management

▪ illinois University, USA ,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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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Lee

Management Support  
Director

Dennis Lee

Business Team Leader

Steven Lee

Planning Team Leader

Neo Min

Management Support Team  
Leader

Kelly Jo

Development Team Leader

Ho Dong Kim

Blockchian Dev. Team Leader

Kirill Bondarev

Blockchain Developer

Favian Lee

Design Team Leader

Yauhen Sakovich

Blockchain Developer

Arseny Frolov

Web Developer

Reo Kim

Strategic planning team  
Leader

Olga Ovchinnikova

Senior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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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aterina Moiseenko

Social Marketing Manager

Ken Ko

Marketing Team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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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visor

James Slazas

▪ Founding partner at DARMA Captial.

▪ ‘15.08 ~

▪ ‘09.10 ~

Former Director of ConsenSys Capital

CEO at Healthcare Inside/Med A-Z

▪ ‘06.06 ~ ‘10.08 Managing member at family companies

of Life Settlement

▪ ‘01.03 ~ ’06.06 Partner of Legacy Advisory Group

Thorsten Schauer

▪ Director of Digitial Training at Alter Solutions Deutschland  
GmbH

▪ ‘16.09~’17.04 Senior Scrum Master at High Access Solutions
▪ ‘14.10~’16.08 Director Project Management at Plus1

▪ ‘10.04~’14.09 Director Portfoliomanagement at GM Ltd

▪ Doctor Degree in International Business Administration and  
a Master Degree in International Business Law

KiKwon Doh

▪ Co-founder & President at Good Morning Holdings Corp.

▪ ‘13 ~

▪ ‘05 ~ ‘12

▪ ’08 ~ ‘09

▪ ’99 ~ ‘04

▪ ’95 ~ ‘96

Chairman at Happy Home Economy Institute  

Founder & CEO at Unhwa Corperation  Advis

or at Hyundai Motor Securities

CEO at Goodmoring Shinhan Securities

CEO at Citicorp Securities Finance

▪ ‘16.03 ~ Sales and Business Dev. Manager at Vixion B.V.

▪ ‘14.11 ~ Business Dev. Manager at Digital Intelligence

Group B.V.

▪ ’14.03 ~ ‘16.05 Co-founder of No Candy Licensing B.V.

▪ Master Degree in Tax Law (1991)

▪ Business Dev. Management Expert in software IndustryWim Jagtenberg

▪ ‘15.01 ~ CEO at GLOBAL FUND LLC

▪ ‘10.10 ~ ‘14.09 Chairman at FIIA

▪ ‘03.03 ~ ‘10.08 CEO at Washington Global Fund LP.

▪ ‘98.01 ~ ‘03. 04 Attorney at Law Jaeger& Teras LLP.
Ted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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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Choi

▪ Portfolio Manager of Falcon Asia Fund at Gordian  
Capital

▪ 25+years experience in financial investments including  
working at one of global hedge funds, VC and IB

▪ Carnegie Mellon University – Tepper School of  
Business

James Lee

▪ Develop keyboard security solutions & PC vulnerability  
analysis

▪ DevelopHead of advertising agency development.

▪ Establish and manage multiple IT companies including  
Zen Software, SuperBee, and Pumpkinnz.

▪ Has over 18 years of development and business  
planning experience.

Ji In Moon

▪ CEO at Real Stock, the leading of real stock market

▪ Manager at Happy Telecom & MOTOROLA Engineer

▪ BOOK :

『Story easiest futures and options in the world』

『Stock Futures Trading Secrets』

『Foreign futures Real investment Complete conquest』

Chami Akmeemana

▪ 2018.Mar~ : Blockscale Solution Inc. - CEO

▪ 2018.May~: Decentralizing precision medicine
with AI - Advisor

▪ 2018.Mar~ - Blockchain Learning Grouo Inc. - CEO

▪ 2000~2003 :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 MSc,  
Engineering

Hadi Solh

▪ 2016.Sep ~ : Head of MEA&Global Special Projects at  
Afiniti Ai/ Mckinsey Solutions

▪ 2014. ~ : Partner - System Hotels Ltd.

▪ ‘07.Nov ~ ’13.Nov: Chief Investment Officer -Depa
United Group

▪ ’03 ~ ’05 : Hava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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