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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를 위한 Digital 최신화과정

2018년 7월 강의

-크립토펀드-

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전략기획MBA 주임교수
aSSIST 암호경제연구소장

김문수



주임 교수 소개

김문수
aSSIST 디지털전략기획MBA 주임교수
aSSIST 암호경제연구소장
BeCrypto Founder & CEO

이투스 Founder & CEO
스마투스 Founder & CEO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교육위원

딜로이트 선정 2004 한국 고속성장기업 8위
에디슨 재단 선정 글로벌 혁신기업 수상 후보

서울대 공과대학 응용화학부
중국 CKGSB EMBA
aSSIST 빅데이터MBA 박사수료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3



전통적 MBA의 한계, 최신화된 경영학 교육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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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마케터,경영자 개발자

급격히
벌어지는
지식 격차

✓ 피상적 뉴스와 상상

인공지능이 인간 대체?

블록체인으로 보안 강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

✓ 구체적인 메커니즘 이해 없이

는 전략 수립 불가

✓ arxiv.org

✓ MOOC

✓ Tensorflow

산업의 ‘최신 내용＇을 고집하는
디지털 전략 교육의 창시

aSSIST 경영대학원

✓ 기술지식만으로는

지속적 성장 한계



디지털전략교육 과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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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대상 MBA 석사학위 과정
⚫ 주말 수업, 회사 병행
⚫ 총 3학기제 1.5년 소요

⚫ CEO 대상 비학위 과정
⚫ 매월 1회 주임교수 직강
⚫ 수시 입학 가능
⚫ 6개월/ 12개월 단위 신청



학 기 구 분 교 과 목 명

2018년

1학기
전공기초

• 인공지능 메커니즘과 전략기획

• 인공지능의 실습과 전략적 적용(케라스)

• 디지털 메커니즘과 성장전략(ICO 입문)

• 디자인 씽킹 메커니즘과 실습

• Venture Capital 메커니즘과 투자유치 전략기획

• 그로스 해킹 메커니즘과 성장 전략 기획

• 알고리즘 트레이딩 메커니즘과 로보어드바이저

• 중국의 디지털 혁신 메커니즘 이해( Shanghai )

디지털전략기획 MBA 석사학위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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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기 구 분 교 과 목 명

2018년

2학기
전공심화

• 토큰경제학과 토큰 이코노미 설계

• 화폐의 역사와 암호화폐의 이해

• 블록체인 메커니즘의 이해(비트코인/이더리움/EOS)

• 스마트 컨트랙트 메커니즘과 개발 실습

• ICO 백서 분석과 작성 전략

• Data Science 와 전략적 통계

• DApp 기획과 개발 실습

• 크립토 펀드의 이해와 설계

• 일본 블록체인 산업 탐방 ( Tokyo )

디지털전략기획 MBA 석사학위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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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최신화과정 강의주제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2018년
1월

(18일)
2월

(22일)
3월

(15일)
4월

(19일)
5월

(17일)
6월

(21일)

주제
암호화폐의
SER-M 분석

기업의
코인발행

전략

기업의 AI
응용전략

토큰경제학
STEEM

토큰경제
분석

스마트
컨트랙트

7월
(19일)

8월
(16일)

9월
(20일)

10월
(18일)

11월
(15일)

12월
(20일)

주제
Crypto
Fund

토큰
이코노미의

패턴

EOS
(3세대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학

로보
어드바이저

데이터
사이언스

일부 과목은 산업변화 속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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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최신화과정 강의 주제 선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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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난이도

최신 기술

✓산업에 임팩트를 주고 있는가?
✓즉, 새로운 방법으로 성장하는 최신 기업이 있는가?
✓그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는 최신 투자 패턴이 있는가?

✓최신 기술 메커니즘으로 인한 임팩트인가?
✓CEO가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인가?

✓강의로 다루어 볼만한 난이도가 있는가?



CEO 최신화과정 강의가 제작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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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개
웹사이트

+ 30개
논문

+ 30권
도서

평균 1만 페이지
자료 검토



CEO 최신화과정 강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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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경영자,
사상가)

최신
기업 동향

최신
기술 원리

최신화된
경영전략 도출



CEO를 위한 Digital 최신화과정

2018년 7월 강의

-크립토 펀드-

aSSIST 경영대학원 디지털전략기획MBA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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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과 Crypto Finance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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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돈을

프로그래밍
인센티브를
프로그래밍

인센티브를
프로그래밍하면,

사람 행동을
프로그래밍

사회를
프로그래밍



Crypto Fund 강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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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ypto Asset이 금융 산업을 바꾸는 동향

2. 장기 투자형 Crypto Fund : A16z Fund

3. ETF 기반 벤처투자 Crypto Fund : Hyperion Fund

4. ICO 투자 심사 전략

5. 토큰 이코노미 설계형 Crypto Fund : BeCrypto

6. ETF 기반 인덱스 Crypto Fund : Crypto20

7. 대표적인 Crypto Fund : Hashed

8. 대표적인 크립토 프로젝트 : KyberNetwork

9. 글로벌 대표적 Crypto Fund 소개



Crypto Fund 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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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ypto Asset이 금융 산업을 바꾸는 동향

2. 장기
벤처투자형

A16z Fund

3. ETF 기반
벤처투자형

Hyperion Fund

5. ETF 기반
토큰 이코노미 설계형

BeCrypto

4. ICO 투자 심사 전략

6. ETF 기반
인덱스형

CRYPTO20 Fund

7. 성공 사례

Hashed/ Kyber

8. 글로벌 대표적인
크립토펀드 소개



Crypto Fund 강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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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ypto Asset이 금융 산업을 바꾸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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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TF 기반
벤처투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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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TF 기반
토큰 이코노미 설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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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Asset이
금융 산업을 바꾸는 동향



http://www.decenter.kr/NewsView/1S0YIK0GEZ/GZ03

앤드리슨 호로위츠, 3억달러 규모 암호화폐 펀드 조성
"암호화폐 기업과 코인에 최대 10년은 투자할 것"
"침체기 연연해 하지 않아…최고의 투자환경이기 때문"
깃허브, 슬랙, 미디엄, 핀터레스트 등 유망 기업에 초기 투자

김연지 기자
2018-06-26 10:43:43

깃허브·슬랙 등 투자한 VC, 3억달러 암호화폐 펀드 조성

깃허브·슬랙·미디엄 등 유망한 IT 기업에 투자하는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위츠
(Andreessen Horowitz)가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5일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홈페이지를 통해 3억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펀드의 명칭은 ‘a16zcrypto’다.

회사는 향후 2~3년 동안 신생 코인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기업,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에 자금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크리스 딕슨 제너럴 파트너는 “지난 5년간 암호화폐에
투자해오면서 어느 하나 매각한 것이 없다”며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도록 펀드의
구조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했지만 이러한 침체기는 여러 번 찾아올 것” 이라면서도
“침체기가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최고의 투자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직 미 법무부 연방 검사로 재직한 바 있는 케이티 헌 제너럴 파트너가 이번 펀드를 이끌게 된다. 
그녀는 미국 법무부의 재직 당시 사이버 범죄, 정부 첫 암호화폐 테스크포스를 만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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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ckinpress.com/archives/6782

‘10년 보고 투자한다’ 말했던 a16z 암호화폐 펀드, 
‘오아시스 랩스’에 투자 2018년 7월 11일

블록인프레스

최근 암호화폐 투자 의사를 공개한 실리콘밸리의 안드리센 호로비츠(Andreessen Horowitz) 펀드, 
바이낸스 등 업계 유명 투자자들이 오아시스 펀드에 투자했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최근 암호화폐-블록체인 분야에 투자를 시작한 안드리센 호로비츠의 a16z 펀드가
주도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바이낸스, DCVC, 일렉트릭 캐피털, 판테라 캐피털, 폴리체인 캐피털 등
업계 최대 투자자들이 참가했다. 
MIT와 버클리 같은 명문 대학 출신의 팀 멤버들로 구성된 오아시스 랩스는 ‘프라이버시를 우선으로 하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회사다.

오아시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아마존 웹 서비스를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오아시스 랩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기존의 클라우드 시스템보다 성능과 효율
성은 높으면서도 보안과 프라이버시 분야에서 추가적인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아시스 랩스의 CEO이자 UC 버클리 대학교의 컴퓨터공학 교수인 던 송(Dawn Son)은 “신뢰 가능한 하
드웨어와 암호화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 컨트랙트가 암호화된 데이터를 연산할 수 있다. 이 절차에서
연산되는 데이터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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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INITY 재단, 6,100 만 달러 투자 유치...
블록체인 개발에 사용할 예정

스위스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미국 최대의 벤처 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와 폴리체인 캐피탈(PolyChain Capital)을 포함한 투자 기업으로 부터 6,100 만 달러를 유치
했다.

8일, DFINITY 재단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이 재단은 탈중심화된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만들
목적으로, 블록체인 협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100만 달러의 자금은 블록체
인 개발에 사용할 것이며, 나머지는 해당 개발 업체와 해당 어플리케이션 개발팀을 지원하는데 사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DFINITY 재단의 총괄이자 수석 과학자인 Dominic Williams는 "DFINITY 재단의 자금 상태는 양호하지
만, 이번 투자 유치는 굉장히 주목할만한 일이며, 혼란스러운 블록체인 시장에서 다른 이들과는 다르
게, 진정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파트너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유명 벤처캐피탈인 안드리센 호로비츠(Andreessen Horowitz)는 최근 몇 년 동안, 블록체인 회사 및
프로젝트에 투자했으며, 특히 2013년에 코인베이스(Coinbase) 거래소의 지분을 인수한 바가 있다. 최
근에는 DydX의 시드펀드(파트너인 크리스 딕슨(Chris Dixon)을 통해),  베이스코인(Basecoin) 및 오픈
바자(Openbazaar)에 투자한 바 있다. 

최영
2018. 02. 08 21:05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20

http://kr.cointime.com/blockchain/11466.html


美 최대 코인거래소, 증권사 승인 받았다

이민우 기자
2018-07-17 10:45

코인베이스, 금융당국으로부터 키스톤 캐피털 등 증권사 인수 승인
코인 기반 증권 발행 및 증권거래, 투자 고문 등으로 영역 확대

미국 최대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금융 당국의 정식 규제를 받는 증권중개사 승인을 받았다. 
코인 기반 증권 거래 등 본격 금융상품 개발에 들어설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금융산업규제협회(FINRA)로부
터 증권거래업체 인수 승인을 받고 증권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 대변인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SEC와 FINRA가 키스톤 캐피털, 베노베이트 마켓플레이스, 
디지털웰스 LLC 등의 증권 거래 업체 인수를 승인했다"며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증권을 제공하고 대체 거
래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증권 중개인, 투자 고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SEC는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에 거래소로 등록해야 하
며, 기존 거래소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SEC는 대체 거래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들도 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코인베이스는 기관투자자용 수탁서비스도 출시한 바 있다. 금융기관들이 가상통화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탁서비스 부족은 월가 기관투자자의 진출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다. 
우선 비트코인·이더리움·라이트코인·비트코인캐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 후 차츰 지원 대상을 늘릴 예정
이다. 
헤지펀드 등 이미 10개사가 수탁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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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규제기관들이 ‘유틸리티 토큰’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Michael J Casey
2018년 7월 16일 15:16 

https://www.coindeskkorea.com/세계-규제기관들이-유틸리티-토큰을-이해하기-시작/

“지난 2년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계속 존재해 왔는데, 이제 끝을 내고 싶
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다.”

블록체인을 신봉하는 이들이나 호들러, 암호화폐 무정부주의자가 한 말이 아니다. 규제기관 당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싱가포르 금융 규제기관인 싱가포르 금융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수석 핀테크 담당자
소프넨두 모한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더 많은 이들을 포용하는 기술과 금융을 주제로 열린
G20 포럼에서 호기심 반 걱정 반인 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 개발 담당자들에게 연설을 했다.

앞서 나가는 국가들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이 여정의 선두에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의 임원 라비 메논은 지난 3월에 한 연설에서
“좋은” 토큰과 “나쁘고 추한” 토큰을 구별하기 위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스위스 연방 금융시장 감독국 FINMA(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FINMA)는 토큰을 세 개
의 카테고리로 나누는 분류법을 만들어냈다. 지불 토큰(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 유틸리티 토큰(이더리움과
다양한 종류의 ERC-20 토큰), 그리고 자산 토큰으로 토큰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자산 토큰만 증권법
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규제기관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며, 적어도 그들이 늘 봐왔던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규제기관 곳곳에서도 조용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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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 관련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이 기술에 대한 대중의 자신감을 증진하기 위해 좀 더 명확
한 규제를 원하는 사람들과 애초에 국가의 개입을 막기 위해 생겨난 화폐 시스템에 대한 정부 개입을 절대
반대하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모두에게 중대한 일이다.

경쟁은 시작됐다
이러한 단계를 밟고 있는 국가들은 분명히 자유분방한 ICO 시장에서 생성되는 잠재적인 경제적 이득에도 눈
길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례적으로 단시간에 생겨난 자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나라별로 규제가
다르므로 이른바 세계적으로 “규제 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가 일어날 위험도 있다. 

모한티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규제기관 여섯 곳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대대
적인 합의를 향해 가고 있고, 지불이나 보안 수단과 유틸리티 토큰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하는지, 또 어느 시점에 토큰이 유틸리티 토
큰의 지위를 면할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는 시급히 답을 내려야 하는 문제다. 규제기관들은 증권법 면제를
넘어 기존의 소비자 보호법을 적용하여 ICO 관리자들이 토큰 사전판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한 약속에 책
임을 지게 하는 전략에도 합의해야 한다.

현재 G20 의장국인 아르헨티나의 리더십 하에 “진입장벽을 낮춘 금융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준비한 이
번 행사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개발도상국 저소득층 사이에서 기업가 정신과 창업을 어떻게 장려할지에 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됐다. 개발도상국 사업가들을 포함하여 탈중앙화된 P2P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는 강력한 경제적 혜택을 전 세계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려면 무엇보다 규제 진입장벽이 완화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대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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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 창업자 피터틸, 이오스 개발사 블락원에 투자
피터 틸, 비트메인 등 다수의 전략적 투자자 참여
우지한 “이오스 프로토콜은 애플리케이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심두보 기자
2018-07-17 08:43:19

페이팔 창업자 피터틸, 이오스 개발사 블락원에 투자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Peter Thiel)이 이오스(EOSIO)의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블락원(Block.one)에 투자한
다. 16일(현지시간) 블락원에 따르면 피터 틸, 비트메인(Bitmain), 그리고 헤지펀드 백만장자인 루이스 베이
컨(Louis Bacon)과 할랜 하워드(Alan Howard) 등 다수의 투자자가 블락원에 투자했다.

우지한(Jihan Wu) 비트메인 CEO는 “이오스 프로토콜은 블록체인 혁신의 위대한 예시”라며 “프로토콜의 역
량과 확장성은 애플리케이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브랜든 블루머(Brendan Blumer) 블락원 CEO는 “더 안전하고 연결된 세계를 만드는 데에 가치를 함께 창출
할 전략적 투자자를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피터 틸은 1998년 페이팔을 창업했다. 그는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이며, 
현재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링크드인, 옐프와 같은 성공적인 테크기업에 투자하기도 했다. 
역시 주요 투자자 중 하나인 반도체 기업 비트메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하드웨어 제조업체다.

http://decenter.kr/NewsView/1S24BK3U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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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兆 굴리는 공룡운용사` 블랙록, 암호화폐팀 꾸렸다

사내 각 부서서 인력 차출해 전담팀 구성…연구 진행
멀티에셋투자 전략가 심슨이 총괄…선물·관련사업 조사
"비트코인 투기·자금세탁용" 폄하했던 핑크 CEO와 대비

총 6조3000억달러(원화 약 7110조원)라는 막대한 자산을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워킹그룹
(실무전담팀)을 꾸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뉴스는 16일(현지시간)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블랙록이 사내 각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해
전담팀을 구성,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랙록의 워킹그룹 구성은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지난해말 핑크 CEO는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적 상품이며 익명성이라는
점 때문에 그나마 주목받고 있을 뿐”이라며 “이는 자금세탁 용도로 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
는 “우리 주요 고객들은 아무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며 “암호화폐는 기관투자가들
에게 사업 기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었다. 

핑크 CEO는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사내에 전담팀을 꾸렸고 현재 대단히 열심히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암호화폐에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부정적인 시선은 거두지 않았다. 

로이터 역시 블랙록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투자하기 시작할 경우 이는 관련 산업은 물론이고 다른 자산운
용사들에게도 엄청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ttps://bit.ly/2NmMoMf

이정훈 기자
2018-07-1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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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위험 경고한 블랙록…"모든 돈 잃
어도 될 사람만 투자해야" 

이정훈 기자
2018-02-27 08:28

터닐 블랙록 수석투자전략가, 변동성·규제미비 등 지적
"암호화폐, 금융위기때 증시 요동이 평온해 보일 정도"
"암호화폐 도전 극복해야 더 폭넓게 활용 가능해질 듯"

투자자산 모두를 잃어도 견뎌낼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닌 이상 현 시점에서는 암호화폐 투자를 피해야 한다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경고하고 나섰다. 

2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리처드 터닐 블랙록 글로벌 수석 투자전략가는 이날 블랙록투자연구소
(BlackRock Investment Institute)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앞으로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암호화폐가 잠재적
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투자한 돈을 모두 잃고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 정도만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가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높은 가격 변동성과 분화돼 있는 시장, 각국 당국의 규제 미비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터닐 전략가는 “당분간은 암호화폐가 주요한 투자 포트폴리오 일부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보면 지난 금융위기 당시 요동친 주식시장이 거의 평온한 상태
인 것처럼 보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터닐 전략가는 암호화폐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더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도전들을 슬기롭게 극복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광범위하게 채택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대대적인 변화를 줄 필요가 있고 정책당국도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bit.ly/2uAeH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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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엔 규모로 연수익률 20% 목표
핀테크 회사 2곳 펀드 투자 확정

정보라 기자
2018-01-12 10:49:54

피스코, 일본 최초로 암호화폐 펀드 출시

일본 금융투자회사인 피스코(Fisco)가 일본 최초로 3억엔(28억원) 규모의 암호화폐(가상화폐) 
펀드를 설립한다. 

10일 니케이는 피스코가 이르면 이달 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펀드를 출
시한다고 보도했다. 피스코는 연 수익률 20%를 목표로, 자기자본과 함께 핀테크 회사 2곳에서
자금을 조달해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이다. 피스코는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간 암호화폐
가격이 다른 점을 이용해 차익거래로 수익을 올릴 방법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피스코는 지난해 8월 세계최초로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하는 등 일본에서 암호화폐 관련 선도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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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국내 벤처캐피털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허 대표는 “국내에서
자금을 모으고 정부에 등록한 벤처캐피털은 암호화폐에는 투자할 수 없다”면서 “일부 국내에서 활동하는 크립
토 펀드는 자기자본으로 투자를 하거나 법인을 해외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내 벤처캐피털은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펀드를 조성한다.

그럼에도 앞으로의 벤처캐피털의 움직임에 대해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리콘밸리의 전통 벤처캐피털이 움직
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의 대표 벤처캐피털인 앤드리슨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는 3억달
러 규모의 암호화폐 펀드를 지난달 조성했다. 허 대표는 “올드머니(Old money) 가운데 앤드리슨 호로위츠 규모
의 펀드를 만든 곳은 없었다”면서 “앞으로 올드머니가 블록체인 업계로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반기업이나 투자기관의 자금을 위탁해 관리하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Custody service)도 늘고 있다. 
허진호 대표는 ”커스터디 서비스는 기존의 산업의 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된
다”면서 “장기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에 짧은 호흡으로 투자하는 헤지펀드는 다수 만들어졌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
다. 
하지만 지금의 블록체인 산업에는 여전히 버블이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허 대표는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
는 좋은 기업과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데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다”면서 “다만 지금의 시장엔 버블이 있어 쉽게
투자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S2212BHCW

허진호 세마트랜스링크 대표 “올드머니의 블록체인 투자가 시작된다”

심두보,김연지 기자
2018-07-12

“블록체인 버블 속에서 인프라가 만들어진다"
투기 자본 유입→버블→붕괴→산업자본의 유입 수순 전망
국내 VC, 규제상 투자 어려워…크립토 펀드의 자기자본 투자나 해외에 법인 둬야
ICO 레이팅 업체 다수는 돈 받고 일해…블록체인 프로젝트 가치 측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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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재 대표 "ICO, 이젠 크립토 펀드가 대세"
"ICO 형태도 다각화...이젠 ICO 넘어 TGE, IFO, IEO"
"리버스 ICO도 트랜드로...모럴헤저드 방지"
"대기업도 이젠 블록체인에 눈길...관련 사업 성행"

김연지 기자
2018-07-10 11:16:41

파운데이션 X 황성재 대표 "ICO 개인 투자
시대는 지났다…투자도 기업화

황 대표는 “이제는 개인이 ICO에 투자하기보다는 크립토 펀드를 통한 ICO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실제 기
존 탑티어 벤처 및 자산 운용 회사들이 자회사 형태로 크립토 펀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기존의 IT 공룡들을 대적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기회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ICO 자체가 진화하면서 투자 형태가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코인 관련 자금 조달
을 ICO, TGE(Token Generation Event), IFO(Initial Free coin Offering), 그리고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로 분
류하며“특히 스티밋과 같은 형태인 IFO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회사가 ICO를 하는 경우인 ‘리버스
ICO’도 트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황 대표는 “리버스 ICO의 장점은 기존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특정 프로젝트가
한 차례 검증을 거쳤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 때문에 모럴헤저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로
덕트와 유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이 있는 상태에서 블록체인을 융합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분명한 강점”
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에서 ICO 및 블록체인 사업 시도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황 대표는 대표적인 예로 텔레그
램을 들며 “텔레그램은 ICO를 통해 2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며 “탑티어가 거대 자본은 가지고 준비된 ICO 
를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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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와 함께 쑥쑥 자라는 크립토펀드

이정훈 기자
2018-05-16 06:21

전세계 크립토펀드 300곳 넘어…운용자산만 5.7兆 규모
올해에만 100곳 이상 새로 생겨날 듯…국내도 설립 추진
인덱스 방식은 인기 식어…VC·헤지펀드형 각광 받아
직접투자보다 안전해도 고위험 고수익…유동성 이슈도

크립토펀드는 특정 기관에 등록하거나 사전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규
모를 파악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암호화폐 분야 유력 조사·분석업체인 오토노머스 넥스트
(Autonomous NEXT)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미국에서 설립돼 운용되고 있는 크립토펀드는 총
251개이고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규모는 35억~50억달러(원화 약 3조7300억~5조3300억원) 수준
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크립토펀드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립토펀드는 총 302곳이며
이중 헤지펀드가 183곳, 벤처캐피털이 106곳에 이르고 있구요, 나머지 13곳은 프라이빗에쿼티펀
드(PEF)로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올해에도 100곳 이상의 펀드가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전
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퓨처플레이가 세운 파운데이션X나 데일리블록체인과 카카오 등도 크립토펀드 출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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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트웬티나 코인베이스 등이 지난 2016년 내놓은 인덱스펀드는 암호화폐시장내 시가총액 상
위 코인들을 시총 비중별로 사담아 펀드 수익률이 특정 코인이 아닌 시장흐름을 따라가도록 설
계했습니다. 물론 비트투웬티처럼 시총 상위 20개 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펀드도 있고, 코인
베이스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 일부 상위 코인만 담기도 합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몇개 코인을 담느냐가 수
익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덱스를 추종하는 크립토펀드는 상승장에서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투기 성향이 강한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하락장에서 상대
적 강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인기가 시들고 있습니다. 본격 하락장이 전개됐던 올초만 해도 석 달
간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45% 떨어진 시점에서 크립토 인덱스펀드 수익률도 평균 43% 이상 하
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ICO 이전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프리(pre)-ICO나 ICO 세일과정에 투자로
참여하는 벤처캐피털 성격의 크립토펀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의 크립토펀드이든 간에 펀드 운용에 따른 규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데다 유동
성 부족으로 인해 투자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할 겁니다.

https://bit.ly/2uovXZ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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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ICO 합친 ‘전환형 가상화폐공개(ICCO)’ 등장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전환채권와 유사한 개념
암호화폐 관리의 어려움과 규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시도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 암호화폐 간극 줄일 것”

'토큰을 주식으로' ICCO 적용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나왔다

조현정 기자
2018-07-11 11:23:54

주식과 암호화폐공개(ICO)의 개념을 합친 ‘전환형 암호화폐 공개(ICCO: Initial Convertible Coin Offering)’가
이달 공개된다. 투자자는 토큰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를 갖게 된다.

10일(현지시각)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는 몰타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기업 팔라디움(Palladium)이
세계 최초의 ICCO를 이달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ICCO는 암호화폐 관리의 어려움과 규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기존의 ICO를 변형한 구조다. 팔
라디움은 우선 이달 예정된 ICCO에서 1억5,000만유로(한화 1,963억7,700만원) 규모의 토큰을 판매할 예정이
다. 투자자들은 ICCO를 통해 토큰화된 ‘전환 보증서’를 부여받고, 3년 뒤 해당 토큰을 팔라디움의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를 갖게 된다. 채권을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와 유
사한 개념이다. 팔라디움 ICCO는 몰타금융서비스기구(MFSA)의 승인을 받았다.

팔라디움의 ICCO 프로젝트는 미국 기반의 디지털 거래소 유니큰(Unikrn), 비트렉스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
다. 팔라디움의 주주이자 마이크로소프트 벤처스 전 CEO인 라울 수드 유니큰 설립자는 “팔라디움은 기존 법
규 내에서 단일 솔루션으로 암호화폐의 가장 큰 단점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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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증권거래소·영국 금감원
‘주식 토큰화’ 실험 본격화 Ian Allison

2018년 7월 16일 14:06 

런던 증권거래소(LSEG)와 영국 금융감독원(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분산원장 기술 스타트업인 니
바우라(Nivaura), 20|30 등과 협력해 회사 주식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 시험하고 있다.
우선 일차적인 목표는 영국 회사의 주식을 토큰화한 뒤 규제에 맞춰 발행, 거래하고 판매해보는 것이다. 성공적
으로 진행되면 사상 최초로 기록될 실험이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코인데스크에 보낸 입장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이유와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주식을 토큰으로 발행하는 과정을 혁신해 런던 증권거래소의 사업 규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토큰화 주식 발
행 규범이 정착되면 이는 특히 중소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니바우라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회사
들이 더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토큰화된 주식이란
주식을 발행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술 개발이지만, 스타트업들도 주식 토큰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니바우라는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채무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하고 승인, 판매, 거래하는 모든
절차를 영국의 현재 금융 규제에 맞춰 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씩 차근차근 입증해냈다. 사실 앞서 두 차례
규제 샌드박스에도 참여했던 니바우라는 이미 토큰화 주식을 세 번이나 발행하며 관련 시험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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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된 주식을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되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우선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자체의 비효율성이었다. 
여기서는 주식을 발행하는 측과 투자자 사이의 관계만 매끄럽게 정리가 되면 되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미치
는 영향은 거의 없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의 경우는 다르다. 기관 투자자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기반이 닦여 있어야만 움직이는데, 
이 프로젝트는 니바우라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런던 증권거래소가 대규모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해 이를 보조함으로써 기관 투자자를 움직인다.

토큰 거래와 결제 절차는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진행되므로 초당 15건까지만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는 이더리움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지 않는 한 현재 거래 처리속도가 주식 토큰 발행과 거래에 제약이 될 수도
있기는 하다. 세라 박사도 거래 처리 속도와 대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퍼블릭 블록체인 전
반에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의 속도만 유지되면 주식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데는 적
어도 앞으로 2~3년간 크게 문제없을 수준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체 산업의 기반 자산이 토큰으로 바뀔 것이다. 이는 분명한 추세다. 사실 기반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이
냐 비트코인이냐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단지 그것이 블록체인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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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몰타에 블록체인 은행 만든다···연내 토큰 판매

심두보기자
2018.07.13 오전 8:18 

바이낸스, 다른 투자자와 함께 5% 지분을 보유
투자 전 가치 약 1,700억원으로 보고 있어
주식형 토큰 발행해 주주 구성···뉴펀드 플랫폼 사용
몰타 라이선스와 유럽중앙은행 승인 필요

[서울경제 디센터]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몰타에 블록체인 기반 은행을 만든다.

12일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몰타에 새로운 은행을 세우는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바이낸스는 다른 주요 투자자와 함께 은행의 5%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바이낸스는 은행의 가치를 1억
3,300만유로, 약 1,700억원으로 보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은 다른 ICO 프로젝트와 같이 투자자를 모집하게 된다. 토큰 판매는 올해 말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유치는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 모금 플랫폼인 뉴펀드(Neufund)를 통해 이뤄진
다. 투자자는 법적으로 유효한 주식형 토큰을 보유하게 된다. 

향후 은행은 EU 멤버이기도 한 몰타의 규제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얻어야 하고, 유럽중앙은행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몰타는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을 장려하는 법안 세 개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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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개 업종 분석…금융서비스 48건으로 가장 많아
블록체인 관련 산업, 유통물류, 금융 등 여전히 인기
아트, 데이터사이언스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ICO 확산
플랫폼형 205건 vs 디앱 45건

[ICO트렌드 전수조사]헬스케어부터 성인산업까지
…39개 업종에 블록체인 적용

민서연 기자
2018-07-13 14:25:39

◇금융·거래소 등 정통 코인 산업 여전히 강세=
지난 11일 기준 ICO레이팅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ICO는 총 413개를 업종 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업종은 금융서비스로 총 48개를 기록했다. 세번째로 많은 업종 역시 투
자(invest) 분야로 23표를 기록했다. 금융서비스와 금융투자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가
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셈이다. 

금융 분야와 관련한 ICO 프로젝트가 몰리는 이유는 시장 규모가 큰데다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큰 분야로 평가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016년 발간한 보
고서에서 “블록체인 같은 분산원장을 자본 시장에 활용하면 거래를 처리하고 청산하는 과정의 오
류를 없애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많은 자본 시장 영역에서 블록체인으로 막대한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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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블록체인기술 잠정 분류체계 작성
의견수렴 후 이달 25일 고시할 예정
이오스,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플랫폼도 산업분류에 포함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

정부, 블록체인 산업 분류 낸다

심두보 기자
2018-07-05 18:20:52

빗썸이나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라는 정부의 현재 호칭을 벗고 암
호화 자산 중개업자로 정식 분류될 전망이다. 이오스,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플랫폼들도 고유의
산업분류 기준이 만들어진다. 블록체인 산업은 이번 정부의 산업 분류 작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등 하나의 정식 산업으로 관리 받게 된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산업분류 작업을 진행하는 통계청 통계정책국은 이달
25일 산업분류에 대한 결과를 고시할 계획이다. 

블록체인기술 발전전략을 마련한 정부는 부처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에, 농식품부는 소고기 이력관리에,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에 각각 블록체인을 접목하
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전자문저 제출), 관세청(개인통관), 해양수산부(환적 컨테이
너 운송)도 각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청 역시 범정부 차원에서 이번 산업분류를 진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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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안 받길래… 中인민은행까지 "현금 받아라"
베이징=이길성 특파원

2018.07.16 03:00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어떤 개인·단위도 현금 결제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내놨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모바일 결제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현금 결제
를 거부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은 지난 13일자 공지에서 "최근 관광 명소, 식당, 일반 소매점 등 많은 현장에서 소비
자의 현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중국의 법정화폐는 인민폐 지폐와
동전"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은 이어 "모바일 결제의 과도한 확산이 인민폐의 지위를 위협
하고 지불수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금 지상주의였던 중국이 현금에 급속히 등을 돌리게 된 건 한마디로 모바일 결제가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사용자가 9억명에 이르는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 운용사인 텐센트가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는 간편하기 그지없다. 휴대폰으로 상
대의 QR코드를 스캔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전용기에 휴대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1~2초
만에 결제 끝이다. 

中, 지난해 모바일 결제 1경6500조원… 5년새 244배 폭증
돈 흐름 제어하는 중앙은행 기능·권위 위협받는 상황 우려

https://bit.ly/2miG8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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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통·서비스 시장도 현금을 쓸 수 없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아무 데서나 타고 아무
데나 세워놔도 되는 중국의 공유 자전거,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싱은 모바일 결제만 가능하다. 
모바일로 예약하고, 모바일로만 결제하는 헤어숍 체인도 성황이다.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역풍이 중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 워싱턴DC 시의회는 '소매업자는 현금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보도했다. 현금 거절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
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동부 지역의 샐러드점 체인 스위트그린은 가게 입구에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 가게 아이폰 앱을 설치하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유명한 멕시코 음식 체인 서프사이드도 현금을 받지 않는다.

'노캐시(no-cash)' 식당은 강도가 돈을 털어갈 위험도 없고, 직원이 돈을 빼돌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잔돈 계산하느라 손님들의 대기 줄이 길어질 가능성도 줄여준다고 WP는 전했
다. 
그러나 문제는 워싱턴DC 거주자 10명 중 1명은 은행 계좌가 없거나, 불법 이민자라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이다. 현금 결제를 강제하는 법안을 제출한 데이비드 그로소 의원
은 "음식점 등 소매업체들이 은행에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저소득자를 배제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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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Boom: 15 New Hedge Funds 
Want In On 84,000% Returns Laura Shin 

Forbes Staff 
Jul 12, 2017, 08:00am 

With 43 projects raising $1.2 billion in initial coin offerings since May 1, according to Nick 
Tomaino's The Control, and with stratospheric returns for so many ICOs -- 82,000% for 
Ethereum, 56,000% for IOTA, 44,000% for Stratis, 21,000% for Spectrecoin -- it's no surprise 
that this summer through the end of 2017 marks the launches of at least 15 new crypto 
hedge funds.
Last September, when Olaf Carlson-Wee, the first employee of Coinbase (and the subject of 
this month's cover story), founded Polychain Capital with $4 million (it now has $200 million 
in assets under management, with investment from Andreessen Horowitz, Founders Fund, 
Sequoia Capital and Union Square Ventures), he was early on the trend, but not the first.
Metastable Capital, founded by Lucas Ryan, Josh Seims and Naval Ravikant, the chief 
executive officer and cofounder of Angel List, was founded in the fall of 2014 and has $45 
million in assets under management. Like Polychain, it follows a Warren Buffett-style buy-
and-hold strategy and has so far “massively outperformed” bitcoin over that tim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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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onaire Steven Cohen Invests in 
Crypto Hedge Fund

Billionaire Steven Cohen has invested in a hedge fund focusing on cryptocurrencies and 

blockchain-based companies, according to a person familiar with the matter.

The investment was made through his Cohen Private Ventures, said the person, who asked

not to be named because the information is private. The hedge fund, Autonomous Partners, 

was started last year by Arianna Simpson, an early advocate of cryptocurrencies. It has also

secured investments from Union Square Ventures, Coinbase Inc. Chief Executive Officer

Brian Armstrong and Craft Ventures Co-Founder David Sacks, Simpson said in an interview

Thursday.

Simpson said she is interested in investing in cryptocurrencies that serve as general 

purpose money and companies that are building the next generation of financial 

infrastructure. Autonomous Partners also invests in some large cap cryptocurrencies like 

Bitcoin and Ethereum, she said.

Cohen Private Ventures invests in private equity and other longer-term investments on 

behalf of Cohen, who runs Point72 Asset Management. A representative for the firm 

declined to comment.

By Katrina Lewis 
2018. 7. 13 오전 6: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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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A Fast-Growing Part of Hedge Fund World
By Nathan Reiff

July 6, 2018 — 3:04 PM EDT

With cryptocurrencies losing hundreds of billions in total market cap in the past several months, 
as well as continued confusion about its regulatory status in the U.S., one might expect that the 
nascent crypto hedge fund industry would be struggling. However, a report by CryptoGlobe
suggests that this could not be further from the truth. In fact, the pace of investments in hedge 
funds with a cryptocurrency focus has actually picked up significantly so far in 2018.

Data from Crypto Fund Research indicates that by June 15 of this year, 216 investments had been 
made in these funds, compared with 236 investments for all of 2017. It seems that the 
cryptocurrency hedge fund space is continuing to grow in popularity despite potential troubles in 
the digital currency world itself.

Crypto Fund Research indicates that investments in the digital hedge fund space from Jan. 1 
through June 15 of this year totaled $637.7 million. In 2017, the total inflows for these funds for 
the year were $496.7 million, meaning that 2018 investments in the space have already surpassed 
those of last year.

https://www.investopedia.com/news/crypto-fastgrowing-part-hedge-fund-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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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ESSEN HOROWITZ-Software is Eating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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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ESSEN HOROWITZ 

https://ko.wikipedia.org/wiki/%EC%95%A4%EB%93%9C%
EB%A6%AC%EC%8A%A8_%ED%98%B8%EB%A1%9C%EC
%9C%84%EC%B8%A0

https://ko.wikipedia.org/wiki/%EC%95%A4%EB%93%9C%EB%A6%AC%EC%8A%A8_%ED%98%B8%EB%A1%9C%EC%9C%84%EC%B8%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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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ESSEN HOROWITZ-Software is Eating the World

Founded in 2009 by Marc Andreessen and Ben Horowitz, Andreessen Horowitz (known as "a16z") 
is a venture capital firm in Silicon Valley, California that backs bold entrepreneurs building the 
future through technology. We are stage agnostic: We invest in seed to late-stage companies, and 
both consumer and enterprise technology companies. To date, a16z has raised $7.1B, across seven 
funds, including the $650M Bio funds.

a16z is defined by respect for the entrepreneur and the entrepreneurial company building process; 
we know what it’s like to be in the founder’s shoes. The firm is led by general partners who are 
former founders/operators, CEOs, or CTOs of successful technology companies, and who have 
domain expertise ranging from biology to crypto to distributed systems to security to 
marketplaces to financial services.

We aim to connect entrepreneurs, investors, executives, engineers, academics, industry experts, 
and others in the technology ecosystem. We have built a network of experts including technical 
and executive talent; top media and marketing resources; Fortune 500/Global 2000 companies; as 
well as other technology decision makers, influencers, and key opinion leaders. a16z uses this 
network as part of our commitment to help our portfolio companies grow their business, so our 
operating teams provide entrepreneurs with access to expertise and insights across the entire 
spectrum of compan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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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ESSEN HOROWITZ 의 창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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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ESSEN HOROWITZ 의 창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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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ESSEN HOROWITZ 의 주요 포트폴리오

https://a16z.com/portfolio/

https://a16z.com/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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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z Crypto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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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z Crypto Fund 

Blockchain computers were first proposed in 2008 by Satoshi Nakamoto in the Bitcoin 
whitepaper. Those original ideas have since been dramatically expanded by developers 
and researchers around the world. Blockchain computers are new types of computers 
where the unique capability is trust between users, developers, and the platform itself. 
This trust emerges from the mathematical and game-theoretic properties of the system, 
without depending on the trustworthiness of individual network participants. In exchange 
for these new capabilities, blockchain computers trade off other capabilities such as 
transaction scalability. This can lead people to dismiss them, in the same way people 
dismissed early smartphones because they traded off computing power and screen size 
for portability and new sensors.

Trust is a new software primitive from which other components can be constructed. The 
first and most prominent example is digital money, made famous by Bitcoin. But, as 
we’ve discovered over the past few years, many other software components can be 
constructed using the building blocks of trust. Smart contract platforms like Ethereum 
enable the creation of, among other things, application-specific currencies, digital 
property rights, open financial instruments, and software-based organizations.

https://a16zcrypto.com/

https://bitcoin.org/bitcoin.pdf
https://twitter.com/cdixon/status/563223999543382017
https://en.wikipedia.org/wiki/ERC20
https://github.com/ethereum/eips/issues/721
https://github.com/ethereum/EIPs/issues/1068
https://github.com/davesag/ERC884-reference-implementation
https://a16zcryp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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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z Crypto Fund 

Although the Bitcoin whitepaper is now almost 10 years old, we believe we are still early 
in the crypto movement. The infrastructure needs to be improved and the applications 
are difficult for non-early adopters to use. Many crypto applications still get dismissed as 
toys. We believe this will change quickly. For one, crypto is purely a software movement 
and doesn’t depend on a hardware buildout, in contrast to, say, the internet, which 
required laying cables and building cell towers. Second, the space is developing 
extremely rapidly, partly because the code, data, and knowledge is largely open source, 
and partly because of the increasing inflow of talent.

Finally, we are optimistic because we are deep believers in the power of software. 
Software is simply the encoding of human thought, and as such has an almost 
unbounded design space. We find ourselves consistently surprised and excited by the 
wide variety of creative crypto ideas we encounter. For those of us who have been 
involved in software for a long time, it feels like the early days of the internet, web 2.0, 
or smartphones all over again.

https://a16zcrypto.com/

http://cdixon.org/2010/01/03/the-next-big-thing-will-start-out-looking-like-a-toy/
https://a16z.com/2016/08/20/why-software-is-eating-the-world/
https://medium.com/@cdixon/why-decentralization-matters-5e3f79f7638e
https://a16zcryp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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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z Crypto Fund 

Today we are announcing the launch of a16z crypto, a $300M venture fund that will 
invest in crypto companies and protocols. Our fund is designed to include the best 
features of traditional venture capital, updated to the modern crypto world:
• We are long-term, patient investors. We’ve been investing in crypto assets for 5+ years. 

We’ve never sold any of those investments, and don’t plan to any time soon. We 
structured the a16z crypto fund to be able to hold investments for 10+ years.

• We have an “all weather” fund. We plan to invest consistently over time, regardless of 
market conditions. If there is another “crypto winter,” we’ll keep investing aggressively.

• We provide operational support to entrepreneurs. Our crypto investments have access 
to the same 80+ person a16z operating teams as do our non-crypto investments. Our 
operating teams have deep expertise in executive and technical recruiting, regulatory 
affairs, communications and marketing, and general startup management. We are 
responsible participants in the governance of companies and the governance of 
networks.

https://a16zcrypto.com/

https://a16z.com/about/team/
https://a16zcryp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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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z Crypto Fund 

• We are flexible with respect to stage, asset type, and geography. One reason we 
created a new fund is to have maximum flexibility. We invest at all stages, from seed 
stage pre-launch projects to fully developed later-stage networks like Bitcoin and 
Ethereum. We’ll invest in traditional financial instruments like equity or convertible 
notes, and new instruments including the direct purchase of coins/tokens. Crypto is a 
global phenomenon, with great projects all around the world, and we’ll invest 
accordingly.

• We are focused on non-speculative use cases. We want services powered by crypto 
protocols to be used by hundreds of millions and eventually billions of people. Crypto 
tokens are the native asset class of digital networks, but their value is driven by the 
underlying, practical uses cases.

https://a16zcrypto.com/

https://a16zcryp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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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리슨 호로위츠, 3억달러 규모 암호화폐 펀드 조성
"암호화폐 기업과 코인에 최대 10년은 투자할 것"
"침체기 연연해 하지 않아…최고의 투자환경이기 때문"
깃허브, 슬랙, 미디엄, 핀터레스트 등 유망 기업에 초기 투자

김연지 기자
2018-06-26 10:43:43

깃허브·슬랙 등 투자한 VC, 3억달러 암호화폐 펀드 조성

깃허브·슬랙·미디엄 등 유망한 IT 기업에 투자하는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위츠
(Andreessen Horowitz)가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5일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홈페이지를 통해 3억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펀드의 명칭은 ‘a16zcrypto’다.

회사는 향후 2~3년 동안 신생 코인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기업,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에 자금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크리스 딕슨 제너럴 파트너는 “지난 5년간 암호화폐에
투자해오면서 어느 하나 매각한 것이 없다”며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도록 펀드의
구조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했지만 이러한 침체기는 여러 번 찾아올 것” 이라면서도
“침체기가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최고의 투자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직 미 법무부 연방 검사로 재직한 바 있는 케이티 헌 제너럴 파트너가 이번 펀드를 이끌게 된다. 
그녀는 미국 법무부의 재직 당시 사이버 범죄, 정부 첫 암호화폐 테스크포스를 만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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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보고 투자한다’ 말했던 a16z 암호화폐 펀드, 
‘오아시스 랩스’에 투자 2018년 7월 11일

블록인프레스

최근 암호화폐 투자 의사를 공개한 실리콘밸리의 안드리센 호로비츠(Andreessen Horowitz) 펀드, 
바이낸스 등 업계 유명 투자자들이 오아시스 펀드에 투자했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최근 암호화폐-블록체인 분야에 투자를 시작한 안드리센 호로비츠의 a16z 펀드가
주도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바이낸스, DCVC, 일렉트릭 캐피털, 판테라 캐피털, 폴리체인 캐피털 등
업계 최대 투자자들이 참가했다. 
MIT와 버클리 같은 명문 대학 출신의 팀 멤버들로 구성된 오아시스 랩스는 ‘프라이버시를 우선으로 하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회사다.

오아시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아마존 웹 서비스를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오아시스 랩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기존의 클라우드 시스템보다 성능과 효율
성은 높으면서도 보안과 프라이버시 분야에서 추가적인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아시스 랩스의 CEO이자 UC 버클리 대학교의 컴퓨터공학 교수인 던 송(Dawn Son)은 “신뢰 가능한 하
드웨어와 암호화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 컨트랙트가 암호화된 데이터를 연산할 수 있다. 이 절차에서
연산되는 데이터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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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INITY 재단, 6,100 만 달러 투자 유치...
블록체인 개발에 사용할 예정

스위스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미국 최대의 벤처 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와 폴리체인 캐피탈(PolyChain Capital)을 포함한 투자 기업으로 부터 6,100 만 달러를 유치
했다.

8일, DFINITY 재단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이 재단은 탈중심화된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만들
목적으로, 블록체인 협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100만 달러의 자금은 블록체
인 개발에 사용할 것이며, 나머지는 해당 개발 업체와 해당 어플리케이션 개발팀을 지원하는데 사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DFINITY 재단의 총괄이자 수석 과학자인 Dominic Williams는 "DFINITY 재단의 자금 상태는 양호하지
만, 이번 투자 유치는 굉장히 주목할만한 일이며, 혼란스러운 블록체인 시장에서 다른 이들과는 다르
게, 진정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파트너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유명 벤처캐피탈인 안드리센 호로비츠(Andreessen Horowitz)는 최근 몇 년 동안, 블록체인 회사 및
프로젝트에 투자했으며, 특히 2013년에 코인베이스(Coinbase) 거래소의 지분을 인수한 바가 있다. 최
근에는 DydX의 시드펀드(파트너인 크리스 딕슨(Chris Dixon)을 통해),  베이스코인(Basecoin) 및 오픈
바자(Openbazaar)에 투자한 바 있다. 

최영
2018. 02. 0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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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CTUS Capital 의
크립토 펀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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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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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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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ion Fund

ETF 형
벤처투자펀드

ETF 형
인덱스 펀드

✓한 개의 토큰을 보유하여 다양한 토큰 가치를 보유할 수 있다.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이므로 쉽게 매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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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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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ion Fund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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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ion Fund 특징 https://invictuscapital.com/hyperion

https://invictuscapital.com/hyp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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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ion Fund 특징 https://invictuscapital.com/hyperion

https://invictuscapital.com/hyp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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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le to access early stage in the blockchain economy through SAFTs, pre-sales, ICOs.

-Functions as a syndicated venture capital fund and provide access to pre-sale bonus 
structures. 

-Analysis of projects will rely extensively on data analytics employing an array of 
proprietary machine learning tools. 

-The value of the IHF token is directly represented by the holdings and investments of the 
Fund. 

-Hyperion will buy-and-burn IHF tokens to the value of
50% of the returns realized quarterly. 

-Fund managers’ incentives are strongly aligned with the interests of IHF token holders. 
(zero annual management fees)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69

개요- Hyperion 펀드의 특징

- 블록체인 경제구조를 통한 투자 기회(SAFTs, pre-sales, ICOs.)

- 연합체 VC 펀드 기능

- 머신러닝을 이용한 투자 프로젝트 데이터 분석

- 토큰의 가치는 자산(holdings)과 투자 포트폴리오 성과와 직결

- 펀드수익으로 buy-and-burn 을 통한 토큰 가치 상승

- 펀드매니저의 인센티브는 토큰 보유자들의 이익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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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A. Removing Barriers Facing Independent Investors 

B. Professional Due Diligence

C. Supporting Blockchain Vision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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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A. 개인(독립) 투자자들의 투자 장벽 제거와 기회 확대

B. 전문적인 자산 실사(Due Diligence)

C. 블록체인 비전을 가진 초기 기업가들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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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Odds of Partner ICO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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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of Syn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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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ized Investment Funds

• Open-end mutual fund: An open-end fund is a mutual fund issuing 
unlimited shares of investments in stocks and/or bonds. Investing 
creates more shares, whereas selling shares takes them out of 
circulation. Shares are bought and sold on demand at their NAVs, 
which is based on the value of the fund’s underlying securities and is 
calculated at the end of the trading day. When a large number of 
shares are redeemed, the fund may sell some of its investments to pay 
the investor. Shares are bought directly from the fund administrators. 

• Exchange Traded Fund (ETF): An ETF is like an open-end mutual fund 
but instead trades as a common stock on a stock exchange. It is not 
purchased directly from fund administrators. An ETF may trade at a 
premium or discount to the NAV but this is often very short lived due 
to arbitrage by institutional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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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ized Investment Funds

• Closed-End Fund (CEF): A CEF is seeded once-off via an IPO and then 
traded on exchange thereafter. No further shares are issued and CEFs 
may trade above NAV as buying and selling the shares on exchange 
has no effect on the underlying assets. 

The structure of the Hyperion Fund is similar to a tokenized CEF: 
- The Fund acts as a once-off seeded venture capital fund. Total Fund 
value is managed through buy-and-burns of tokens by the Fund. - Post 
IHF ICO investors will only be able to purchase IHF on exchange from 
IHF ICO participants. - There is no liquidation option, the exchange 
value is determined by the Fund’s performance, and supply and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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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뮤추얼 펀드 https://namu.wiki/w/%EB%AE%A4%EC%B6%94%EC%96%
BC%20%ED%8E%80%EB%93%9C

https://namu.wiki/w/%EB%AE%A4%EC%B6%94%EC%96%BC %ED%8E%80%EB%9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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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뮤추얼 펀드 https://namu.wiki/w/%EB%AE%A4%EC%B6%94%EC%96%
BC%20%ED%8E%80%EB%93%9C

https://namu.wiki/w/%EB%AE%A4%EC%B6%94%EC%96%BC %ED%8E%80%EB%9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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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ETF https://namu.wiki/w/ETF

https://namu.wiki/w/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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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ized Investment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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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된 투자펀드

Hyperion 펀드의 구조는 토큰화 된 폐쇄형 펀드(CEF)와 유사:

-Hyperion 펀드는 한번만 투자하는 VC 펀드이다. 총 펀드의 가치는
펀드 토큰(IHF 토큰)의 buy-and-burns 모델을 통해 관리된다. 

-ICO 이후 투자자들은 ICO때 참여자한테서만 IHF토큰을 거래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유동화 옵션이 없다. 따라서 교환 가치는 펀드의 성과 및 수요와 공
급에 따라 결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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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통찰력과 머신러닝으로 증강된 자산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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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통찰력과 머신러닝으로 증강된 자산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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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통찰력과 머신러닝으로 증강된 자산실사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84

투자 통찰력과 머신러닝으로 증강된 자산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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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 머신러닝 활용이 벤처투자 ROI의 핵심인가?

머신러닝 활용이
벤처투자 ROI의 핵심인가?

•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를 할 때 본 백서가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는 있다.)
• 전문 기관 투자자, LP 대상이었다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머신러닝을 통한 행정 업무 효율이 벤처투자 ROI의 핵심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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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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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딥러닝이란 :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

머신
러닝



DATA PREPARATION, 
EXPLORATION, AND 

REDUCTION
Data preparation 
Data visualization 
Dimension reduction

TIME SERIES 
FORECASTING

Regression-based 
Smoothing methods 

PREDICTION
Linear regression 
K-nearest neighbors 
Regression trees 
Neural networks 
Ensembles 

CLASSIFICATION
K-nearest neighbors 
Naïve Bayes 
Classification trees 
Logistic regression 
Neural networks 
Discriminant analysis 
Ensembles 

SEGMENTATION
Cluster analysis (15)

WHAT GOES TOGETHER
Association rules 
Collaborative filtering 

MODEL EVALUATION 
AND SELECTION

Performance 
Evaluations 

DERIVING INSIGHT

MODEL 
DEPLPYMENT
Score new data

S
u
p
e
rv

is
e
d

U
n
su

p
e
rv

is
e
d

머신 러닝
기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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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데이터 마이닝의 유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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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마이닝

Classification

패턴찾기
분류하여
예측하기

유형별
나누기

과거에서
미래예측

Clustering ForecastingPattern Discovery

aSSIST 경영대학원



(배경지식) 패턴찾기 – Apriori 알고리즘

90

상황

거래 그 동안 판매된 색상

1 빨간색 하얀색 초록색

2 하얀색 오렌지색

3 하얀색 파란색

4 빨간색 하얀색 오렌지색

5 빨간색 파란색

6 하얀색 파란색

7 하얀색 오렌지색

8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초록색

9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10 노란색

✓ 당신은 인터넷 쇼핑몰 CEO 이다. 

티셔츠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매출을 높일 수 있는 패턴을 찾

아보자.

상황

✓ A를 구매하면 B도 구매하는 규칙을 찾아내기 (IF -> THEN 패턴)

✓ 장바구니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내는 것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배경지식) 분류하여 예측하기 : k-NN 근접이웃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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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초록색 점을 파란색으로 분류해야 할까, 빨간색으로 분류해

야 할까? ( 신규 정치 지망생을 여당으로 분류해야 할까, 야

당으로 분류해야 할까? )

aSSIST 경영대학원



(배경지식) 분류하여 예측하기 : k-NN 근접이웃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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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파 빨간색 파

✓ 파란색입니다.
✓ 가까운 거리에 파

란점이 많기 때문
입니다.

✓ 빨간색입니다.
✓ 빨간점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量) 근(近)

aSSIST 경영대학원



(배경지식) 유형별 나누기 :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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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거리를 재서 대중을 유사한 대상끼리 Grouping하는 기법

예시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를 유형별로 세분화한다.

✓라면 브랜드들에 대해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유사브

랜드들끼리 Grouping하여, 브랜드들의 직접 경쟁관계를 찾

아낸다.

대표
방식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

✓군집의 수를 인위적으로 지정하지 않음(비계층적 군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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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유형별 나누기 :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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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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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과거에서 미래예측- 시계열 예측 ARIMA

핵심 ✓ 과거의 자기 모습과 현재의 자기 모습의 상관관계를 측정

✓ ‘자기 상관’정도를 계산하여 모델링

원리 ✓ 처음에는 바로 직전 자기 모습과 비교

✓ 갈 수록 먼 과거까지 소급하여 비교

모델링 ✓ 과거 모습을 가지고 현재를 예측하는 선형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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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과거에서 미래예측- 시계열 예측 ARIMA

상황

✓ 24개월간 열차 승객 수를

바탕으로 미래 승객 수 예측

원리

✓ 1개월 씩 지연된 과

거 데이터를 만들어

자기 상관관계 탐색

✓ 한 달 전의 내 모

습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

✓ 두 달 전은 어떨까?

✓ 세 달 전은 어떨까?

✓ 6개월 전은 어떨까?

✓ 1년 전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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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ion Invest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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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 초기 투자 이후 -> 추가 투자 전략은?

MVP 검증 초기 투자 후
추가 투자 전략은?

• 벤처투자는 보통 상위 10%의 포트폴리오 수익율이 전체 수익율을 좌우한다.
• 그러므로 검증된 상위 포트폴리오에 추가 투자하는 것은 수익 극대화 기회이다.
• a16z Cryptofund 가 장기투자하는 것은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
• 토큰 이코노미 설계에 따라 장기투자에 따른 초과 수익율을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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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ion Fund 투자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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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ion Fund 투자전략

Black-Scholes 모형은 변동성을 결정론적인(deterministic)함수라고 가정하지만,
실증자료들은 변동성이 확률론적인(stochastic) 변수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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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Pricing Cryptocurrency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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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SVCJ Model (Stochastic Volatility with Correlated J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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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ion Fund 투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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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ion Fund 투자전략

* ergodic :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하나의 체
계가 최초의 상태와 거의 비슷한 상태로 돌아
가는 조건에 있는

▪ 문제제기
✓ 선물을 팔아서 벤처펀드의 Risk를 Hedging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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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 ICO 기업 본질 가치에 대한 고민은?

투자 대상 기업의
본질 가치에 대한 고민은?

• Market의 Up and Down 도 고려할 사항이지만,
• 결국 투자 대상 기업의 본질 가치에 대한 투자 전략/ 투자 Style 이 필요하다.
• 베테랑 VC들이 벤처투자형 ICO 펀드 백서를 쓴다면 접근이 달라질 것이다.
•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를 할 때 본 백서가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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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of Portfolio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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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가치평가와 손상차손
IHF 토큰에 적용되는 원칙

• 유동적인 투자 풀: BTC, ETH 의 일부로 유동적인 투자 풀 구성.

• Pre ICO & SAFTs : 가능한한 모든 손상차손을 제외한 SAFT(Simple Agreement 
for Token) 계약구조에 기준 투자원가(Investments at cost)

손상차손 평가

•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올바르게 평가되고 조정되게 해준다

• 보유주식 평가에 사용될 수 있다. (손상차손을 반영할 때는 전액 감액)

• 자산평가, 손상차손의 지표를 확인하는 투자위원회를 약 2주 마다 연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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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down of Hyperion Fund NAV constit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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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ion 펀드 순자산가치(NAV) 구성요소 해부

자산 평가 기준 빈도

a) 유동적인 투자 풀 기초통화의 시장가격 실시간 업데이트

b) SAFTs 투자원가

(투자 위원회로부터 발견되는

손상차손은 제외)

투자 위원회 미팅 이후

업데이트

c) 거래소 pre-listing 토큰 투자원가

(투자 위원회로부터 발견되는

손상차손은 제외)

투자 위원회 미팅 이후

업데이트

d) 거래소 listed 토큰

(미실현이익)

기초암호자산의 시장가격 실시간 업데이트

펀드 NAV =  SUM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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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ion 펀드 ICO 내용, 토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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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ion 펀드 토큰분배, ICO 펀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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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ICO Fee Structure and Token buy-and-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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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이후 비용구조와 토큰의 buy-and-burn

A. 성과보수(performance fee)

• 분기별 펀드 실현이익(USD 환산가치)의 12.5% 로 계산
• 전분기의 미실현이익, buy-and-burns, 성과보수를 적용한 개시잔고

보다 결산잔고가 더 클 때 만 적용 가능

B. 토큰 buy-and-burn 활성화 임계점(Threshold) 

• ICO Hardcap: USD 15M (약 160억)
• 토큰 buy-and-burn 조건: 

조정순자산가치(Adjusted Net Asset Valuation) >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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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calculation of Adjusted NAV for token buy-and burns and 
performance fee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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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buy-and-burn과 성과보수 목적으로
조정된(Adjusted) 순자산가치(NVA) 계산법

설명 USD

L 유동성 풀 : 시장 가격 10M

S SAFTs  : 취득원가 (손상차손은 제외) +20M

UT Unlisted 토큰 : 취득원가 (손상차손은 제외) +2M

LT Listed 토큰 : 시장 가격 +2M

NAV 순자산가치 : L+S+UT+LT =34M

UG 미실현이익 : 시장가격

(팔리지 않은 listed 토큰의 투자 취득원가 제외)

-1M

조정된 순자산가치 (ANAV=NAV-UG) +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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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quarterly performance calculation for buy-and-
burn and performance fee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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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buy-and-burn과 성과보수를 측정을 위한
분기별 펀드성과 계산법

설명 USD

2분기 ANAV 33M

+ 1분기에 대한 B&B 2M

+ 1분기에 대한 성과보수 0.5M

- 1분기 ANAV (31M)

2분기 펀드 성과 45M

2분기 buy-and-burn (2분기 펀드성과의 50%) 2.25M

2분기 성과보수 (2분기 펀드성과의 12.5%) 0.5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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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수익실현 분배 (가정: 펀드총액이 $30M 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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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and-burn https://invictuscapital.com/hyperion

https://invictuscapital.com/hyp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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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and-burn https://invictuscapital.com/hyperion

https://invictuscapital.com/hyp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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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and-burn
https://medium.crypto20.com/invictus-
hyperion-fund-updated-to-incorporate-a-
buy-and-burn-protocol-992fadeb978b

https://medium.crypto20.com/invictus-hyperion-fund-updated-to-incorporate-a-buy-and-burn-protocol-992fadeb97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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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and-burn
https://medium.crypto20.com/invictus-
hyperion-fund-updated-to-incorporate-a-
buy-and-burn-protocol-992fadeb978b

화폐수량설
(Quantity theory of 

money)

-화폐 공급이 가격 수준과 정
(正)의 관계를 가진다는 설

https://medium.crypto20.com/invictus-hyperion-fund-updated-to-incorporate-a-buy-and-burn-protocol-992fadeb97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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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and-burn
https://medium.crypto20.com/invictus-
hyperion-fund-updated-to-incorporate-a-
buy-and-burn-protocol-992fadeb978b

[모든 것의 가격 상승에 관한 말레트루아 씨의 패러독스에 대한 대답과
그 상황을 치유하기 위한 수단들] 

(Response to the Paradoxes of Malestroid Concerning 
the Rising Prices of All things and the Means to Remedy the Situation, 

1568) 

https://medium.crypto20.com/invictus-hyperion-fund-updated-to-incorporate-a-buy-and-burn-protocol-992fadeb97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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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Jean Bodin
https://medium.crypto20.com/invictus-
hyperion-fund-updated-to-incorporate-a-
buy-and-burn-protocol-992fadeb978b

장 보댕 Jean Bodin은 프랑스의 종교전쟁기의 법학자·사상가. 

고등법원 소속 변호사로서 리옹의 로마법 교수였고, 경제사
상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다. 

프랑스 절대왕정의 이론적 기초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정치학
자로 칼뱅파 위그노에 속했다.

장 보댕(Jean Bodin,

1530 ~ 1596)

16세기 경제학자 장 보댕(Jean Bodin, 1530∼1596)은 화폐량, 
좀 더 명확하게 말 하자면 화폐로 쓰이는 금의 양이 증가할수
록 물가 역시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보댕 자신이 15, 16세기를
살아가면서 금이 미국으로부터 유럽으로 유입되는 현상과 이

에 따른 물가 상승을 실제로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http://www.mknews.kr/index.php?mid=view&no=22943

https://medium.crypto20.com/invictus-hyperion-fund-updated-to-incorporate-a-buy-and-burn-protocol-992fadeb978b
http://www.mknews.kr/index.php?mid=view&no=2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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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ing burning이 좋은 이유
https://medium.crypto20.com/invictus-
hyperion-fund-updated-to-incorporate-a-
buy-and-burn-protocol-992fadeb978b

Hyperion의 주장
• 토큰 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

을 때는, 토큰소각으로 인해, 
토큰 가격이 자산가치에 회복
하려 하게 되고,

• 토큰 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높
을 때는, 이미 토큰 보유자에
게 이익인 상태에서 소각하는
것이므로,

• 결국 토큰 소각 방식은 상기 2
경우 모두 이익이다.

https://medium.crypto20.com/invictus-hyperion-fund-updated-to-incorporate-a-buy-and-burn-protocol-992fadeb97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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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F 스마트콘트랙트 https://github.com/invictuscapital/IHF-smart-contracts

https://github.com/invictuscapital/IHF-smart-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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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ctus Capital 스마트콘트랙트 감사 자료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128

Invictus Capital 스마트콘트랙트 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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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ctus Capital 스마트콘트랙트 감사 자료



Crypto Fund 강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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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ypto Asset이 금융 산업을 바꾸는 동향

2. 장기
벤처투자형

A16z Fund

3. ETF 기반
벤처투자형

Hyperion Fund

5. ETF 기반
토큰 이코노미 설계형

BeCrypto

4. ICO 투자 심사 전략

6. ETF 기반
인덱스형

CRYPTO20 Fund

7. 성공 사례

Hashed/ Kyber

8. 글로벌 대표적인
크립토펀드 소개



ICO 투자 심사 전략 (Hyperion 기준)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qkOy6h

1. 토큰의 가치가 ICO가 제안하는 가치에 연결되어 있는가?

회사의 가치
= 토큰의 가치

https://medium.crypto20.com/ico-evaluation-
deep-dive-13-questions-to-ask-77ee444c0b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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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qkOy6h
https://medium.crypto20.com/ico-evaluation-deep-dive-13-questions-to-ask-77ee444c0b99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qkOy6h

2. 토큰이코노미가
합리적이고

투자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가?

미판매 토큰의 소각
여부 확인

ICO 투자 심사 전략 (Hyper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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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qkOy6h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qkOy6h

Pre-sale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과도한 discount 
또는 bonus가 주어

졌는지 확인.  

투자하려는
프로젝트가
‘모멘텀’ 이

있는지 확인 필요.

ICO 투자 심사 전략 (Hyper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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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qkOy6h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qkOy6h

3.블록체인 기술도입이
이점으로 작용하고

필요한 프로젝트인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하는 것이 늘 더 좋다
고 할 수 있는 일반적

인 법칙은 아니다.

ICO 투자 심사 전략 (Hyper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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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qkOy6h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qkOy6h

블록체인 사용이 회사 비즈니스에 장점이 되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시장에서 새로운 혁신과 가치를 만들어 내기위해, 기존 app대신 dapp 사용이 필수적인가?” 

ICO 투자 심사 전략 (Hyper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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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qkOy6h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qkOy6h

4. 백서와 아이디어가 독창적인가? 

ICO 투자 심사 전략 (Hyper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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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qkOy6h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qkOy6h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백서를 쓰지 못한다면, 
말한 것을 실제로 이행 못 할 가능성이 많다.  

ICO 투자 심사 전략 (Hyper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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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qkOy6h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qkOy6h

5. 시장의 합리적인
밸류에이션과

예상 시가총액은?

ICO 투자 심사 전략 (Hyper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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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qkOy6h

해당 기업의 산업 및 시장이 성장세인가 하락세인가?
& 산업별로 시장점유율 안정성과 연간 수익의 이해관계 파악

ICO 투자 심사 전략 (Hyper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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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qkOy6h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qkOy6h

6. 시장 경쟁구조는 어떤 모습인가?

경쟁구조가 아직
없을 경우,

선점 효과 지속력
및 경쟁부재 이유

검토 필요

ICO 투자 심사 전략 (Hyper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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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qkOy6h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qkOy6h

시장의 포화상태 유무

독특한 셀링포인트 필요
(가격, 부가 서비스 등)

기술적 이점보다 팀의 적절한
탄력성과 유동성이
성과에 더 영향. 

ICO 투자 심사 전략 (Hyper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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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qkOy6h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qkOy6h

7. 개념증명(POC)을 했거나 최소실행가능제품(MVP)이 있는가?

ICO 투자 심사 전략 (Hyper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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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qkOy6h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qkOy6h

POC, MVP 상태 및
로드맵에 언급유무 확인

ICO 투자 심사 전략 (Hyper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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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qkOy6h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qkOy6h

8.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주된 이유가 ICO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가?

사기성 높을 수록
노골적인 수익 보장

강조

ICO 투자 심사 전략 (Hyper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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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qkOy6h

9. 마케팅 예산과
언론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가? 다각화된

마케팅 캠페인
전략 확인.

마케팅 위한
자원 할당 여부.

ICO 투자 심사 전략 (Hyper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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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qkOy6h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qkOy6h

10. 신뢰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으며

기량이 뛰어난 팀인가?

Full-time 팀원들이
누구인지 파악

실제활동을 확인 할 수
있는 링크드인, SNS, 
Github 등 확인 필요

ICO 투자 심사 전략 (Hyper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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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qkOy6h

11. 비상계획이
존재하는가? 

ICO 투자 심사 전략 (Hyper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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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qkOy6h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qkOy6h

프로젝트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식별해야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ICO 투자 심사 전략 (Hyper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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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qkOy6h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qkOy6h

12.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가?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

법인 정보 확인 & 
유능한 legal team 

확보 여부

거래소 파트너 및
Listing 관련정보 제공 여부
(토큰 listing이 핵심 수익

실현 요소일 때) 

ICO 투자 심사 전략 (Hyper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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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qkOy6h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qkOy6h

13. Advisor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자문을 하는가?

명시된 Advisor가
실제 고문역할을

하는지 또는 이름만
사거나 거짓말을 하는

지 확인.

ICO 투자 심사 전략 (Hyper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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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qkOy6h


ICO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이유는 무엇인가?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xJtkDd

ICO는 신속한 유동성을 제공
하고, 개인 투자자의 투자 위

험을 분산시킨다. 

ICO를 통해, 투자자는 잠재력
을 가진 아이디어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151

https://bit.ly/2xJtkDd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bit.ly/2xJtkDd

ICO 의 잠재력과 가치 (Hyperion 기준)

서로 협력하면 인류는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다.

ICO 시장도 성숙 해짐에 따라
서로 정당하게 실력으로 승부

하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지리적, 계급적 신념
은 부식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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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xJtkDd


Crypto Fund 강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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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ypto Asset이 금융 산업을 바꾸는 동향

2. 장기
벤처투자형

A16z Fund

3. ETF 기반
벤처투자형

Hyperion Fund

5. ETF 기반
토큰 이코노미 설계형

BeCrypto

4. ICO 투자 심사 전략

6. ETF 기반
인덱스형

CRYPTO20 Fund

7. 성공 사례

Hashed/ Kyber

8. 글로벌 대표적인
크립토펀드 소개



The 1st Token Economy based Crypto Fund 

19th July 2018



BeCrypto.fund토큰 이코노미 설계, 자문

토큰
이코노미

인센티브 설계 화폐 발권력

• 교육적 관점
• 행동 심리학, 행동 경제학
• 인센티브 방법, 주기 설계
• 단계적 강화 전략
• 집단적, 사회적 조성 효과

• 토큰 유통 속도
• 토큰 발행량 조절
• 토큰 보유 기간 (장기보유촉진)
• 토큰의 상각(burn) 메커니즘
• 토큰의 교환, 병합, 옵션 설계



토큰이코노미의 전망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S24SOX7IP

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S24SOX7IP


BeCrypto의 토큰 취득 방법

고객사의 토큰을
설계하여 취득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과 교환하여 취득

직접 투자하여 취득

•Create tokens 

-Help clients to issue 

tokens 

•Crypto Asset 

accumulated by 

providing Blockchain 

based business solution

•Highly selective tokens,  

consulting services to 

recover price, then tokens 

paid back    

•Exchange with BeCrypto 

token  

• Intrinsic value added to 

tokens

•Crypto Asset expanded 

•Going to list (上場) 

BeCrypto token 

•Fund raised

•Crypto Asset 

Investment with wise 

management

BeCrypto.fund



토큰설계기반 토큰 취득의 장점

• 초반부터 Team과 함께 일하면서 -> 인적 Risk 감소

•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토큰이코노미 가치 극대화

• Post-ICO 이후에도 장기적 보유 가치 마련 용이

BeCrypto.fund



BeCrypto.fundBeCrypto의 핵심 전략

1. 고객이 성공하면
우리도 성공한다.

2. 고객이 성공하면
BeCrypto 펀드 가치는 상승한다.

BeCrypto.fund



BeCrypto’s Underlying Assets

카본블록

• 코오롱그룹의 탄소, 환경분야 플랫폼

DaliChain

• 중국 화웨이 핵심 인재들 창업한 블록체인

• 중국 산업 Use Cases 확보 강점

EdenChain

• 기업용 특화된 블록체인 플랫폼

• 글로벌 Top-tier 크립토 펀드 참여

BeCrypto.fund



BeCrypto’s Underlying Assets

스켈터 랩스

• 인공지능 기반 테크스타트업

• GABE POS

aSSIST 경영대학원

• 학술연구 활동 보상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한

교육용 암호화폐 발행

Yamzu

• 스웨덴 기반 E-sports 토너먼트 플랫폼

• 게임 인센티브 제공 블록체인 플랫폼

BeCrypto.fund



토큰 기반
브랜드 치과

휴모트 메디컬

• 생활형 바이오 헬스케어 & 의료기기

• 수면유도등 등 실제 제품 기반 토큰

토큰이코노미 기반 치과 네트워크

• 前 예치과 최연소 원장

올리비아 파운데이션

• 국내 최초 스팀잇(SMT) 기반 교육플랫폼

• 토큰 인센티브형 교육 서비스 프로토콜

BeCrypto.fundBeCrypto’s Underlying Assets



BeCrypto.fundBeCrypto’s Underlying Assets

더화이트 커뮤니케이션
- 쏘카, 블랭크코퍼레이션, 코인원, 비트소닉 등 우수 IT 기업의 오퍼레이팅 데이터 축적



BeCrypto.fundBeCrypto 포트폴리오 선정 원칙

인물
(CEO)

낙관성 일관성 겸손함



BeCrypto.fundBeCrypto 포트폴리오 선정 원칙

인물
(CEO)

시장에서
승산이 있는

가?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

해당 기업만의
고유 생명력



BeCrypto.fundBeCrypto 포트폴리오 선정 원칙

마이클 포터 교수님
(Michael Eugene Porter)

조동성 교수님
(Dongsung Cho)

존 내쉬 교수님
John Forbes Nash Jr.

SER-M 5 Force Model Game Theory



BeCrypto
주요 포트폴리오
(Underlying Assets)



EdenChain BeCrypto.fund



EdenChain 주요 투자자 BeCrypto.fund



EdenChain Advisors BeCrypto.fund



About KOLON

KOLON is one of conglomerates in Korea and has delivered 
value to worldwide customers with Advanced Materials, 
Construction & Retail, Environment & IT, Bio & Healthcare 
business sectors for 64 years.

Revenue in 2017

Advanced Materials Construction & Retail

Environment & IT Bio & Healthcare

• Founded: 1954

• Headquarter: South Korea

• Subsidiaries: 34

• Employees: 14,000
57%

5%

$ 9.4 
bn

36%

2%



CARBONBLOC

Community Market 
Place

Info
CARBONBLOC 
Offsets

Product or Service

Eco TokenEco Power

Eco TokenEco Power

“ The world's first platform to drive individual carbon redu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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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orts tournament
on the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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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s

Users base of 10K activeplayers
Yamzu’s platform

is  up and running

300% Revenue GrowthRate

Ready to integrate most  

PC and mobile games

CS:GO andLoL

Users from over 20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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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 Tournaments 

YMZ Token

YMZ Token Smar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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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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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qoom.io/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aqoom.io/


AQ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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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qoom.io/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aqoom.io/


AQ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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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qoom.io/

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aqoom.io/


옥스포드 블록체인 대학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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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oolf.university/#/

aSSIST 경영대학원

https://woolf.university/#/


블록체인 산업에서 aSSIST 의 목표

185

aSSIST

✓블록체인 분야교
육&연구를 선도
하는 커리큘럼과
연구실적

✓해외 암호화폐
거물들이 한국에
올 때 꼭 방문해
야 하는 MBA

✓블록체인 창업가
들이 사업계획서
를 들고 방문해
야 하는 MBA

교육과 연구 국제적 명성 산학 생태계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aSSIST 교육용 토큰 발행

186

aSSIST Wallet ✓ 암호화폐 Wallet 연동을 통
한 aSSIST 홈페이지 활성화

✓ aSSIST 토큰 보유량 조회

✓ aSSIST 토큰 사용을 위한
매뉴얼

✓ aSSIST 토큰을 통한 온라인
강좌 제공

✓ Crypto Business Review 
연동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aSSIST Token의 성격

187

개인의 교육&연구 활동을 토큰으로 보상받는 Concept

에너지 소모 = Mining

일반 블록체인의
토큰 채굴 방법

교육&연구 활동 = Reward

aSSIST 토큰

“ 학술 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형 블록체인 플랫폼 “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Crypto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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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암호화폐 분야 국제 학술 저널

✓기업의 암호화폐 발행 성공 사례 발굴

✓전 세계 ICO 기업들 참여 가능

aSSIST 경영대학원



BeCrypto Meetup in Shanghai BeCrypto.fund



BeCrypto Meetup in Chengdu BeCrypto.fund



Meeting with Chinese CryptoFund BeCrypto.fund



BeCrypto.fundMeeting with Chinese CryptoFund



크립토 펀드 관련 추가 학습 도서

ARK투자매니지먼트(ARK Investment Management)에서 차세대
인터넷 전략 부문을 세운 뒤 펀드운용사로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이끌었다. 이후 크립토애셋 벤처캐피털 플레이스홀더벤처
스(Placeholder Ventures)를 공동 설립하고, 금융계가 크립토애셋
을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인식하도록 길을 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정확한 논평과 전망은 CNBC,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포브스 등 유력 매체에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크리스 버니스크
(Chris Burniske)



크립토 펀드 관련 추가 학습 도서



Crypto Fund 강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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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ypto Asset이 금융 산업을 바꾸는 동향

2. 장기
벤처투자형

A16z Fund

3. ETF 기반
벤처투자형

Hyperion Fund

5. ETF 기반
토큰 이코노미 설계형

BeCrypto

4. ICO 투자 심사 전략

6. ETF 기반
인덱스형

CRYPTO20 Fund

7. 성공 사례

Hashed/ Kyber

8. 글로벌 대표적인
크립토펀드 소개



https://www.etoro.cometoro

https://www.etoro.com/


https://www.etoro.cometoro

https://www.etoro.com/


https://www.etoro.cometoro

https://www.etoro.com/


https://crypto20.com/en/CRYPTO20 인덱스 펀드

https://crypto20.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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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20 ICO 결과 https://www.coinhills.com/ko/ico/view/crypto20/

https://www.coinhills.com/ko/ico/view/crypt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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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20 시가총액 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c20/

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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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20 시가총액 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c20/

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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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20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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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onomous cryptocurrency-only portfolio composed by utilizing an index strategy.

-A fully functioning product and its token value is not based on speculation but rather the 
product benefits and net asset value of the 20 underlying cryptocurrencies.

-C20 tokens are directly tied to the underlying assets with a novel liquidation option that 
can be exercised via the smart contract. This function ensures a greatest lower bound 
(infimum) on the market value of all tokens. 

-Allows for access to a diverse cryptocurrency portfolio by holding a single token. The 
tokens will be tradable on exchange post-ICO and no further tokens will be issued.

-The top 20 cryptocurrencies by market capitalization change, and so will CRYPTO20’s 
holdings. This rebalancing process allows for tracking of the cryptocurrency market index 
and is an effective risk mitig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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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Crypto20의 특징

- Index 펀드전략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자동적이며 암호화폐로만 구성되었다

- 토큰의 가치는 추정이 아닌 20개 기초 암호화폐의 순자산가치(NAV)로 형성된다. 

- 토큰의 유동화 옵션은 모든 토큰의 시세 하한가를 보장한다.

- Crypto20의 투자자산(holdings)은 상위 20개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의 변화에 따라

움직인다. 

- Rebalancing(재조정)은 암호화폐 시장 지표를 추적 용이하게 하며, 효과적인 리스

크 완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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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Automation allows CRYPTO20 to operate with fees of only 0.5% 
p/a as opposed to the market average of 3% p/a. 

-an index fund strategy does not require any discretion or 
judgment, just adherence to a method determined via data science. 
The number of tokens, rebalancing frequency and asset weightings 
were carefully determined 

-CRYPTO20’s value proposition (diversification by holding a single token) will 
be heavily promoted via marketing and investor out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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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자동거래 시스템은 연 평균 3%의 수수료를 0.5%로 낮추었다. 

(거래소와 API 연동이 가능)

- Index펀드의 전략은 데이터 과학을 통한 투자판단이다. 

- 토큰의 유동화는 토큰 가격을 보호한다. 

- Crypto20의 가치제안은 단일 토큰 보유를 통한 투자 다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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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 PORTFOLIO & FUND STRUCTURES

• Open-end mutual fund: An open-end fund is a mutual fund issuing unlimited shares of investments 
in stocks and/or bonds. Investing creates more shares, whereas selling shares takes them out of 
circulation. Shares are bought and sold on demand at their net asset value, which is based on the 
value of the fund’s underlying securities and is calculated at the end of the trading day. When a 
large number of shares are redeemed, the fund may sell some of its investments to pay the investor. 
Shares are bought directly from the fund administrators. 

• Exchange-traded fund (ETF): An exchange-traded fund is like an open-end mutual fund but instead 
trades as a common stock on a stock exchange. It is not purchased directly from fund 
administrators. An ETF may trade at a premium or discount to the NAV but this is often very short-
lived due to arbitrage by institutional investors. 

• Closed-end fund (CEF): A closed-end fund is seeded once-off via an IPO and then traded on 
exchange thereafter. No further shares are issued and CEFs may trade above net asset value as 
buying and selling the shares on exchange has no effect on the underlying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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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20] Closed-hybrid fund(CHF)

The structure of CRYPTO20 is analogous to a new hybrid-type; a closed-
hybrid fund (CHF): 
- A CHF is a closed-end fund that trades with an index strategy whereas 

traditionally all closed-end funds have been actively managed. 
- Post-ICO, investors will only be able to purchase the C20 tokens on 

exchange. No further tokens will be sold directly. Buying and selling 
tokens on an exchange does not affect the underlying NAV and CHFs 
are able to trade at a premium depending on market forces. 

- A price floor is created via the liquidation option in the smart contract, 
effectively ensuring that the token is not able to trade at a dis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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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20] Closed-hybrid fund(CHF)

- Index(소극적 운용) 전략으로 거래되는 폐쇄형(Closed) 펀드이다.   

- ICO 후, 추가로 C20토큰이 발행되지 않는다. 
(이후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매매)

- CHF는 프리미엄에 거래 가능. 
(토큰의 거래소 매매는 기초NAV에 영향 X )

- 스마트 계약서의 유동화 옵션을 통해, 토큰을 할인된 가격에 거래 못하게
한다. (토큰 최저한계가격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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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 PORTFOLIO & FUND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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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Index전략이 합리적이라는 근거

Why Index 전략 인가?

- 저비용으로 운용하며, 적극적 운용 펀드의 성과를 능가함

- 인덱스펀드는 투자자들이 기초동향(underlying trend)을 따르게 해준다. 

- 심지어 펀드 고유 자산(original asset)의 일부가 하락하더라도, 평균 성과(mean market 

performance)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해준다. 

Why Crypto Market 인가?

- 암호화폐로만 사고, 보유하는 토큰화 된 포트폴리오는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안정기반

을 제공한다. 

- 뮤추얼 펀드와 같은 투자의 위험성이 높은 ‘High Risk’ 와 해당분야에 적극적인 시장이

없는 ‘Unacceptable Risk’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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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Index전략이 합리적이라는 근거

제로섬 게임이란?
- 모든 투자자의 누적자산으로 형성된 시장에서는 합계누적수익이 자산가

중수익과 비례한다. 
- 따라서 시장에서 수익은 모든 투자자의 평균수익을 의미한다. 
- 이 때 두명의 투자자가 거래를 한다면, 한 쪽은 반드시 이득을 보고 다른

한 쪽은 반드시 손해를 본다. 
- 따라서 모든 투자자의 초과이익 합은 0이 된다. 
- 제로섬은 시장의 상승,하락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Crypto20의 제로섬 게임 활용 전략
- 시장수익의 배분은 추적한 평균값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 따라서, Crypto20가 투자한 코인 수익의 총 합은 평균수익을 가져다 줄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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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Index전략이 합리적이라는 근거

Active펀드는 Index 펀드 보다 비용지급비율이 약 6배 이상 많다. 

Financial Research Corporation(FRC)의 연구결과

- 펀드의 비용지급비율이 미래 성과를 예측하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예측변수(predictor)이다. 

- 저비용 펀드는 다른 펀드와 비교했을 때, 평균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

Morningstar에서 진행한 펀드 전체 비교 & 분석결과

- 펀드 종류와 상관없이, 저비용지급비율이 미래의 상대 성과를 예측하는
데 가장 좋은 예측변수인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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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ATION OPTION 

- High-volume traders may seek to exploit pricing to the detriment of the community by 
initiating sell-offs that cascade and result in flash crashes so that they can purchase the 
cheap tokens. The liquidation option offers a price floor protection. 

- A small, dynamically allocated percentage of CRYPTO20’s assets will be held by the 
smart contract (in ether) to facilitate the liquidation option. This amount will be 
controlled automatically as usage demands. The vast majority of other cryptocurrency 
assets will be held in various cold storage wallets.

- During a withdrawal, the C20 tokens are transferred back to CRYPTO20’s managers. 
These tokens are then resold on exchange at the current NAV per token or market price, 
whichever is higher. This ensures that the underlying assets can be rebought in the 
event that an investor uses the liquidation option – which would be unlikely due to the 
market price floor explai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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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 옵션

- 유동화 옵션은 토큰의 최저가격이 기초자산 가격보다 낮아지지 않게
보호한다. 

- Crypto20 포트폴리오 소속 화폐들의 수요가 높아지면, 추정가치
(speculative value)가 만들어 지고, 자동으로 토큰의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 이후 토큰들은 거래소에서 토큰 당 현순자산가치나 시장가격 중 더
높은 값에 재판매 된다. 

- 투자자가 유동화 옵션을 사용할 경우, 경우에 따라 기초자산(ETH, BTC 
등)이 재판매되어 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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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분배 & 구조

토큰 분배:

- 7.5% C20 Team

- 0.5% Advisory Team

- 2.5% Marketing & Investor Relations

- 1.0% Legal

- 1.0% Security-Systems & Smart Contract

- 0.5% Bounty Program

- 87% ICO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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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Hyperparameters) 

Future-proofing 
- Index전략의 합리적인 근거는 이미 성립되어 있다. 
- 따라서 시장노출을 증가시키고, 기존 시스템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Test Assumptions and Conditions 
- 포트폴리오의 가치(value)와 들어간 비용(expenses)을 back-test 하였다. 
- 비용 측정은 포트폴리오 Rebalancing에 필요한 거래비의 0.2%씩 계산되었다. 
- Rolling window 구현으로 인해 결과는 시간불변(time-invariant) 하다
- Forking은 변칙(anomalies)으로 취급되었다. 
- 개별가치(Discrete values)는 제한된 데이터에 overfitting을 막기 위해 분석

되어졌다. 
- 다양한 Hyperparameter 실험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명확도를 위

해 순서대로 제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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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조정 빈도(rebalancing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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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조정 빈도(rebalancing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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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조정 빈도(rebalancing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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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추적된 코인의 개수(Number of Tracked C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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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추적된 코인의 개수(Number of Tracked C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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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추적된 코인의 개수(Number of Tracked C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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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가격제한폭 (상한가, 하한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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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가격제한폭 (상한가, 하한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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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parameter 요약

- Index 전략으로 20개 코인을 hybrid-market cap weighted 로 추적하며
10%의 가격제한폭을 두었다. 

- 이는,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완화하며 broad market exposure을 제공한다.

- 가격제한폭을 설정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Future-proofing을 도와준다. 

- Rebalancing 빈도가 매주 단위이면, 포트폴리오 회전율과 기초 지표 추적의
정확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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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alancing Methodology

"Financial 
Times and the
London Stock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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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지식 http://www.ftse.com/products/downloads/Capping_Methodology_Guide.pdf

http://www.ftse.com/products/downloads/Capping_Methodology_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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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지식 http://www.ftse.com/products/downloads/Capping_Methodology_Guide.pdf

http://www.ftse.com/products/downloads/Capping_Methodology_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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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ng 전략] 변칙(anomalies) & 대응(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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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Automation)

- Bitstamp, Bitfinex, BTer, Bittrex and Poloniex와 같은 다양한 거래소와 API 연

동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 C20 토큰의 유동가격은 Crypto20가 개발한 거래 서비스 사용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 two-tier permissions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private key 보관소의 보안위험

해결

- 보안성과 신뢰성이 시스템의 핵심이기 때문에, public-key cryptography, 

multiple factor authentication, private keys의 시스템 분리화. 

- 대부분의 Crypto20 투자자산은 오프라인 cold wallet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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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FUNDS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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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CRYPTO 20 운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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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20 운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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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20 운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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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20 운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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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20 운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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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20 운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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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20 운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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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20 운용 보고서



Crypto Fund 강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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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ypto Asset이 금융 산업을 바꾸는 동향

2. 장기
벤처투자형

A16z Fund

3. ETF 기반
벤처투자형

Hyperion Fund

5. ETF 기반
토큰 이코노미 설계형

BeCrypto

4. ICO 투자 심사 전략

6. ETF 기반
인덱스형

CRYPTO20 Fund

7. 성공 사례

Hashed/ Kyber

8. 글로벌 대표적인
크립토펀드 소개



HA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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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는 무슨 일을 하는가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해시드는 혁신적인 탈중앙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하며,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투자사이다.

그들은 탈중앙화 프로젝트에 대해 단순히 투자 가치를 가지는 금융상품으로서의 관점보다는, 
전략적 투자자가 되어 도움을 주었을 때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스타트업 조직의 관점으로
접근하고있다. 
이는 해시드가 연쇄 창업 경험이 있는 파트너들에 의해 설립된 투자사이기에 지향할 수 있는 가치
이기도 하다.

https://medium.com/hashed-kr/hashed-intro-296f7156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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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는 무슨 일을 하는가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해시드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https://medium.com/hashed-kr/hashed-intro-296f7156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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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프로젝트 Decentralzed project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해시드(Hashed)는 탈중앙화의 가치와 프로토콜 경제의 등장이 인류 문명에 비가역적인
도약을 이끌어낼 거대한 흐름이라고 믿고 있다. 

해시드 비전 선언문에 블록체인(blockchai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DAG(Directed Acyclic Graph) 등 블록체인이 아닌 아키텍처를 통해서도 탈중앙화의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기술은 우리가 바라는 탈중앙화의 이상과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만
우리가 커뮤니티와 함께 명확한 진화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면, 
기술은 우리가 상상했던 범위를
넘어 빠르게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해시드는 말한다.

https://medium.com/hashed-kr/hashed-intro-296f7156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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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의 활동 – 1. 임팩트 투자 Impact Investment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해시드의 첫 번째 활동은 임팩트 투자이다. 해시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다.

https://medium.com/hashed-kr/hashed-intro-296f7156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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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의 활동 – 1. 임팩트 투자 Impac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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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의 활동 – 1. 임팩트 투자 Impact Investment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ashed의 포트폴리오 하이라이트는 웹사이트를 통해 참조할 수 있다.

https://medium.com/hashed-kr/hashed-intro-296f7156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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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의 활동 – 2. 커뮤니티 빌딩 Community building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해시드는 탈중앙화 커뮤니티를 만들고 성장시킨다. 
일반적으로 성숙한 산업에서는 벤처캐피털 등의 전문 투자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
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탈중앙화 생태계는 여전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커뮤니티 빌딩
이 중요시 하며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모든 탈중앙화 프로젝트의 가치는 커뮤니티의 크기, 즉 Network Effect가 결정한다. 

예를 들어 소수의 사람이 전 세계의 모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는 0에 수렴한다. 
하지만 점점 많은 사람이 그 효용성을 믿고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과정이
있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총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

이렇게 커뮤니티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탈중앙화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해당 프
로젝트의 비전과 기술을 커뮤니티와 공유하기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시드
는 탈중앙화된 커뮤니티를 교육하고 건강하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https://medium.com/hashed-kr/hashed-intro-296f7156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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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의 활동 – 2. 커뮤니티 육성 Community building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커뮤니티 빌딩은 해시드의 투자 및 엑셀러레이션 활동과도 큰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다음은 해시드의 커뮤니티 육성 활동들이다.

https://medium.com/hashed-kr/hashed-intro-296f7156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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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의 활동 – 2. 커뮤니티 육성 Community building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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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의 활동 – 2. 커뮤니티 빌딩 Community building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medium.com/hashed-kr/hashed-intro-296f71569836

253

https://medium.com/hashed-kr/hashed-intro-296f71569836


해시드의 활동 – 2. 커뮤니티 빌딩 Community building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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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의 활동 – 3. 가속화 Accelerating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해시드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액셀러레이션(acceleration)이다. 

해시드는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합류한 프로젝트를 위하여, 프로젝트 초창기부터 전략적
투자자이자 세컨팀으로 합류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커뮤니티를 성장시키기 위
한 모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리서치 팀과 함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백서(white paper) 
작성과 토큰모델 디자인을 가이드하며, 주요 지역의 전략적 투자자 및 커뮤니티 빌더들과 이
해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커뮤니티를 키워나가는 모든 활동을 돕는다.

해시드는 현재까지 12개의 프로젝트들을 액셀러레이팅 해왔다. 포트폴리오의 범위는 코인매
니저와 같은 암호화폐 지갑 유틸리티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아이콘(ICON)과 같은 퍼블릭 블
록체인 프로토콜, 그리고 패스포트와 같은 유니콘 기업의 리버스 ICO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
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해시드는 프로젝트 빌더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역량으로 탈중앙화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 잘
이해하고 훌륭하게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팀만을 대상으로 액셀러레이션
한다.
해시드가 제공하는 가장 큰 가치는 ‘가속화’, 즉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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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의 활동 – 3. 가속화 Accelerating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해시드는 큰 잠재력을 가진 탈중앙화 프로젝트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글로벌한
탈중앙화 프로젝트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단순 투자수익을 넘어 보람된 일이며

동시에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 믿으며 더욱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https://medium.com/hashed-kr/hashed-intro-296f7156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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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의 활동 – 3. 가속화 Accelerating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전통적으로 투자사들은 대중과 적극적인
교류 없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대한 투자사 중에는 신비주의에 가깝게
보일 정도로 최대한 투자활동과 성향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기관들이 많은데
이는 대중에게 자신의 트레이딩 전략이나
철학을 상세히 드러내는 것은 경쟁전략의
노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시드는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자신들
의 생각과 통찰력을 전달하려고 하며
해시드가 고민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커뮤
니티의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
고 협력할 기회를 모색한다.

https://medium.com/hashed-kr/hashed-intro-296f7156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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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버 네트워크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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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버 네트워크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싱가폴에서 가장 주목받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하나인 카이버 네트워크는 이더리
움 기반으로 구현된 탈중앙화 거래소이다. 

카이버를 요약하면 디지털자산을 거래하고 교환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결제API와
새로운 컨트렉트기반 월렛을 제공함으로서 토큰의 종류와 상관없이 누구나 불편함
없이 지불하고 결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카이버의 서비스는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사용되는 세계에서 화폐 간의 호환성을 높
여주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다.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7gsf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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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버 네트워크의 특징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카이버 네트워크의 프레임워크에는 아래와 같이 5개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

https://blog.naver.com/hysoop/22131844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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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버 네트워크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카이버 네트워크의 CEO 로이 루(Loi Luu)의
5~10년 후 카이버 네트워크의 모습 전망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7gsf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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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버 네트워크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11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해왔던 로이 루(Loi Lu)는
싱가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를 땄고, 
박사 논문으로 이더리움에 관한 논문을 썼다.

카이버 네트워크를 시작하기 전에, 로이는 Oyente라고
하는 툴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
보안상 약점이 있는지 분석해주는 도구였다. 
그리고 Smart Pool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방식의 채굴 연합도
설립했다.

카이버 네트워크 CEO 
로이 루(Loi Lu)

Advisor 비탈릭 부테린
카이버 네트워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유명세를 탄 이유 중 하나는
로이 루와 비탈릭 부테린의 관계이다.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7gsf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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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버 네트워크_로이 루와 비탈릭 부테린의 관계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2015년에 이더리움에 관한 논문을 쓰고 나서, 
로이는 피드백을 받기 위해 비탈릭에게 자신의
논문을 보냈다. 그 이후로도 로이는 자신의 연구
와 이더리움 관련 프로젝트들을 비탈릭에게 보내
주고 의견을 교환했다.

2015년도 중반에 비탈릭은 싱가폴을 방문해서
로이를 만났고, 둘은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 뒤 로이가 비탈릭에게 어드
바이저가 되어주기를 부탁했다.

비탈릭이 카이버 네트워크와 오미세고를 마지막
으로 더 이상 어드바이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
한 것은 꽤 유명하다.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7gsf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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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버 네트워크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탈중앙화’ 방식 거래란?

탈중앙화 거래소는 사용자의 돈을 전혀 보관하지 않고, 거래를 연결하는 역할만 한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P2P 거래가 일어나게 만든다.

1이더(ETH)를 70 오미세고 토큰(OMG)으로 바꾸고 싶다고 해보자. 
스마트 컨트랙트는 70 오미세고 토큰을 가지고 있는데 1이더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낸다. 
그리고 이 둘의 돈이 자동으로 교환되도록 연결해준다. 
이더가 내 지갑을 떠난 순간, 오미세고 토큰을 받게 된다. 
돈은 전혀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다.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7gsf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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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버 네트워크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한다. 중앙 서버가 아니라, 전세계에 퍼져있는 컴퓨터들이 거래를 기록하기 때문에 훨
씬 더 안전하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알려지면서부터, 카이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가장 탈중앙화 방식에 가깝다. 제로엑스(0x)나 에어스왑(Airswap)같은 경우 사용자의 돈을
보관하지 않지만,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할 때, 중앙 서버가 관리하는 오더북을
참고한다. 중앙 서버 방식의 오더북이 만약 잘못되어있다면, 사용자들의 거래도 잘못될 수 있다. 하지
만 카이버 네트워크의 거래는 백 퍼센트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만 일어난다.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7gsf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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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버 리저브 시스템과 거래 방법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카이버 리저브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카이버 리저브 시스템은 카이버 네트워크의 독특한 차별점이다. 
카이버 리저브란 많은 양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한 계좌이다. 
일반적인 금융 용어로는 “마켓 메이커(Market maker)”라고 하는데, 마켓 메이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을 한다.

카이버 리저브는 암호화폐 시장의 마켓 메이커이다. 
오미세고(OMG)와 이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카이버 리저브에 자신의 돈을 등록하고 OMG-ETH의 마켓 메이커가
될 수 있다.

리저브가 되면 항상 카이버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거래에 응해야 한다. 리저브 매니저는 오미세고와 이더의 교환 비율을 스
스로 정한다. 
카이버의 목표는 리저브들이 많아져서, 서로 경쟁을 통해 더 적은 스프레드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다.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e4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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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버 리저브 시스템과 거래 방법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카이버 리저브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누가 리저브가 될까?
외환 마켓에서의 마켓 메이커는 여분의 화폐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
을 활용
하고 싶은 사람들이다. 대표적으로 은행과 금융 기관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 
비슷하게, 카이버의 리저브 매니저들은 암호화폐를 많이 보유한 누구나 될 수 있다. 
리저브 매니저는 유동성을 제공하고 스프레드 수익을 얻게 된다.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e4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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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버 리저브 시스템과 거래 방법 리저브의 작동 원리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카이버 리저브가 되기 위해서는 카이버 네트워크 스마트 컨트랙트에 연동된 계좌에 2종류의 암호화폐로 구성된 돈을
담아야 한다. 카이버는 리저브 매니저가 스스로 스프레드와 교환 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카이버는 이 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

로이의 말에 따르면, 리저브가 크지 않아도, 많은 양의 트레이딩을 지원할 수 있다. 
리저브 매니저가 150이더와 동일한 양의 오미세고 토큰을 등록했다고 해보자. 만약 사용자들이 1이더를 70OMG에 사
고 싶다면, 리저브는 70OMG를 받고 1이더를 준다. 만약 사용자가 70OMG를 1이더에 사고 싶어하면, 리버즈는 1이더
를 얻고 70OMG를 준다.

만약 ‘이더로 OMG를 사고 싶어하는 거래량’과 ‘OMG로 이더를 사고 싶어하는 거래량'이 비슷하다면, 리저브에 담긴
이더와 OMG의 양도 계속 비슷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150이더로 150이더어치 이상의 거래에 유동성을 공급해줄 수
있다. 만약 카이버 사용자가 다들 OMG를 팔고 이더를 사고 싶어하면, 리저브가 가진 이더가 다 소진되고, OMG만 쌓
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카이버 팀이 이 상황을 예측 못했을리는 없다.

카이버는 이 때를 대비해 ‘리밸런싱 기능'을 갖추고 있다. 만약 한쪽 화폐가 지나치게 소진되면, 카이버 리저브 소프트
웨어가 자동으로 바이낸스, 비트렉스, 후오비 등의 중앙화 거래소에서 남는 화폐를 팔아서, 모자란 화폐의 양을 도로 맞
춰 놓는 시스템이다.

카이버가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리저브는 다시 최적의 비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리저브 매니저
는 기존의 자산 구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e4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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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버 리저브 시스템과 거래 방법 KNC의 역할, 리저브 등록 비용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카이버 네트워크의 기본 토큰은 카이버 네트워크 크리스탈, 줄여서 KNC이다.
KNC는 리저브 시스템에서 사용되며 리저브로 등록을 하려면, 일정량의 KNC가 필요하다.

지불된 KNC는 카이버 네트워크의 운영 비용, 파트너사에 대한 수수료로 쓰인다. 
예를 들어, 파트너사란 카이버 네트워크와 연동된 지갑 회사가 대표적인데 지갑 회사는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에서 카이버 네트워크를 이용한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 수록 KNC로 일정한 수익
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지갑 회사 입장에서는 카이버 네트워크를 연동하고 고객들에게 쓰도록 만들 유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파트너사들에게 주는 수수료와 운영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나머지 지불된 KNC는 소각된다.즉
KNC의 총 발행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리저브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KNC의 총 발행
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줄어든다.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KNC의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앞으로 카이버 리저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에 베팅한 것이다. 카이버 리저브가 많아질 수록, KNC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e4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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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버 리저브 시스템과 거래 방법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거래하기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카이버 네트워크 거래소 자체는 실제 거래를 하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만들어졌다.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거래를 많이 해야만 리저브도 수익을 얻기 때문이다. 
카이버 네트워크( https://kyber.network )에 접속하면, 자신의 지갑과 카이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링크가 뜬다. 현재 카이버 네트워크는 Metamask, MyEtherWallet 같은 소프트웨어 지갑
과 Ledger, Trezor같은 하드웨어 지갑을 지원하고 있다.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e4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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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버 리저브 시스템과 거래 방법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거래하기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일단 지갑을 연결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뜬다.
여기서 자신이 거래하고 싶은 화폐
종류를 선택한다. 

이더를 KNC로 바꿔보자.

환전할 이더의 금액을 입력하면 카
이버가 자동으로 현재 가격에 맞춰
서 얼마만큼의 KNC로 바뀌는지 알
려준다.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e4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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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버 리저브 시스템과 거래 방법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거래하기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여기서 ‘자세히(advanced)’를
선택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최저 교환 가격을 입력할 수 있다. 

‘내가 가진 이더가 이만큼의 KNC
가 되지 않으면, 안 바꿀 것이다’
라고 설정하는 기능이다. 

설정한 기준보다 교환 가격이 낮으
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e4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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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버 리저브 시스템과 거래 방법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거래하기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카이버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사용료, 즉 Gas도 일정량 지불해
야 한다. 이 돈은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거래를 처리하는 대가로 받는 돈이다.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e4jtv

이제 ‘Exchange’를 누르면, 즉시 교환이
시작된다. 리저브들이 항상 거래를 받아
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에
걸리는 시간은 몇 초 이내로 이루어 진다.

카이버 네트워크 스마트 컨트랙트는
KNC-ETH를 가진 리저브를 찾는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
하는 리저브를 고르면 그 리저브와 내 지
갑을 자동으로 연결해준다. 이더리움에
서 거래가 처리되는 순간, 내 지갑에 있
던 ETH는 KNC로 바뀌게 된다. 
ETH나 KNC는 카이버 네트워크를 전혀
거치지 않고 교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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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버 리저브 시스템과 거래 방법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거래하기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그렇다면 결제는? 

카이버 네트워크는 클릭 몇 번으로 토큰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거래소이다. 
카이버 네트워크 팀은 리저브 시스템이라는 차별점을 활용해서 유동성이 높으면
서 동시에 탈중앙화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맨 앞에서 로이가

“우리는 앞으로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될 거예요“ 라고 한 이유이다.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e4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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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와 환전의 결합 & 카이버의 향후 과제 결제 시스템으로써의 카이버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카이버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결제 시스템에 카이버 네트워크 거래소를 연동시키면, 고객이 어떤 결제를 하건, 판매자는
자신이 원하는 화폐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판매자는 이더(ETH)만 받고, 나는 KNC로 결제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카이버의 결제 API를 사용하면 문제없이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4inqay

싱가포르 스타벅스에서 미국 은행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긁는 순간, 비자 네트워크
는
내 계좌에서 미국 달러를 빼낸 뒤에 그만큼의 싱가포르 달러를 스타벅스에 지불한다. 
비자 네트워크 덕분에 미국 달러로 돈을 지불하고, 스타벅스는 싱가포르 달러로 돈을 받
을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환전과 결제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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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와 환전의 결합 & 카이버의 향후 과제 결제 시스템으로써의 카이버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지정된 주소로 KNC를 보내면, 카이버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리저브를 통해 자동으로 KNC를 ETH로
바꿔서 판매자 지갑으로 보내준다.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는 사실 전혀 몰라도 된다. 우리가 카드
를 긁을 때 비자 네트워크가 어떻게 결제를 처리하는지 몰라도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즉 고객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카이버를 사용해 환전+결제를 하게 되는 것이다.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4inq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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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와 환전의 결합 & 카이버의 향후 과제_환전 솔루션 활용 사례 1: WAX 토큰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카이버의 파트너들이 어떻게 카이버 결제 API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AX (게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리그 오브 레전드(LoL)에서 사용할 수 있는 희귀한 스킨이 있다고 해보자. 
이 스킨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싶다면, WAX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이템 매니아’의 블록체인 버전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4inqay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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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와 환전의 결합 & 카이버의 향후 과제_환전 솔루션 활용 사례 1: WAX 토큰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그런데 WAX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면 WAX 토큰이 필요하다. 게임 아이템을 그렇
게 자주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WAX 토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 
그냥 내가 가진 토큰으로 게임 아이템을 살 수는 없을까? 

바로 이럴 때 카이버 네트워크가 빛을 발하게 된다.

카이버 결제 API를 연동하면, 사용자들은 WAX에서 WAX 토큰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도 구
매를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암호화폐든지 지불하면, 카이버 네트워크가 알아서 그
암호화폐를 WAX 토큰으로 바꿔준다. 

WAX 사용자들은 중간에 카이버가 사용되는지 인지할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는 모든 화폐로 결제 가능하구나’ 생각할 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카이버 네트워크의 거래소를 거쳐가게 되는 것이다.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4inq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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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와 환전의 결합 & 카이버의 향후 과제 환전 솔루션 활용 사례 2:이더렌드
(ETHlend)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이더렌드(ETHLend)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한 탈중앙화 방식의 대출 플랫폼이다. 

중개자 없이 P2P 방식으로 대출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더렌드 역시 거래
수단으로 Lend token을 사용한다.

보통 이 경우에는 Lend token을 취급하는 거래소에서 따로 구입한 이후에, 서비스를 사
용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카이버는 이더렌드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카이버 환전 솔루션이 이더렌
드에 연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링크]

연동이 이루어지면, 이더렌드 사용자들은 Lend 토큰을 사러 거래소로 따로 이동하거나, 
보유할 필요 없이 자신이 가진 화폐로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4inq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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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와 환전의 결합 & 카이버의 향후 과제 카이버의 큰 그림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이런 식으로 카이버가 파트너쉽을 맺은 회사들을 잘 살펴보면, 
카이버의 큰 그림이 보인다. Request Network, AppCoin, 
StormX, Bitclave, RCN 등등 모두 카이버 네트워크의 환전 솔
루션을 연동해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회사들인 것을 알 수
있다.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4inq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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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와 환전의 결합 & 카이버의 향후 과제 _카이버의 향후 과제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카이버 네트워크가 해결해야할 과제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째, 현재 카이버는 이더와 이더리움 기반 토큰들의 거래만 지원하고 있다. 서로 다른 블록
체인을 사용하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네오, 지캐시 등과의 거래는 아직까지 불가능하다. 같
은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토큰을 거래하기가 매우 어
렵기 때문이다.

로이는 크로스 체인 거래를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고 얘기했다. 아직까지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지만, 다양한 기술
이 개발 중이다.

코스모스(Cosmos, Polka-dots, ICON, Wanchain, Aion 등이 대표적이다. 카이버는 현재 크
로스 체인 기술과 관련해 ICON, Wanchain과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이다.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 카이버는 가장 잘 맞는 솔루션을 적용할 생각이다. 목표는 명확하지만
아직 방법은 확실하지 않다. 적절한 크로스 체인 기술이 사용가능해지면, 카이버 엔지니어들
은 바로 카이버 네트워크 거래소에 적용할 예정이다.

카이버의 향후 과제: 1.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거래 지원(Cross-chain Trading)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4inq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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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와 환전의 결합 & 카이버의 향후 과제_카이버의 향후 과제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카이버의 장기 목표는 전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리저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다. 리저브가 많아질 수록 카이버 플랫폼의 가치도 올라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를 많이 보유한 개인이나 조직들에게 카이버 리저브가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설
득해야한다.

현재는 카이버 네트워크 자체 리저브가 하나, 이스라엘의 크립토 펀드가 운영하는 리저
브가 하나씩 있다. 앞으로 카이버가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개의 리저브들
이 수천개의 화폐 쌍을 지원해야 한다.

사실 방법은 간단하다. 카이버 리저브가 좋은 투자처라는 것만 알려지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알아서 찾아오게 되어있다.

카이버의 향후 과제: 2. 리저브 확보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4inq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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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Fund 강의 순서

aSSIST 경영대학원 CEO 최신화과정 283

1. Crypto Asset이 금융 산업을 바꾸는 동향

2. 장기
벤처투자형

A16z Fund

3. ETF 기반
벤처투자형

Hyperion Fund

5. ETF 기반
토큰 이코노미 설계형

BeCrypto

4. ICO 투자 심사 전략

6. ETF 기반
인덱스형

CRYPTO20 Fund

7. 성공 사례

Hashed/ Kyber

8. 글로벌 대표적인
크립토펀드 소개



글로벌 대표적인 크립토펀드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4inqay

1. 선정 기준
1. ICOKR ‘크립토펀드 ICO투자 수익 Report’ 참조
2. http://icokr.info/guide/Report

2.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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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표적인 크립토펀드 리스트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4inq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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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표적인 크립토펀드 리스트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4inq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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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표적인 크립토펀드 리스트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steemit.com/kr/@kyber.network/4inq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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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omise.co/go

대표적인
크립토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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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HED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hash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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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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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ERA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s://www.panteracapit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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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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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tic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kineticcapital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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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296



INBlockchain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inblockch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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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파트너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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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UM CAPITAL

CEO 최신화과정aSSIST 경영대학원 http://www.signum.capita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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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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