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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nco 솔루션 리미티드 (“Aenco”)는 이 백서의 결론 또는 성명의 

정확성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Aenco는 판매 적격성, 특정목적적합성, 

설명, 적합성, 또는 비침해과 관련된 모든 표현 또는 보증; 이 문서의 

정확성과 오류가 없음; 그러한 내용이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에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표현 또는 보증(명시되 있거나 묵시적으로 

나타나있는)을 직접 만들지 않았으며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Aenco는 본 백서의 내용에 대한 언급, 의존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종류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본 백서는 제 3자 데이터 

및 업계 자료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Aenco가 알고 

있는 한 본 백서에서 재생산된 정보는 적확하고 이의 추정 및 가정은 

합히적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적확성 또는 완전성에 대한 보증은 

없습니다.

본 백석에서 재생산된 정보와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얻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본 백서에 언급된 제 3자 출처의 그 어떤 정보 또는 

데이터는 따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그 출처의 근본적인 전제 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본 백서의 발행 시점에서, Aenco는 Aenco 

에코시스템 밖의 어떤 다른 사용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것은 현재 판매 

또는 제 3자 교환을 통한 그밖의 거래 또한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본 백서는 Aenco, 임원, 이사, 관리자, 직원, 대리인, 고문 또는 컨설턴트 

또는 Aenco 토큰 판매에 참여하여 본 백서를 수령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조언이나 추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Aenco 토큰 판매에 참여는 토큰을 

구입할 때 사용된 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이 따릅니다.

토큰의 고유 가치, 지속적인 지급 및 AEN 토큰이 특정가치를 가질 

것 이란 어떤 보증도 없는 것을 포함한 토큰과 관련한 미래 가치 또는 

성과에 대한 어떤 보증도 없고 만들어지지도 않을 것 입니다. 예비 

참여자들은 Aenco가 제안한 사업의 특성및 AEN 토큰의 잠재적인 

위험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들은 Aenco 토큰 

판매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AEN 토큰은 유가 증권의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판매되지 않습니다. 

AEN 토큰은 Aenco에 대한 참여가 아니고 AEN 토큰은 Aenco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급니다. AEN 토큰은 Aenco가 개발할 플랫폼에 대한 

향후 기능 및 접근성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토큰 판매 중 수령 한 모든 

수익금은 Aenco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투자 설명서 또는 제안 문서의 목적이 아니며 투자 권유 제안 

또는 관할권 재정 기구의 목적이 아닙니다. AEN 토큰은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한 투기 또는 투자를 위해 이용되서는 안됩니다. 본 백서에 실린 

정보를 규제 당국이 검토 또는 승인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규제 요건 

또는 관할권의 규칙에 따라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취해지지 

않을것 입니다. 본 백서의 발행, 배포 또는 보급은 해당 법률, 규제 요건 

또는 규칙이 준수 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AEN 토큰은 토큰의 

소유, 사용 또는 소지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규제 조치 및 변화에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규제 담당자 또는 감독 관청에서는 규제 요구 또는 

다른 정부 또는 사업 의무 준수를 위해 AEN 토큰의 구조 및 기능성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enco는 이것의 

구조가 적합하고 현재 규율을 준수 할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취를 취했다고 믿습니다.

Aenco는 AEN 토큰의 기능성 및 구조에 대한 법률적 및 규제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저희에게 적용되는 법률적 또는 

규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AEN 토큰의 기능에 대한 개정이 

요구될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따라 향후 AEN 토큰의 변경사항과 

관령해 백서를 개정하고 웹 사이트에 공지 사항을 게시할 것입니다.

본 백서에는 Aenco의 미래 이벤트에 대한 현재 견해 및 기대와 관련한 

전향적인 성명 또는 정보 (종합적인 “전향적 성명”) 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전향적 성명은 “아마도”,”일것이다”,”기대하다”,”

예상하다”,”겨누다”,”예측하다”,”의도하다”,”계획하다”,”

추구하다”,”믿다”,”잠재적인”,”계속하는”,”할 것 같다” 또는 이의 

부정 형태 또는 이와 비슷한 전향적 성명의 표현하는 단어 또는 문장에 

의해 식별될수 있습니다.

Aenco의 전향적 성명은 재정 상황, 영업 결과, 사업 전략, 재정 요구 또는 

토큰 판매의 결과 또는 AEN 토큰의 가치 또는 가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미래 이벤트에 대한 기대 및 예측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에 명시된 상황들과 관련한 성명 이외에도 본 백서는 Aenco의 

새로운 운영 모델과 관련한 전향적 성명을 포함하고있습니다. 모델은 

오로지 객관적인 정보만 말하고 미래 운영 결과에 대한 예측, 전망 또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전향적 성명은 경험, 과거 트랜트, 현재 상황 및 미래 

발전 예상 및 적절하다 생각되는 다른 요인 및 위험도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Aenco에 의해 판단된 가정 및 분석을 근거로 합니다. 본 

백서에 포함된 전향적 성명은 Aenco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가정에 

근거하지만 이의위험성, 불확실성, 가정, 및 다른 요인들에 의해 Aenco

의 실제 결과, 성능, 성과 및 경험이 전향적 성명을 통해 표현, 암시 또는 

인지된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안할 

때, 토큰 판매의 예비 참여자들은 전향적 성명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이 백서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향적 성명과 관련한 주의 사항

법적 책임 부인

내용은 영어 버전의 적용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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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정보:

해당 국가의 국민 또는 거주자는 AEN 토큰 구독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토큰 판매”)

1) 미국

2) 중국

3) 사모아 

 아래에 해당 된 제재된 국가들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Pages/Programs.aspx); 또는

4) 홍콩 (전문 투자자들 제외, 아래를 참고하세요)

홍콩 특별 행정구의 시민과 거주자는 구독에 참여가능하기 이전에 홍콩 

증권선물거래법 (“SFO”)에 의해 정의된 전문 투자자를 입증하기 위해 

“재정증명”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이 외의 국가에서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암호화 화폐, 디지털 자산, 

토큰 판매, 초기 코인 제안, 블록체인 기술 및 스마트 계약에 관한 

지식인 있는 본인이 인정하는 교양있는 투자자여야 합니다. 토큰 판매 

참가여부는 본인 스스로의 평가에 의해서 판단해야합니다. 구매를 하기 

전에 독립적으로 조언을 구해야합니다. 이러한 용어 및 다른 모든 관련 

자료, 특히 백서와 AEN의 목적과 과정 그리고 플랫폼과 토큰 판매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않았다면 토큰 판매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토큰 

판매와 관련된 공지 사항은 http://www.aencoin.com 웹사이트 (“

웹사이트”)를 참고해야합니다. 용어에 대한 이해 또한 보충해 줍니다.

AEN의 구매 또는 소지는 Aenco의 소유 지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Aenco 또는 계열사와 관련하며 수익, 주식, 채무, 지적 재산권, 투표권 

또는 그외 기타 형태의 참여 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항 또는 백서는 투자 설명서 또는 판매 제안을 포함하지 않으며 

모든 관할권에서 보안, 투자, 주식, 금융 상품 또는 투자 자문 또는 그와 

상응하는 형태의 판매 권유가 아닙니다. 규제 기관이 토큰 판매 또는 

본 조항 또는 관련 자료에 표시된 어떤 정보도 검토하거나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웹사이트, Aenco 플랫폼, AEN 토큰 발행에 등록하기 이전에 이용약관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이용약관과 연결된 페이지에서 AEN 토큰 

구독에 동의하는 것은 이용약관을 준수할 것을 수락 및 동의 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용약관의 전체 내용을 여기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aencoin.com/assets/docs/aenco-terms- conditions.

pdf. 본 약관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moon@ aencoin.com 으로 

문의하십시오.

암호화토큰 및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AEN을 구매하지 마십시오. AEN을 구매하시기 이전에, 아래 작성된 

약관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변호사, 회계사 또는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만약 아래의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AEN를 

구매하지 마십시오. AEN의 구매는 이더리움을 포함한 암호화토큰 및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사용 및 복잡성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을 가지고있는 개인, 기업 및 회사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는 판매중에 AEN의 구매자를 도와줄수있지만 구매자의 행위 또는 행위의 생략의 

결과로 발생하는 BTC, ETH 또는 AEN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충분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없으면, AEN의 구매 또는 판매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AEN 판매에 참여하는 것은 귀하가 이 문단에 언급된 요구사항을 만조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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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ENCO 솔루션 리미티드의 경영종합보고 (“Aenco”)TM 

1.1 Aenco는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및 프라임 중개업에서 수십 년 간의 경험을 결합한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금융 솔루션 

플랫폼으로, 건강기술 (“헬스테크”) 혁신 파트너와 신세대 어플리케이션의 협력으로 “Aenco 글로벌 의료기술 금융 솔루션 

플랫폼”의 공동틀 아래서 개발되었습니다.

 Aenco 의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 Aenco는 기관 금융, 프라임 중개업 및 스마트 자본 솔루션과 함께 의료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기간 

건강 기술 금융 솔루션입니다.

 • Aenco는 건강기술 산업을 위한 최첨단 기관 금융, 프라임 중개업 및 스마트 자본 솔루션 및 의료 회사를 위한 연구 및 

협력 허브 및 블록체인 개발 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를위한 “원스톱 샵”입니다.

 • Aenco는 더 넓은 의료기술 커뮤니티와 함께, AEN 토큰을 중요 에코시스템 빌딩 블록 및 자사의 서비스 및 커뮤니티 

전달 영역을 확장 시킴으로써 자사의 솔루션 플랫폼과 핵심 금융 에코시스템을 결합시킵니다.

 • Aenco 플랫폼은 디지털 금융 기술과 함께 신흥 및 혁신 의료 회사에 힘을 실어 그들이 우리 매일의 생활 방식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있는 높은 잠재력을 발현하고 영향력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Aenco는 그룹의 계획된 규제 사회기반시설 (그룹내 상업은행 설립 포함)의 지원과 유럽, 홍콘 및 미국을 포함한 

주요 관할 구역에 존재함에 따라 Aenco는 급속적으로 진화하고 증가하는 에코시스템을 만들어내 자사의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1.2 당사의 플랫폼은 블록 체인 및 분산된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을 활용하여 신흥 성장 회사 및 기업가가 성장기 단계에서 사업 

활동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성장하는 에코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핵심 서비스 또는 “의료기술 솔루션”은 3가지의 

핵심요소로 분류됩니다:

 (iv) Aenco IB 솔루션;

 (v) Aenco 프라임 솔루션;

 (vi) Aenco 스마트캡 솔루션.

 자사의 의료기술 파트너에게 기관 등급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 및 “보상”하여 Aenco는 자사 및 의료기술 파트너의 강렬한 

성장 스토리에 힘을 실어주고 참여를 원하는 세계 커뮤니티 유저들과 함께 다양한 범위의 풍부한 의료 유틸리티를 통해 

제공자들을 연결시킵니다. 따라서, 본 플랫폼은 금융 유틸리티와 의료 유틸리티 혜택의 형태로 자사의 AEN 토큰에 대한 많은 

사용 사례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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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솔루션 및

혁신

의료기술
산업

프로젝트

블록체인 기술
어플리케이션

개발

규제된
다중의 관할

인프라 
지원

플랫폼

 솔루션의 3가지 핵심요서 아래, Aenco는 아래의 서비스 목표를 염두해두고 플랫폼의 의료기술 금융 솔루션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 개발을 할 것입니다. 아래를 포함 (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 의료기술 토큰 제안의 후원, 목록 및 예상 토큰 발행자의 연구 범위를 포함한, 공인 된 규제 프레임워크의 채널내에서 

추구되고 모범 경영의 최고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디지털 금융 솔루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 주요 암호화화폐, AEN 토큰 및 자사의 후원 의료기술 파트너 토큰을 위한 내부의 개발된 교환 거래 플랫폼 (AENX)를 

제공합니다;

 • AENX와 기타 외부 거래를 통해 AEN 토큰 및 후원 의료기술 파트너 토큰에 대한 보조 시장 유동성 촉진합니다;

 • 심층 금융, 법률 및 사업 실사 자료를 통해 고객 발급기관의 검증;

 • 프로젝트의 참여, 인식 및 토론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참여 및 커뮤니티 업데이트를 위한 자사 후원 파트너 전반에 

걸친 초기 및 지속적인 연구 범위와 예상된 토큰 제안 및 회사의 실적 및 목표에 대한 포스트 제안 모니터링;

 • 기타 주요 암호화화폐 금융에 대한 담보물로 AEN 토큰 및 후원 토큰을 포함한 암호화 화폐 기반 대출, 차용, 구조성 

상품 및 장외 서비스와 같은 지속적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유동성을 창안하기 위한 분산된 주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예금 인툴, 국내 및 해외 자금 송금, 외환 거래, 화폐 환산, 투자 상품 유통, 자금 관리 및 채권 금융, 연계 금융, 및 담보 

대출과 같은 대체 금융 서비스를 통해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보상하기 위해 AEN 토큰과 최종의 가상 금융 서비스 (EU의 

정규은행 자격증을 통해 규제 됨)를 통합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림 1
AENCO 비젼 핵심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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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의 서비스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Aenco는 핵심 기술을 아래의 표에 요약된 주요 기술 구성 및 주요 개발 모듈의 3세대 

단게에 걸쳐 개발 및 출시 예정입니다.

솔루션 핵심기술 주요 구성 및 모듈

AENCO IB  
솔루션

• AEN 연결 – 스마트 지갑 및 Aenco 포털; 

• AENX – 토큰을 위한 교환 플랫폼;

• AEN 연결 조건부 증서 및 담보;

• ICO 게이트 웨이, 구독 및 통합 프로그램;

• 연구 범위, 커뮤니티 토론 및 뉴스 배포 포털;

• 복합 서비스 의료기술 유틸리티 공유 플랫폼 UX/UI 어플리케이션.

AENCO  
프라임 솔루션

• AEN 연결 – 암호화화폐 및 교차 자산 담보부 금융 플랫폼;

• 암호화화폐 및 명복화폐를 허용 담보물로 사용하는 융자 기관 및 차용자를 위한 통합 및 주문 

매칭 플랫폼;

• 명목화폐 교환을 위한 Aenco 스마트캡 솔루션의 통합;

• 담보 융자 및 구조화 된 창구 판매 제품 발행을 위한 증거금 및 교환 시스템; 

• 고객 담보 및 자산분리 시스템; • 규제 및 금융 보고 프로토콜; • 실행 및 정착을 위한 AENX

와 외부의 APIs 시스템의 통합.

AENCO 
스마트캡 솔루션

• AEN 토큰 거래 통합 시스템과 핵심 금융 모듈;

• AEN 연결 스마트 지갑 및 “지분 증명” 통합 시스템과 핵심 금융 모듈;

• 클리어링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 시스템과 AENX 및 Aenco 프라임 플랫폼.

 핵신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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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enco는 Aenco 에코시스템 및 Aeneas 그룹 회사의 지원을 받으며, 홍콩, 미국 및 유럽 연합 / 유럽 경제 지역을 포함한 

주요 시장 전반에 걸쳐 글로벌 규제 플랫폼을 설립을 계획하여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자사는 법률 및 재무 실사의 

프레임워크와 규제 기관의 에코시스템을 결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모범적인 운영 기준에 따른 블록체임 기반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사는 이를 “Aenco ICO 무결성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1.5 그 대신, 우리의 현재 및 성장하는 의료기술 파트너는 그들의 본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의료 유틸리티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i) 치료학; (ii) 실험실, 클리닉 및 장비와 같은 의료 인프라; 및 (iii) 커뮤니티 성장 

및 에코시스템 개발을 위한 AEN 토큰의 채택 형태의 데이터 분석.

1.6 Aenco 플랫폼은 풀 서비스 글로벌 금융 서비스 및 프라임 중개 플랫폼 설립을 통해 전통적인 방식 및 디지털 방식의 시장 

참여자 모두을 연결함으로써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기회를 위한 “원 스톱 샵” 역할을 수행 할 것입니다. 자사의 플랫폼은 

단기간 사이클에 매우 많은 참가자를 연결함으로써 “참여자” 및 “발행자”를 위한 투명하고 직접적인 엑세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1.7 요약하면, Aenco는 “정통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이용한 자사의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위해 “현상”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금융 시장의 중단 및 의료기술 및 국제 금융 전반에 걸쳐 완전한 통합을 통해서 흥미로운 에코시스템 

성장 스토리를 생성하는데 집중한 첫번째 글로벌 규모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 솔루션 플랫폼 제공자가 될 것입니다. 

 

운영 방법

AENCO 글로벌 의료기술
금융 솔루션

A E N C O  에코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AENCO IB 솔루션

- AENCO ICO 게이트웨이 및 포털: ICO 

진실성 프로그램

- AENCO 연결: AENCO 스마트 지갑 및 

풍부한 앱 기능

- AENX 건강기술 교환 거래

- AENCO 데이터 분석 및 지속적인 연구

AENCO 프라임 솔루션

- AENCO 분산된 프라임 중개 플랫폼

- 교차 자산 담보 대출 및 차입

- 주요 명목 자산 및 주요 디지털 자산과 

연계 된 금융 지원

글로벌 커뮤니티
(가상 경계 관할권 제외)

 AEN 토큰 이용 구독

사용자 및 참여자

- 자동화 AENCO 플랫폼 멤버쉽

- 에코시스템 기회 및 유틸리티에 

우선 엑세스

- 커뮤니티 보상 및 장려금 

프로그램

- 플랫폼 솔루션 전반에 걸친 

엑세스 및 비용 절감

- 도매 플랫폼에 B2B & B2C  

엑세스

- 2차 시장 유동성

즐겨

혜택

- AENCO 핵심 기술 주도 스마트 금융 

솔루션

- AENCO 대체  금융 플랫폼

스마트캡 솔루션

의료기술 파트너 및
미래 후원 프로젝트

치료학

질병

자연 건강

소화기 내과

종양학

신결학

종양학

의료 기술

금융 솔루션에

대한 접근

공유

유틸리

실험실 로봇 수술

장비

클리닉 

의료 인프라

임상 경로

데이터 암호화

암호화

연구

인공 지능

의료 데이터 분석

AEN
토큰 사용

노트:  Aenco 글로벌 의료기술 금융 솔루션 플랫폼의 각 구성 요소는 관련 활동을 허가하는 관할 구역에 위치한 관련 허가받은 법인에 의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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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관할권 및 초점의 규제 환경

2.1 토큰 제공(또는 초기 코인 제공 “ICO”)의 규제 프레임 워크는 특히 이번 해 2018년에 주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기반 토큰부터 보안 기반 토큰까지 매일 전 세계 전반에 걸쳐 발행되고 있는 블록 체인 기반의 토큰 유형의 다양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규제 기관 마다 ICO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시장 참여자에게 

강화된 보안을 제공하고 더 나은 공표를하기 위해 토큰 발행자의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필요한 규제 프레임 워크에 대한 

명확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습니다. 자사는 ICO가 기업 성장을 위한 주요 대체 금융 도구로 채택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과제해결을 위해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가 성장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 솔루션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Aenco와 자사 그룹은 자사의 서비스와 비젼을 

완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주요 관심 관할권의 규제 프레임 워크 요구사항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2.2 Aenco는 새롭게 성장하는 회사 및 기업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주요 대륙과 마켓에서 

글로벌 규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규제 양상을 다루기 위해 Aenco는 오랜 전통 사업 인프라를 기반으로하여 여러 

주요 관할권에 걸쳐 규제 입지를 설립하여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해 나아가고있습니다.

2.3  Aenco는 Aeneas 그룹 리미티드 (“Aeneas”)의 전액출자 자회사로 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종합적인 금융기관 입니다. 그룹 차트는 아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2   
 자사의 합법 및 규제 프레임 워크

토큰발행자

토큰소유자

AENCO 글로벌 의료기술 블록체인 금융 솔루션의 조력

- 자산 관리자#

- 증권 딜러^

- 투자 고문^ (SFC 규제)

홍콩

중개인  / 딜러 @ 
(FINRA 규제)

미국

- 은행 라이센스 @

- 온라인 기술 기반 은행

유럽

자산 관리 
제품 배포

홍콩

Aeneas TM 테크놀로지

- 기술 전송

- 연구 및 개발

홍콩 / 중국 
/싱가포르

# 2005년 라이센스 획득

^ 2018년 라이센스 인정

@ 라이센스 진행중

금융, ICO 후원 및 금융 솔루션이 필요한 초기 성장 기업의 파이프 라인

생명 공학 디스럽티브 테크핀 테크의료 공학

에코시스템 유틸리티

에코시스템

유틸리티 엑세스

의료기술 산업, 전통 시장, 규제 풍경 및 분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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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Aenco 에코 시스템 내에서, Aeneas 캐피탈 리미티드는 2005년 부터 홍콩 증권 선물위원회 (“SFC”)의 기관 자산 관리자에 

의해 허가된 연간 수입이 2016년에는 홍콩 달러 $7,724,788 (미국 달러 $990,486) 그리고 2017년에는 홍콩 달러 $8,045,113 

(미국 달러 $1,031,425)로 규제 되었습니다. 자사는 2018년 2분기에 SFC의 증권 거래 및 자문 및 라이센스를 포함한 규제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Aeneas 캐피탈, LLC는 증권 거래 및 자문에 대한 허가를 받기위해 금융산업 규제당국 (“FINRA”)에 신청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사가 미국에서 Aeneas 캐피탈,LLC를 통해 블록체인 커뮤니티 및 에코시스템을 더 확장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자사는 이것이 2018년 이내에 설립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1

 Aeneas는 완전한 상업 은행 라이센스를 위해 EU/EEA 기반 규제 기간에 신청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Aenco는 이 라이센스를 

통해 유럽에 있는 상업은행의 AEN 토큰 및 솔루션을 완전히 통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 중국

 Aeneas 싱가포르 리미티드는 기술 이전 및 블록체인 연구에 관여하기 위해 싱가포르 내에 지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룹은 혁신적인 재능과 기술 이전 기회의 넓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 대륙에 있는 외자 법인 (“WFOE”)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2.4 Aenco는 위의 관할권에 있는 자사의 에코시스템 기업의 규제된 존재 및 은행 라이센스를 통해 자사는 새로운 의료 회사 및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식별하고 그들에게 자사의 의료기술 금융 솔루션 플랫폼을 필요한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고 더 중요하게 정통적인 금융 풍경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기회: 지속 가능한 의료 혁식을 위해 필요한 압박

3.1 잘 알려진 속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을 의역하는 것이 상투적일지도 모르지만, Aenco는 의료 분야에서 잠재적인 

영향력인 큰 지역에 있는 회사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업가 및 새로운 성장 

기업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결과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결책을 구축하고 인류 혁신을 

이끌수 있도록 격려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3.2 앞서 언급했던 특성을 갖추기위해 자사에서 확인했던 산업 분야는 의료 기술과 의료 혁신 분야에 있습니다. 세계 인류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현재 세계와 사회는 아직 충족되지 않은 진정한 의료 분야의 필요성에 직면해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선 된 환자 치료 및 스트레스에 대한 전세계적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습니다. 일반 및 희귀 질병에 직면한 

환자 수의 증가와 환자 치료 비용의 급증에 대한 특정 의료 지침에 따른 더딘 연구 자금 성장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는 압력은 

의료 기업정신의 기회의 과잉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로 하여금 행동할 수 있는 긴급한 필요성 또한 불러왔습니다.

 예제 1 – 의료 공급망 보안 및 빅 데이터

3.3 많은 제약 회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보안 프레임 워크를 활용하여 보안 프로세스 관련 체인을 공급 (예, MediLedger 프로젝트, 

1 HKFRS 회계 기준에 따른 Ernst & Young에 의해 준비된 Aeneas 캐피탈의 감사 재무 제표 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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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의약품 관리2)。하거나 전반적인 사업 추진을 돕고있습니다. 몇몇 주요 제약 회사는 또한 많은 양의 임상 의약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처리가 필요한 임상 개발 과정을 위해 따로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고있습니다. 또한, 몇몇의 개인 회사와 

병원은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제 2 – 치료학

3.4 세계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의료수요의 대표적인 예는 알츠하이머 (“AD”)와 같은 퇴행성 신결질병으로 뇌의 전반적인 

퇴행으로 인해 중년 또는 노년에 발생할 수 있는 점진적인 정신 지체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한 조로증상의 원인입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학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 약 450만명의 미국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있으며, 이는 2050년 까지 1,400

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알츠하이머를 앓고있는 각 환자 마다 더 많은 숫자의 가족 또는 의료 

전문인을 포함한 간병인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고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비용은 2015년에는 연간 

약 1,700 억달러에서 2050년에는 연간 약 7,500억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다른 연구에서는 더 높은 

비용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에 관계없이 상승 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대로, 같은 의학적 징후에 대한 쓰이는 연구 

자금의 성장은 한참 뒤떨어져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약 14억 달러가 알츠하이머 치료 연구에 쓰이고있습니다. 2050년 까지 

약 6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빠르게 부풀고있으며 이 자금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3.   

	 그림 3
 어린 아이 및 성인 인구(세계인구 비율) 

 1950 - 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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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s://www.mediledger.com/ 

3 Alzheimer’s Study Group / The Alzheimer’s Association(www.alz.org)

4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United Nations

그림 4
알츠하이머 (“AD”) 치료 비용 대 연구 자금2010 – 

2050 (세계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의료수요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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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Aenco는 의료 기술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에 대한 엄청난 시장 수요를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Aenco는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회사는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 및 세계적인 변화를 선도할 이 아이디어를 가속화 할 수 있는 빠른 에코시스템 

성장의 지원과 함께 커뮤니티에 도입하여 원 스톱 샵으로 자리 매김했습니다.

3.6 Aenco는 관련 의료 연구, 의료기술 개발 및 상품 상용화의 촉진을 통해서 의료 혁신 및 기업가 정신을 기원하고 에코시스템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Aenco의 기술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합하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심각하게 충족되지 

않은 의료수요의 한 예제로써, Aenco는 이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먼저 퇴행성신경 분야에 관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퇴행성신경 질병 뿐만아니라 Aenco는 전염성 질병 (인플루엔자와 “슈퍼버그”), 소화기내과, 유전학, 종양학과 

최소침습수술을 위한 기계 장치 분야을 다루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의료기술 파트너와 관련 파이프라인을 설립하고있습니다. 

글로벌 의료기술 블록체인 금융 솔루션 플랫폼을 통한 대상 서비스 및 기술 상용을 통해 Aenco 에코시스템은 필요한 고객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있고; 자사는 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의 의료기술을 더 지원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있습니다! 

 

더  큰  기회

전염병 암

소화기내과 치료약

신경학유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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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혁신

AENCO 는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진실한 

불충족 수요

높은

영향력있는

솔루션

희귀

질병 치료

사회적

문제 언급

디스럽티브

테크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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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 혁신의 환경과 금융 과제

4.1 의료기술 기반 신생 기업 및 의료 혁신의 환경에서, 올바른 과학과 튼튼한 금융의 성공적인 조합은 성공 가능성과 발견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자본 집약적인 특성 때문에 새로운 생명공학과 의료 기술 기업을 위한 지속적이고 

영향력있는 자본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쉬운 이해를위해서, 만약 의료 혁신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한 예제로 

치료약 연구 및 개발(“R&D”)을 진행한다고 가정할때, 전임상 및 미국 식약청 (“FDA”) 공인 임상 실험을 통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당 연구 및 개발 재정 비용은 연구 분야 및 의료 지표에 다라 다음과 같은 범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임상:5   $700,000 - $20,000,000 달러

 • 1단계 실험:6   $1,400,000 - $6,600,000 달러

 • 2단계 실험: $7,000,000 - $19,600,000 달러

 • 3단계 실험: $11,500,000 - $52,900,000 달러

4.2 오늘날의 환경에서, 자본 조성 채널은 전통적으로 글로벌 투자 은행 및 벤처 캐피탈과 같은 큰 자본가에 치중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물은 상당히 높은 수수료와 엑세스의 형태로 신생 기업들이 자본은 조성하는데 큰 부담이 

될수있습니다. 금융, 인수, 결제, 구금, 연구 및 교화 서비스와 같은 제도적 수준의 원스톱샵 투자 은행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신생 기업들은 만약 “클럽 가입”에 실패할 경우 거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5 Tufts Center for the Study of Drug Development (CSDD)

6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908540

연구

세일즈

및 훈련

기업

혁신 전략 및

재편성

인수 및

마케팅 생성
자본 조성

인수 합병

투자 은행

그림 5
제도적 수준의 투자 은행 서비스 “클럽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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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금 조성 스펙트럼에 따른 신생 기업, 기업가 및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을 위한 초기 금융 단계를 고려할때 그들은 다른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벤쳐 캐피탈 자금은 연간 100억 달러에 달 할 수 있지만 기업가들은 종종 그들의 

소유주 지분을 가치 하락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경연진은 벤쳐 투자에 대한 상대적으로 단기 투자회수 기회을 위한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예, 초기 공모 또는 거래 조기 상환), 가까운 시일에 매출을 창출해야하는 사소한 벤쳐 투자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수도있고, 또는 그들의 주요 상품 결과에 대한 수십억 달러 시장 규모를 입증해야 할 수도있습니다.

4.4 의료 연구 자금과 같은 자본 중심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는데는 엔젤 투자와 같은 제도적 금융 지원이 적고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 규모($15만 - $150만 미국 달러)는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자금원이 되지 못합니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 부터의 

지속적인 자금에 대한 압력은 심각한 행정부담으로 이어질수 있으며 기업가의 실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저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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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지털 금융 및 대체 금융 서비스 환경

5.1 의심 할 여지없이, 초기 코인 제안과 같은 매커니즘을 통해 사업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 채널을 창출하는 디지털 금융,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및 디지털 자산 순환의 성장의 새로운 시대 개발을 맞이하고있습니다. 2017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에 

집계된 ICO와 그에 상응하는 블록체인 기반 활동의 누적 규모는 24억 달러에 달하고있고 2017년 한 해만 해도 2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7!

5.2 비교해보면, 2017년 데이터에 따르면 초기 공개 제안 (“IPO”)와 같은 전통적인 시장 마켓 활동을 통한 자본 규모와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1,890억 달러에 달하였습니다8(1,624 IPOs). 따라서, ICO 기반 금융은 자본 시장의 c. 1.1% 및 세계적인 공공 

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향력있는 기술 솔루션 개발 및 출시를 위해 광범위한 혁신 성장 기업 필요 자금을 위한 아직 

미개발된 자금의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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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CO를 통해 조성된 연간 및 

누적된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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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간 자금 조성 및 IPO의 수  

 

7 Coindesk ICO tracker

8 EY Global IPO trends; 2014-2017

AENCO 플랫폼, 서비스 및 핵심 기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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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핵심 과제는 사회가 지속적으로 세계적으로 공인된 ICO 모범 경영의 “표준”에 대한 신뢰를 잃고있다는 것 입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일반적인 생소함과 함께 사기성 발행자 또는 금융 사기의 출현은 최고의 잠재력과 영향력을 지니고있는 이 금융 

채널에 대해 회의론적인 태도를 일으켰습니다. 자사는 새로운 금융 기회를 찾고있는 기관과 새로운 자산 등급(ICO와 같은) 

전반에 걸쳐 열려있는 대체 투자자의 면에서 제도적 개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믿고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건장함의 증가와 함께 ICO는 주요 채널 자금 개발에 합류할 것입니다. 

5.4 따라서, Aenco 플랫폼은 디지털 자본과 진화하는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어플리게이션의 채택에 대한 규제 

활동 및 헌신의 긴 세월의 경력을 활용하여 이 선풍적인 기술과 사회 발전에 앞장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Aenco는 ICO와 

같은 디지털 금융이 머지않아 “주류”가 될 것이고 이 개발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은행의 많은 양상이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채택, 진화 그리고 적용될 것이라고 믿고있습니다. Aenco는 의료 기술 분야와 이의 중요한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금융 통합을 첫번째로 포용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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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로벌 의료기술 블록체인 금융 솔루션 –핵심 서비스

6.1 Aenco의 목표는 자본 시장 서비스의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방식을 통합하여 분산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에코시스템을 

사용하여 증가하는 규제 요구사항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세계적으로 인증된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작동함과 동시에 글로벌 

전체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금융 솔루션 플랫폼을 설립하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허가된 주요 암호화화폐 (BTC, 

ETH)와 함께 교환 가능한 교환 매체로서 자체 개발된 핵신 유틸리티 토큰 “AEN”에 의해 작동되고 자본화됩니다; AEN의 

보유자의 증거는 Aenco 에코시스템 전반에 걸쳐 사전 정의된 유틸리티 혜택을 누릴 자격이 주어집니다. 

6.2 Aenco는 AEN 연결 포털(자사의 핵신 기술 공개중 하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설명 참조)을 통해 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목표는 아래 표에 요약되어있습니다.
     

그림 8 
 

AENCO IB 솔루션

1

ICO 무결성 프로그램: 

토큰 신디케이트 후원 및 
시장 유동석 촉진

• 토큰 제안을 위한 신디케이트된 Aenco 및 커뮤니티 스폰서 서비스.

• 의료기술 토큰 판매 후원 지원.

• 초기 평가 검증.

• AEN과 후원 토큰에 대한 2차 시장 유동성 촉진.

2

ICO 무결성 프로그램: 

토큰 커뮤니티 성장 및 
배포

• 후원 의료기술 토큰 제안을 위한 커뮤니티 가입 플랫폼.

• 토큰 분류 및 커뮤니티 정보.

• 구독자 지식 홍보 채널.

• 글로벌 에코시스템 개발 및 배포

3

ICO 무결성 프로그램: 
디지털 자산을 위한 구금 
및 조건부 증서 서비스

• AEN 연결: 보안 스마트 지갑, 안전 관리 인프라 및 조건부 자금 출시 
매커니즘; 다중 통화 및 다중 암호화 화폐를 수용하는 스마트 지갑을 
통한 사용자 친화적인 뷰, 정렬 및 거래 기능이 “재산 앱” 기능에 
추가되었습니다.

• 토큰 발행자의 신뢰도를 높히고 토큰 구매자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토큰 구매 과정의 조건부 증서 서비스.

• 스마트 지갑은 조건부 잠금 (예, 시간 잠금) 및 프로그램 조건부 
증서 서비스와 통합된 예약 토큰 방출 매커니즘을 통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4

ICO 무결성 프로그램: 토큰 
발행자 및 공표에 대한 
법적, 재정적 및 사업적 
필요성

• 토큰 발행자 사업에 대한 심층 심사.

• 규제 분석 및 승인.

• 재정 및 관리 실사.

• 목표 제굼 시장 규모 및 제품 분할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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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CO 데이터 분석 및 
지속적인 연구 범위

• ICO 발행 및 가입 데이터와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파일의 축적. 

• 발행자 사업 개발 및 이정표 모니터링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를 포함한 2
차 유동성 및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 토큰 및 이자에 관한 2차 시장 인식을 유지 및 성장 시킵니다.

6
의료기술 디지털 및 
암호화화페 자산 (“AENX”)

를 위한 교환 거래

• 거래 주분 및 2차 시장 유동선을 위한 AENX 암호화 화폐 교환.

• 주요 암호화 화폐 및 명목 화폐 및 후원 토큰과 AEN이 협력하여 거래 
및 정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AENCO 주요 솔루션

7
분산된 주요 중개 서비스 
플랫폼 (“AENCO 프라임”)

• 고객과 토큰 보유자에게 대체 구조화 상품 및 암호화 화폐 기반 자산에 
대한 수행, 금융, 결제 및 보관 서비스에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 주요 명목 화폐 및 주요 암호화 화폐, AEN 토큰 및 후원 토큰을 “
차용” 매커니즘을 통해 이용 자금을 분산시킵니다.

• 분산 장부 기술 주도의 규제 보고 프로토콜.

AENCO 스마트캡 솔루션

8
핵심 뱅킹 서비스 
포털과 AEN 토큰의 
통합

• AEN 지분 기반의 체계화된 멤버쉽의 증거.

• AEN 토큰은 다음과 같은 자사의 파트너와 커뮤니티를 위한 금융 거래 
및 서비스를 가능하게합니다.

• 명복  화폐 예금 계좌.

• 국내외 자금 송금.

• IB 및 주요 솔루션 플랫폼 및 후원 토큰 발행자를 위한 정산 서비스.

• 외환 거래.

• 거래 서비스.

• 투자 및 자산 관리 상품.

9
대체 금융 플랫폼과 
AEN 토큰의 통합

• 커뮤니티 및 후원 발행자를 위한 서비스.

• 채권 금융.

• 연계 금융.

• 담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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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NCO 솔루션:

6.3 자사의 IB 솔루션 플랫폼은, 예를 들어, 필요한 경우 모범 경영의 최고 기준에 따라서 자사의 다중 관할권 규제 인프라 따른 

각각의 토큰 에코시스템 개발의 자사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참여로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이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 

야망있는 비젼을 가지 성장하는 의료 기술 기업에 후원, 참여 및 지원을 할 것입니다.

6.4 자사의 ICO 통합 프로그램: ICO 모범 경영의 최고 기준을 설정하여 품질과 신뢰의 표지가 됩니다. 자사의 전문 지식과 핵심 

글로벌 관할권 전반에 걸친 인프라와 법률, 금융 및 전문 사업가 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사는 에코시스템에 진입하는 

최고 수준의 신흥 성장 기업을 검증하는 것은 목표로하여 심층 실사를 기반으로 한 잠재력있는 의료기술 프로젝트를 확인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표준을 설립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규제 감독 진화의 최전방에서, 자사는 최고의 잠재 

기회와 기술 및 사업 목표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성장 기업과 함께 최고 수준의 기관 투자자와 커뮤니티 

참가자를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Aenco 플랫폼은 제도적으로 검증받은 의료 기술 중심의 ICO 거래 및 자사의 

커뮤니티와 파트너를 위한 기회의 에코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6.5 IB 프로그램은 자사의 AEN 토큰 커뮤니지 후원자와 자사의 후원 의료기술 파트너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협력하고 자사의 

빠르게 성장하는 에코시스템에 접근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투명하고 우선적으로 가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Aenco 런쳐 플랫폼의 필수적인 중추 및 정신 입니다. 런쳐 플랫폼에는 자세한 분석 및 지속적인 발행자에 대한 검토 및 

기여자를 더 보호하고 발행자의 무결선 표준 및 꾸준하고 안정적인 구독 과정을 보장하는 실사 및 연구 플랫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6 ICO 신디케이트 후원 서비스 및 고객 토큰에 대한 2차 시장 유동성 제공.

 자사 런쳐 플랫폼의 중심 서비스로서, 자사는 전문가 네트워크와 원스톱샵 프로그램을 통한 법률, 금융 및 사업 실사를 견딘 

최고로 잠재력있는 의료기술 토큰 발행자를 후원(자사 커뮤니키와의 신디케이트 기반)할 것입니다. 체계적인 심사는 각 후원 

발행자 사업의 목표 개발 이정표, 현재 및 예상 재무 건강, 기술 발전 및 심층적인 솔루션을 통해 발행자의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결과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성공가능성을 평가하여 믿을 수 있는 잠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거래 기반 전략에 따라, AEN 토큰 커뮤니티와 함께 Aenco는 이 후 공개 시장 판촉 및 판매 이전에 발행자 토큰의 우선 구독 

및 후원에 참여합니다. Aenco는 후원 발행자의 성공적인 토큰 판매에 따라 자사의 AENX 디지털 자산 교환 및 기타 집중 및 

분산 교환 전반에 걸친 2차 시장 유동성 및 가격 안정화 기능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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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토큰 판매 모범 경영에 대한 신뢰할 수있는 표준 구축

발행자의 사업 및 

재무 실행 능력에 

대한 심층 심사

- 판매 이전 전략

- 조언; 및

- 토큰 생성 플랫폼

- 법룰 조언

- 관련 관할권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고객 토큰 판매 

조율

- Aeneas 디지털 

자산 잔고 후원; 

또는

- 에코시스템 

네트워크 및 

인프라 사용의 

최́고 노력” 기반

- 최고 수준의 신훙 

성장 기업을 위한 

ICOs

- 토큰 소유자를 

위한 신뢰 가능한 

에코시스템 기회

- 디지털 마케팅

전략 및 노력

- 목표 관할구역

전체 배포

사업 및 금융

실사
1

법률 및

규제 연구
2

토큰 생성

및 분류
3

열정 및

“최고 노력”

후원

4
마케팅 및

글로벌 배포
5

유동성 및

가격 안정화
6

바이오테크

메디테크

핀테크

의료 기술
기업 표본

30% - 40%
기업

15%-20%
기업

5%-10%
기업

커뮤니티에 도달한
영향력있는 신흥 
성장 기업!

전염병

자연 건장

신경학

로봇 수술
기계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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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사 금융 실사
보관

서비스

유동성

관리
사업 실사 연구 개시

원 스톱샵 솔루션

글로벌 투자자

(지리적 관할 구역 제외)

토큰 판매자

디지털 마케팅, 분석,

배포 플랫폼

발행자

원천 투자

투자 은행

발행자 신디케이트

판매 그룹

(은행자/딜러/브로커)

투자자

원천 은행은 자체 

판매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 10
전통적인 인수 구조

그림 11
ICO 신디케이트 후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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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전통적인 IPO 인수 과정

그림 13
ICO 후원 과정

발행사 새로운

토큰 제공

AENCO는 발행자에 대한 법률적,

재정적, 사업적 실사 수행

발행사는 AENCO의 도움으로 백서 완성

AENCO는 토큰 판매 마케팅 및 배포 

전략에 대한 조언

AENCO ICO 게이트웨이 및

포털에 백서 배포

신디케이트 후원을 위해 고객 토큰을 Aenco에서

구매 및 대중에게 사전 재판매

AENCO는 증서를 통한 가입자 자금 보유 

및 ICO 플랫폼을 기반으로 배포

AENCO고객 토큰 및 AEN 토큰에 대해 AENX 

및 기타 교환소를 통해 유동성 제공

AENCO 
백서 검토

AENCO +
커뮤니티

AEN/$

AEN/€
AEN/명목 화폐 순환

AEN
가입 과정

새로운 증권

발행사

규제자 투자설명서

검토
( e.g. SEC )

투자 은행 (”IB”) 과 기업의 증권 형태 및 

가격에 대한 동의

IB의 도움으로 기업 투자 설명서 준비

증권 회사 네트워크에 투자 설명서 배포; 선전 

판매 요청

규제자의 승인; 

최종 투자 설명서 배포

IB의 유가 증권 매입 및 대중에 재판매

발행사를 위한 

명목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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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디지털 자산을 위한 AEN 연결 및 분산된 보관 및 증서 서비스:

 후원 토큰 판매에 대한 가입 과정의 무결성 향상의 일환으로, Aenco IB 솔루션은 Aenco의 고객 알기 (“KYC”) 편자 프로토콜 

및 자격이 조건(“자격있는 가입자”)에 의해 검증 받은 글로벌 토큰 가입자에 의해 배포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관 및 증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EN 연결: 다중 통화 및 다중 암호화 화폐를 수용하는 스마트 지갑을 통한 사용자 친화적인 뷰, 정렬 및 거래 기능이 “재산 

앱”에 추가된 기능과 함께; 보안 스마트 지갑, 안전한 보관 인프라 및 자금 배포 매커니즘 포함하여 이용자에 대한 관계의 발전 

포인트입니다. 조건부 자금 출시 매커니즘은 Aenco가 토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제 3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게하며, AEN 

토큰에 표시된 디지털 가입 수익금은 원천 토큰 구매자에게만 예금 가능하며, 각 후원 토큰 판매의 심사 과정을 통해 확인 

된 발행자가 기본 조건을 만족스럽게 완료하면 가입 과정에서 더 사용될수있습니다. 조건부 자금 출시 매커니즘을 활성화 

시키기위해 자주 묻는 질문의 예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i. 시간: 토큰 발급의 시기는 발급자의 전달 일정과 동일하나요?

 ii. 개발: 발행자는 지침에 표시된 기술 이정표를 충촉시키고 있나요?

 iii. 구독 특성: 토큰 판매에 의해 생성되는 이윤이 사전 정의된 판매 또는 물량에 의해 측정된 최소 이윤을 충촉시키고 

있나요?

 가입 자금은 스마트 계약에의해 만족스럽게 성사된 사전 정의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발행자의 토큰 지갑에 성공적으로 

전송되야합니다. ICO의 조건이 충족되기 이전에, AEN토큰예금은 Aenco에 의해 발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격있는 

구독자들에게 제공되는 유니크한 스마트 지갑 주소를 통해 투명성이 유지됩니다. 후원 ICO의 계약이 실현되지 않거나 중요한 

조건이 진행과정중 충족되지 못한 경우, 디지털 가입 자금은 토큰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하고 과정의 무결성을 

보장하기위해 원천 가입자에게로 안전하게 반환됩니다.

 다음 시각데이터는 Aenco IB 솔루션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핵심 에코시스템, 활동 및 거래를 

요약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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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Aenco가 후원하고있는 ICO가입에 대한 에코시스템 활동에서는 무엇이있나요?

글로벌ICO구독자

이용가능 구독자

- 관할권에 따른 조건

- 인증된 전문 투자자

AENCO
고객 알기  (KYC) 평가

의료기술 중심
교환 거래

(Incl. AENX – 2 세대)

토큰 구독자
지갑

토큰 판매자
지갑

발행자의
은행 계좌

(Aeneas 은행과 거래 가능)

AENCO ICO
통합 프로그램

- 법적 실사

- 사업 실사

- 재무 살사

- 토큰 생성// 분류

- 지속적인 연구 범위

전염병

자연 건강

신경학

로봇 수술
기술

등록

구독 화폐:
AEN, BTC, ETH

심사 과정의 확인된 조건

지갑 주소

AEN 토큰

개인 키

승인

거래:

USD, EUR,
AEN, BTC, ETH

USD, EUR

개인 키

USD; EUR

구독

예금

AEN 연결

암호화 화폐를 위한

AENCO 스마트 지갑

조건부 잠금

조건부 잠금해제

ICO 조건부 충족

- 약속된 타이밍

- 발행자 개발 중요한 충족

- 최소 토큰 판매 / 볼륨 충족

- 가타…

AENCO
분산적 보관 &
증서 서비스

AENCO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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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AEN 연결: ICO 게이트웨이 및 플랫폼

 Aenco 후원 토큰 판매를 촉직시키기 위해, ICO 게이트웨이 및 플랫폼은 다른 의료기술 토큰 판매자의 에코시스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글로벌 토큰 구독자을 위해 편리하고 유익한 UX/UI (이용자 경험 및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합니다. AEN 연결에 추가되는 기능은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진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이트웨이 

및 플랫폼은 디지털 마케팅과 배포 플랫폼의 기능을 하고, Aenco 후원 토큰 판매와 토큰 구매자와 토큰 판매자를 초기에 

연결해 주는 원스톱샵 포털이며, 궁극적으로는 일렬의 기술 출시에 따라서 모든 Aenco 에코시스템 유틸리티 혜택에 접근하기 

위한 통합된 UX/UI 어플리케이션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ICO 게이트웨이 및 플랫폼의 출시 후 온라인 도메인 www.aencoin.com을 통해 이용가능합니다. 이용자 친화적이고 아름다운 

방문 페이지는 과거, 현재 및 향후 에코시스템 후원 의료기술 토큰 제안 모두에 대한 유익한 발행자 분석을 포함하고있으며, 

사이트 시청 트래픽을 유인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잠재적인 구독자는 선택된 토큰 제안을 “윈도우 쇼핑” 또는 사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토큰 구매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가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독자는 필요한 사진 신분증 서류 및 가상 증명 (주요 주주 및 법인 책임자 구독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을 편리하게 할 수있게 디자인되어 Aenco가 외주 위탁한 고객 알기(“KYC”)를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KYC는 국제 월드-체크 심사 기준에 따라 허가된 국가의 구독자를 지오펜싱하고 정치적으로  노출된 개인(“PEP”)

을 확인하여 선택 관할권에 있는 인증받은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맞춰집니다9.

 ICO 게이트웨이 및 플랫폼은 구독 과정을 통해 플랫폼 의료기술 발행자, AEN 지분 증명 토큰 보유자 및 에코시스템 참가자의 

미래 사용을 위해 비동일성 특정 빅데이터 분석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에 데이터 수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고객 토큰 판매자가 토큰 참여자의 출신 관할권 및 인구 통계를 파악하여 포지셔닝 전략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enco는 이미 유럽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에 표시된 것과 같이 에코시스템 데이터가 “GDPR 준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GDPR 규정 준수를 위한 기한은 2018년 5월로 지정되었습니다.

6.9 AENX:

 Aenco IB 솔루션 내에서 개발 주기 전반에 걸쳐 AENX를 구축할 것입니다: AEN 토큰 및 후원 토큰의 목록 및 거래를 

가능하게하는 의료 기술 중심의 토큰 교환입니다. 이를 통해 Aenco는 AEN토큰 및 기타 주요 암호화 화폐의 유동성 관리 

기능 및 청산 서비스가 지원하는 주요 거래를 양쪽에서 보조하며, 시장 유동성을 보다 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AENX 는 Aenco의 의료 기술 파트너 후원 토큰에 2차 시장 유동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암호화 및 명목화폐와 후원 

토큰으로 AEN 을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게 됩니다. 주제별 또는 업계 중심의 거래소는 우리의 능력 브랜드를 

더욱 더 강화시키고, Aenco의 건강 기술 에코시스템에 대한 전문 교환 참가자를 유치합니다. 

 AENX 는 AEN 연결을 통해 사용자 정의된 UI/UX를 통해 Aenco 플랫폼에 등록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NX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는 AEN토큰 및 건강 기술 중심의 토큰 거래에 관심이있는 교환 참가자가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참여 포털을 

통해 거래 (구매/판매 주문)를 요청합니다, 이 포털은 에코시스템 컴퓨터 노드로 구성된 구글 네트워크에 넓게 캐스팅됩니다. 

네트워크 노드는 거래와 사용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래가 확인되면 다른 거래와 결합되어, 원장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 블록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새 블록이 기존 블록 체인에 추가되어 기존의 거래가 완료됩니다.

 원래 AEN 토큰에 있는 지분 증서 보유자는 AENX를 통해 거래할 때 플랫폼 비용을 줄이고 예금 및 출금 기준액수를 보다 

유연하게 실용적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8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9 https://risk.thomsonreuters.com/en/products/world-check-know-your-custom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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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NCO 프라임 솔루션:

6.10 분산 프라임 중개 플랫폼:

 이미 시작된 은행이 제공하고있는 전통적인 프라임 중개 서비스는, 새로운 기술 및 규제 수단을 체택함에있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많은 관리 기구들과 중앙 집행 기관이 분산된 원장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집행 및 정착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호주 증권 거래소는 현재 블록 체인 기반으로 결제 

시스템과 국제 스왑 및 파생 상품 협회 (“ISDA”)를 구현하여 장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OTC 파생 상품에 대해 블록 체인을 

기반으로하는 방식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6.11 Aenco 프라임 솔루션 플랫폼은 대출 기관과 차용자를 자동으로 일치시키고 연결할수 있는 피어-투-피어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체 자산에대한 유동성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전형적인 제도 시작에서 자금 조달에 사용할 수 없는 자산) 암호화 

화폐, 블록체인 또는 담보 임대 플의 채굴 채권 자산이 있습니다; AEN 토큰과 후원 토큰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자격이있는 

부수적인 클래스로 포함될 것입니다; 

6.12 플랫폼은 그룹 내의 최종 규제 신용 기관을 통해 운영되는 암호화 화폐 및 화폐 청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플랫폼 내에 

구축되어있는 능력은 (a) 위탁 보증 금율을 계산하고 대금업자와 차용자에대한 자금 통화/ 마진 축소가 있거, (b) 대출 기관 

및 차입자를 대신하여 마진 및 담보물 보유를 용이하게하는 저희의 플랫폼에의해 운영되는 분산된 청산 시설 및 에스크로우 

계좌가 있음, (c) 현재 및 예상된 위치 이동에 대한 관련 보고 절차 및 (d) Aenco IB 솔루션과의 통합 플랫폼의 교환으로 

양도가 원할하게 이루어지며 담보물 교환이 가능합니다. 

6.13 플랫폼은 피어-투-피이 적집 창구 판매 제품을 만들기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이 매개 변수는 암호화 화폐와 같은 대체 

자산 클래스를 통해 사용자와 거래 상대방이 유연하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장외 시장 제품 플랫폼은 마진, 개설 그리고 

조건부 날인 증서 계정 기능뿐만 아니래 현재 및 예상 위치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6.14  Aenco’s 분산 프라임 중개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모듈로 분류함:

 • 자산 클래스: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 화폐 기반 임대, 담보부 융자, 구조화된 제품 및 파생 상품.

 이 플랫폼은 궁국적으로 디지털 자산 실행, 자금 조달 및 결제를 관리하기위해 개발 될 것입니다. 특히 플랫폼은 교차 담보 

금융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마스터스 증권 대출 계약 (“GMSLA”) 또는 국제 증권 대출 협회 

(“ISLA”) 프레임위크 아래에서 암호화 화폐의 차용 및 대출 마진이 있었습니다.  

 • 고객 계정, 계약 그리고 인터페이스 실행

 저희의 플랫폼은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시행하고 정산할 수 있으며 직책에대한 지속적인 

위험을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엑셀 기반 거래 입력 및 주문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API가 구현됩니다. 

또는 참가자가 선택하면 개발된 UX/UI를 사용하여 주문의 흐름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 분산된 크라우드 재정 및 단일 고객 기관 금융 지원 풀

 플랫폼은 위치와 위험도를 종합하여 분산 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용자와 제공 업체 모두 담보 

대출에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주요 통화 화폐뿐만아니라 명목 화폐를 사용하여 자금 조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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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C 와 교환 호나불

 이 플랫폼은 전통적인 자산 클래스 및 암호화 화폐에대해 OTC와 교환 정산기능의 권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분산 원장 기술 기반 규제보고 프로토콜

 규제 보고에는 특히 OTC 보고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교환시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의 플랫폼은 이러한 표준에대한 

자동화된 보고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과 참가자를위해 이러한 표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규제 기술팀 및 법률 

고문의 전문 지식을통해 해당 규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반의 고객 양육권 및 자산 분리

 플랫폼은 또한 고객 자산에대한 보호 서비스와 같은 블록체인 환경을 통해 일반적인 프라임 브로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자산은 자산 규정의 분리에 따르며, 모든 실행에 대한 원-스톱 상점이되도록 프라임 실행 및 정산 모됼과 

자동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반 일일 마진과 클리어링

 Aenco 프라임은 블록 체인 기반 마친과 클리어링 시스템을 만드는 첫번째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일일 마진 

모니터링 및 단일과 집계된 포지션 모두의 증거금을 처리합니다.

 

그림 15
전통적인 프라임 중개업 구조

보안

담보물

담보물

차용자 프라임 중개인

보안

소유자

보안

관리인

분리된 계정

담보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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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건강 기술 프라임 중개업 구조 

분산된 교환 풀 

분산/ 분리된 관리인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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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차용자

분리된 지갑 소유자

Aenco 스마트캡 솔루션:

6.15 Aenco는 현재 EU/EEA 기반 규제 기관과 함께 전체 은행 자격을 취득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AEN 토큰이 gortla 

은행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어 Aenco 에코시스템과 은행 마켓을 연결하는 2019년 전에 완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 금융 서비스는 일반 거래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상 스마트 자본 플랫폼은 적법한 AEN 증거물 보유자에게 

유틸리티 혜택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것입니다. 

6.16 AEN 토큰은 주요 지불 통화 및 거래 지원으로 통합될 것이며, 또한 금융 서비스 실시를 위한 계좌 보유로 “증권의 증거”

로 통합될 것이며: (i) 명목화폐 입금, (ii) 국내 및 국경 자금 송금, (iii) 외환 거래, (iv) 무역 서비스,  (v) 투자 상품 유통 및 

자산관리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캡 솔루션에는 주로 (a) 채권 금융에 중점을 둔 대체 금융 솔루션 (b) 교량 융자, (c) 담보 

대출이 포함됩니다. 

6.17 자격을 갖춘 AEN 토큰 보유자에대한 에코시스템의 이점은 8장에서 10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유틸리티 혜택에는 표준 마켓 비율과 금융 시장에서 우세한 시장 금리해 비해 유리한 대출 금리와 금융 서비스에대한 요금 및 

관세가 감소합니다.



29

7. AENCO 핵심 기술

7.1 Aenco의 핵심 기술 공개: 그림 8에서 설명된 에코시스템 핵심 서비스를 구현하기위해 24개월간의 개발주기동안 3가지의 

광범위한 단계에 걸쳐 핵심 기술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림 17

기술 설명

1세대

1
AEN 연결: “재산 앱” 기능 
제공과 함께 AENCO 스마트 

지갑

• AEN 토큰 및 후원 토큰을 포함한 암호화 화폐의 저장 및 전송을위한 1세대 

스마트 지갑. 

• “재산 앱”을 통해 배치된 부가 가치 기능.

• 파이프라인 토큰 프로젝트에서 커뮤니티와 서비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앱 

내의 인터페이스.

2세대

2
AENCO ICO 게이트웨이와 

플랫폼 
독점 토큰 판매 기업, 절차 관리 및 실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3
강화된 보안을 갖춘 AENCO 

고객 맞춤형 지갑 

• AEN을 통한 향상된 보안 스마트 지갑/ “금고”를 연결합니다.

• 조검부 잠금 및 이미 프로그래밍된 토큰 분산 매커니집과 같은 안전하고 

우너활한 보관 및 조건부 날인 증서 기능을 포함하여 ICO 후원 및 가입 

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내부 개발 거래 교환 

(“AENX”)

중요한 암호화 회폐와 AEN 토큰 그리고 모든 후원을 받은 토큰의 2차 시장 유동성 

그리고 무역에 가득차있는 규모 목록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다중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A 어플리케이션 연결 

및 API 통합

에코시스템 내의 모든 건강 기술 금융 솔루션에 대해 사용자 진화적인 원-스톱-

상점 UX/UI를 배포합니다.

3세대

6

AENCO 분산적 프라임 
중개업 플랫폼 (“AENCO 

프라임 솔루션”)

6.10에서 6.14단원에서 설명된 핵심 서비스 및 기술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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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핵심 기술의 1세대 출시의 일환으로 개발 주기의 ICO 단계 이후에 수행될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AEN  연결”이라는 

브랜드로 분류된 Aenco는 암호화 화폐 저장을 위한 스마트 지갑을 출시 할 예정입니다. 다중 통화/ 다중 암호의 단위에서 

스마트 지갑으로 사용자 친화적 감상 , 정렬 및 거래 기능을 사용할 수 잇는 “재산 앱” 기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지갑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AEN 토큰은 AEN 토큰 커뮤니티가 첫날부터 거래를 성사할 수 있도록 Aenco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분산 

및 중앙 집중식 교환기에 등록됩니다. 이 전략은 개념을 신속하게 증명하고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위한 IB 솔루션 플랫폼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7.3 Aenco는 AEN 연결에 추가로 ICD 게이트웨이 및 플랫폼을 자체 개발한 ICO 게이트웨이 및 플랫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EN 토큰 보유자는 Aenco의 건강 기술 에코시스템 내에서 의료 기술 파트너가 소개하고있는 다른 파이프라인 

후원 토큰 판매와 기회를 보고, 연구하고 구독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가입자는 기능이 익숙한 신흥 성장 기업 및 기업가를 

대상으로 하고있는 검증 및 실사 과정을 통해 플랫폼 전반에 걸쳐 축적되고 있는 광범위한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검색하고 볼 

수 잇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7.4 또한, 기술의 2세대 진입 단계에 일환으로 회사는 조건부 잠금 (예를 들어, 시간 잠금) 및 사전 프로그래밍된 토큰 방출 

매커니즘이 가능한 향상된 스마트 지갑 또는 “금고”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플랫폼은 ICO 후원 및 가입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원활한 보관/ 증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의 자금은 높은 보안 설정에서 유지 

관리되며, 가입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토큰 발행자와 분리되게 됩니다. 토큰 발매 매커니즘은 스마트 계약에 따라 조건부 

잠금이 해제된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암호화 수익은 사전 정의된 ICO 가입 중요한 단계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후원 

발급자에게 공개되어 토큰 구매 커뮤니티에대한 추가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 18 
 조건부 잠금과 토큰 발매 매커니즘을 갖춘 향상된 디지털 스마트 지갑으로 Aenco의 보관 및 증서 서비스 기능:

AENCO 분산적관 보관 & 증서 서비스

구독자 화폐

AEN, BTC, ETH
지갑 주소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조건들

자격이있는 구독자

- 관할권 대상

- 공인된/ 전문 투자자

AEN 토큰

AEN 연결
AENCO 암호화 화폐를

위한 스마트 지갑

조건부 잠금 조건부

잠금 해제

ICO 조건 충족

- 약속된 시간

- 발행사 개발 단계 충족

- 최소 토큰 판매량/ 양 충족

- 기타…

AENCO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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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동일한 개발 단계를 거쳐오는 동안 에코시스템이 추가되는 또 다른 핵심 기능은 사내에서 개발한 디지털 자산 거래 교환의 

본격적인 AENX입니다. 이를 통해 Aenco는 1세대 기술 출시 단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외부 거래에 참여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이 가지고있는 토큰의 유동성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환은 또한 

AEN 토큰의 유통 및 교환 가능성을 촉진하고 기존의 새로운 토큰 소지자에대한 유용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6 계획된 3세대 출시는 6.10에서 6.14단원에 설명된대로 Aenco의 분산형 프라임 중개 플랫폼 (“Aenco 프라임”) 이어야 

합니다. 이 개발의 분산 기능은 고객과 토큰 소유자가 실행, 금융, 결제 및 보관 서비스를 통해 거래를 위한 디지털 자산, 화폐 

통화, 구조화된 제품 및 기존 금융 자신을 연결하는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 19 
 Aenco의 프라임 중개 플랫폼에 대한 담보 대출 활동의 예는 무엇입니까?

 

AENCO  는 거래 및 위치에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보냅니다 

거래 상대방에 대한 규제 요구사항 준수

- 투명한 대출 풀 및 거래

- 분배 원장

토큰 구독자
지갑

대출 기관
지갑

AENCO 프라임 중개 플랫폼

주문 흐름

관리

자동화 마진

모니터링

규제 보고거래 청산

& 정산

증서 & 자산

분리 서비스

1 432

5

주요 관리 시스템

AENCO
증서

AEN 연결 
포털을 통한

AEN 연결 
포털을 통한

암
호
화

 
화
폐

 
담
보

 
( B

TC
 / 

E
TH

 / 
A

E
N

 )

위
스
퍼

 
알
림

위
스
퍼

 
알
림

대출: 주요 명목 화폐 (USD, EUR) 
대출: 주요 암호화 화폐 (BTC / ETH / AEN)

USD, EUR

BTC / ETH / AEN / 
후원받은 토큰

기타 교환
참가자

기타 유동성 공급자

이자 (AENCO 프라임 플랫폼을 통한 담보)

개인 열쇠 개인 열쇠

차용자예
헤지 펀드

금융 예
대출 기관

거래 교환
(AENX - 2세대를 포함)

차용자의
은행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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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ENCO 에코시스템과 AEN 토큰

Aenco 에코시스템

8.1 AEN토큰 에코시스템은 세가지 주요 활동을 통해 생성되었습니다:

i. 에코시스템은 핵심 IB와 프라임 솔루션 플랫폼 활동을 통해 생성되었습니다;

ii. 그룹내에 전 세계적으로 계획된 규제 인프라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기술 프레임워크에서 AEN 

토큰은 통합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금융 예금 방법을 통해 지불 결제와 에스크로 서비스, 적극적인 관리 그리고 고객 

자산의 분리를 유도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iii. 에코시스템은 저희가 후원하고있는 의료 기술 회사와 함께 후원하고 있는 토큰 발행과 연구 협력 기회를 통해 공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i) 치료제, (ii) 실험실, 진료소 그리고 장비와 같은 의료 인프라; 그리고 (iii) 데이터 분석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 영역에 걸쳐서 의료 시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8.2 Aenco 의 글로벌 건강 기술 블록체인 재정 솔루션 플랫폼에 있는 세가지 서비스를 통해: Aenco의 에코시스템은 의료 기술 

지향 기회, 당사자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있는 기관 등급 참가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참가지를 끌어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에코시스템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당사자들을 포함하여 유치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 건강 기술 파트너

 • 건강 관리 / 건강 기술 / 의료 기술 기업 및 신흥 성장 기업

 • 건강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그리고 전문가의 헤지 펀드

 • 전 세계의 다른 “중소 규모” 프라임 중개 회사

 • 개인 건강 기술 중심의 거래자들과 무역 회사들

 • 중앙 거래 당사자

 • 금융 기관 연합

 • 대중 클라우드 펀딩 당사자  

 • 규제보고 당사자

AEN 토큰을 위한 에코시스템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8.3 AEN 에코시스템은  크게 두가지 주요 유틀리티에 의해 지원됩니다: (a) 재정 유틸리티 그리고 (b) 의료 유틸리티.

 

 재정	유틸리티: 재정을 나타내는 유틸리티의 예를 보시려면, 그림 20을 참조하세요

AEN토큰 과 에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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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에코시스템 재정 유틸리티 예시

관리 서비스를위한

강화된 보안설정

AENCO IB 솔루션

투자 기회

우선 접근

- 모든 파이프라인에 
AENCO 는 토큰 
제공을 검사함;

- 개인 Pre-ICO 할당에 
접근함

- AENCO 는 건강 기술   
 ICO 거래를 후원함;

- 자격이 부여된AEN   
 소지자는 Pre-ICO 의   
 개인에게 제공된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할인된 참가비

연구 포털 & 데이터 

분석 접근 ICO 적용 

우주에 대한

- 적용 우주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 접근;

- ICO 플랫폼 데이터 분석에  
 대한 최상위 계층 접근

 i.  잠재 발행자에대한   
 구독자 데이터;

 ii.  잠재 가입자에 대한      
 ICO/발행자 데이터

AENCO 프라임

& 스마트캡 솔루션

교환 수수료  (%) - 생산자 / 수취자 거래

표준 수수료: 무료~15%

0.10 / 0.25

AEN

기타

AEN 토큰 소지자 

멤버쉽 혜택

- 지분 회원 증명

- AEN을 교환 매체로 사용 가능

담보 대출

- AEN을 위한 우선 특혜 금리
- 주요 암호화에 대한 AEN 차용/대출

지분 증명 계층적접근

자격을 가진
AEN 소지자

30-80

20-60기타

대출 가치 비율 증가  (%)

대출에대한 이자 비용 감소

지분 증명 계층적 증명

자격을 가진
AEN 소지자

최대 25% 할인 4.0

4.0기타

이자 비율  (%) P.A.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 증가

지분 증명 계층적 증명

자격을 가진
AEN 소지자

최대 30%
프리미엄 0.5%

0.5% - 1%기타

이자 비율  (%) P.A.

스마트캡 재정 서비스 요금 및 관세 감소

개좌 개설 수수료

AEN 기타

송금/ FX 수수료

상업 카드 서비스

표준 요금의

할인가격:

무료~15%

자산 관리 수수료

자동 응답 서비스

 거래 서비스

고정수수료

연회비

고정수수료

최소 2%

최소 $12.5

e.g. 예. 1/8%

대체 투자

ANNUM 당 매력적인 재정 수수료  (%)

AEN 소지자 자격

기타

암호화

[3]%-[15]%

증권

[3]%-[10]%

표준 요금 대비 최고 [25]% 프리미

미수금 융자 담보 대출연계 금융

AENCO 교환 솔루션

할인된 플랫폼

수수료

교환 수수료/거래 수수료

향상된

유연성

예금 & 인출 기준액
상향 조정됨 

토큰을 지원하는 

AENCO 의 ‘AIRDROPS’ 은

 * 수수료 및 요금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반적인 ‘마켓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AEN 혜택은 제공되는 표준 

수수료와 요금은 합리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위 그림에서 인용된 모든 수치는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만 쓰여졌으며,  실행과 출시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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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 단락에는 Aenco 생태계 내에서 AEN 토큰의 증명-지분 보유자인 모든 참가자와 플랫폼 전반에 걸쳐 토큰을 교환 매체로 

사용하는 AEN 속도 개선 인자에 대해 나타난 유틸리티와 멤버쉽 혜택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모든 수수료와 요금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장 속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AEN의 혜택은 제공되는 표준 수수료와 요금을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인용된 모든 수치는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만 쓰여졌으며,  실행과 출시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8.5 솔루션 혜택:

 IB 솔루션은 자체 토큰의 기관 등급 후원 및 유동성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에게 토큰 판매 원-스탑-상점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완적으로, ICO의 완전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으로 발달한 모든 발행자는 커뮤니티 가입자를위한 

유동적인 건강 기술 중심과 완전히 심사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정받은 AEN 토큰 소지자와 AEN 연결의 사용자는 Aenco

가 심사하고 후원하는 모든 토큰 제공 시장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래에 “뜨거운” 그리고 초과 

가입 토큰 제공에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AEN 토큰 소지자는 Pre-ICO 게임 제공 단계와 초기 후원 단계에 이러한 상당한 

할인 혜택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AEN 토큰 소지자는 또한 플랫폼의 ICO 발급자 보급 영역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에 대한 무료 접근 권한도 부여받습니다. 

연구는 AEN 연결 내에서 ICO 게이트웨이와 플랫폼과 통합될 Aencoin의 연구 포텔에 접근, 확인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일한 플랫폼은 Aenco ICO의 완전한 프로그램을 통해 토큰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KYC와 KYB 과정을 통해 

파생된 정보를 포함하여 데이터 분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실에 기반을 둔 다른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보는 동일하지 

않은 구체적인 가입자 데이터와 잠재적인 토큰 판매자에대한 인구 통계, 또한 잠재적인 가입자에대한 ICO/발행자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8.6 Aenco 교환 솔루션 (“AENX”) 혜택:

 자격을 갖춘 AEN 토큰 소유자가 누릴 수 있는 주된 혜택은 (i) 플랫폼 비용 절감; (ii) Aenco가 후원하는 ICO 토큰의 무료 

“airdrops”; 그리고 (iii) 향상된 임금과 인출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지분 소유자의 증명을위한 플랫폼 수수료는 거래 활동에대한 교환 또는 거래 수수료의 형태로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들어, 생산자와 수취자를 위한 시장 수수료는 각각 거래 규모의 0.10%와 0.25%일수 있습니다, AEN 토큰 보유자는 표준 

수수료를 100% 면제받고, 15% 할인되는등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AENX는 Aenco가 후원하는 ICO 토큰에대한 유동성 관리 서비스를 간소화하기위해 Aenco IB 솔루션의 필수구성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AENX 참가자가 교환 환경에서 AEN을 채택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AENX는 Aenco가 후원하는 ICO 토큰에대한 유동성 관리 서비스를 간소화하기위해 Aenco IB 솔루션이 필수 구성 요소로 

예상되기 때문에, AENX 참가자가 교환 환경에서 AEN을 채택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그림 21   
 교환 솔루션 혜택 

축소된 플랫폼 요금 AEN 기타

교환 수수료 (%) –  

생산자 / 수취자 거래
표준 수수료 15% ~ 100% 할인 0.1 /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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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Aenco 프라임 및 스마트캡 솔루션의 혜택:

 저희의 분산형 프라임 중개업 플랫폼과 온라인 스마트 자본 플랫폼은 AEN토큰 소유자에게 다양한 지분 증명 일정을 통해 

금융 서비스 요금 및 관세 할인과 같은 다양한 형태들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소된 예금 계좌 개설비, 국내 및 

국외 송금 비용, 외환 거래 수수료, 무역 서비스 수수료 및 투자 상품 및 자산 관리 수수료에서 비롯됩니다. 일류 AEN 토큰 

소유자의 지분 증명을위한 표준 수수료의 15%에서 100%를 면제되는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AEN 토큰 소유자는 차용과 대출을 할 시에 분산의 감소와 같은 다른 멤버쉽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토큰 소유자는 또한 유동성을 요구하는 차용자 또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대출자가 다른 주요 암호화된 화폐 (BTC, ETH)

로부터 AEN을 빌리거나 대출할 수 있는 담보 대출 서비스에대한 특혜 조건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암호로 뒷받침된 담보 

대출의 “LTV” (담보-가치 요금) 비율이 단계별 지분 증명 일정에 따라  20%-60%가 될 수 있습니다. AEN 토큰 소유자는 

30%-80%의 LTV 요금을 즐길 수 있으며, 적은 자산가치로 더 많은 양의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Aenco 프라임과 스마트캡 솔루션의 다른 주요 서비스 영역에는 (i) 미수금 계정 자금; (ii) 연계 금융; 그리고 (iii) 주요 암호 

및 증권의 담보 재정을 포함합니다. AEN 토큰 소유자는 표준 금리에 대한 상당한 프리미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요금 표는 설명을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수수료와 요금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장 

요금’을 기준으로하며; AEN 혜택은 제공되는 표준 수수료와 요금을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다음 표에서 인용된 모든 수치는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만 쓰여졌으며,  실행과 출시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림 22 
 프라임 & 스마트캡 솔루션 혜택  

 

AENCO 금융 서비스

할인된 요금과 관세 AEN   기타

계좌 개설 비용

표준 수수료에서 15%~100% 
할인

고정 수수료

송금 비용 고정 요금

외환 거래 수수료 고정 요금

무역 서비스 예. 1/8%

오토페이 서비스 최소 $ 값

투자 상품 및 자산 관리 수수료 연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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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융자 (주요 암호화 거래에 대항한 AEN의 차용 / 대출)

담보-가치-요금 (“LTV”) 증가 (%) 

지분의 증명 단계별 일정

AEN 토큰 소유자 자격 30% - 80%

기타 20% - 60%

 

담보

지급 이자 감소 (% P.A.)

AEN 토큰 소유자 자격 표준 요금의 최대 25%까지 할인

기타 4.0%

예금

이자 수입 증가 (% P.A.)

AEN 토큰 소유자 자격 표준 요금의 최대 30%까지 할인

기타 0.5 – 1.0%

대체 자금:

(I) 채권; (II) 연계 금융; (III) 담보 자금.

매력적인 금리 (% P.A.)

  

AEN 토큰 소유자 자격 표준 요금의 최대 25%까지 할인

기타 3% - 15% 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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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강 기술 파트너

9.1 Aenco는 비교 우위 지수의 주요 영역과 관련된 의료 유틸리티를 에코시스템에 보급하여, AEN 토큰으로 건강 기술 파트너에게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파트너의 성장중인 파이프라인을 광범위한 커뮤니티 사용자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커뮤니티 사용자와 AEN의 가입자는 Aenco의 건강 기술 재정 솔루션 플랫폼과 건강 기술 파트너가 공유하는 의료 유틸리티 

혜택에 접근 권한이 주어집니다.

 의료	유틸리티: 에코시스템 의료 유틸리티의 예시를 위해 그림 23을 참조해주세요.

그림 23 
에코시스템 의료 유티리티 예시

의료 시설

데이터 분석  & 저장

건강 기술 파트너의 

의료 유틸리티

- AEN 토큰 보상

- 건강 기술 솔루션의 접근성

- 최첨단 수술 과정 & 외과 의사 

접근 가능;

- 의료 장비의 구매 또는 임대 할인;

- 의료 기술 지적 재산권의 토큰화된 

소유권, 자격증 & 특허 양도

외과 수술 및 기술에 대한

우선 접근권  & 할할인

- 자격을 갖춘 사용자를 위한 연구 

시설 이용;

- 병원 네트워크의 우선 의료 & 

서비스;

- 토큰화된 소유권

또는 의료

부동산 임대

특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 접근권  & 할인

연구 데이터 그리고/또는

분석  P2P 공유

힐인된 데이터 암호화,

과정 그리고 저장 서비스

로봇 수술 장비 실험실병원

진료 경로 

데이터 암호화

인공 지능빅 데이터 연구

치료법

- 치료  IP의 토큰화된 소유권, 자격증, 

그리고 특허양도

- 에코시스템내의 특허 소유자 간의 연구 

계발 협력

지적 재산권

 (’IP’) 거래소

- 유명한 교수, 학자, 임원, 기업가, 의사, 

외과의사, 임상의, 외과의사등의 파트너 

전문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권한;

- 관련 연구 출판물, 자문, 상담 그리고 환자 

진료에 대한 무료 또는 할인된 접근권한

주요 의료 분야의 학문 및 의료 전문가를 

접근하기 위한 빠른 방법

- 치료제의 우선 접근권 및 할인;

- 만성 의학 징후 또는 식품 보조제를 이용한 

치료를 위한 할인된 가입 패키지;

- 예: 제품 후보에는 유행성 감기, 

항-박테리아, 종양학, 위장병학, 자연 의학, 

신경 그리고 진단 영상, 약물 그리고 식품 

보조제가 포함됩니다 (관련된)

상업화된 제품 결과에대한 우선

접근권  & 할인

위장병학 신경학전염병 자연 의학 기타종양학

 * Aenco의 기존 건강 기술 파트너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유틸리티 혜택의 예시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enco는 글로벌 

커뮤니티의 의료 솔루션과 유틸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신뢰할 수 있는 건강 기술 파트너의 식별, 후원 그리고 권한을 

부여하는 일차적인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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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예상 파트너의 의료 유틸리티의 주요 예시는 세가지 범주로 분류 됩니다:

 i. 치료학

 ii. 의료 인프라

 iii.  데이터 분석과 저장 

 각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예제들을 포함합니다:

 

 치료학

 •  지적 재산권 (“IP”) 보호:

 - 치료학 IP의 토큰화된 소유권, 자격증 그리고 특허 양도

 -  에코시스템의 특허 소유자 간의 연구와 개발 공동 작업 

 • 주요 의료 분야의 학문 및 의료 전문가를 접근하기 위한 빠른 방법:

 -  유명한 교수, 학자, 임원, 기업가, 의사, 외과의사, 임상의, 외과의사등의 파트너 전문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권한;

 -  관련 연구 출판물, 자문, 상담 그리고 환자 진료에 대한 무료 또는 할인된 접근권한   

 •  상업화된 제품 결과에대한 우선 접근 및 할인:

 - 치료제의 우선 접근 및 할인;

 -  만성 의학 징후의 치료 또는 식품 보조제를 위한 할인된 가입 패키지;

 -  예: 제품 후보에는 유행성 감기, 항-박테리아, 종양학, 위장병학, 자연 의학, 신경 그리고 진단 영상, 약물 그리고 식품 

보조제가 포함됩니다 (관련된)

 의료 인프라

	 로봇 수술 장비 
 • 수술 과정 및 기술에대한 우선 접근과 할인; 

 • 최첨단 수술 과정과 외과 의사 접근;

 • 의료 장비의 구매와 임대 할인;

 • 의료 기술 지적 소유권의 토큰화된 소요권, 자격증 그리고 자격 양도.

	 의료 부동산 (실험실 / 병원)

 • 특수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 접근 및 할인: 

 • 자격을 갖춘 사용자를 위한 연구 시설 이용;

 • 병원 네트워크의 우선 의료 및 서비스;

 • 의료 부동산의 토큰화된 소유권 또는 임대. 

 

	 데이터 분석 및 저장 

	 진료 경로 데이터 암호화 / 빅-데이터 연구 / 인공 지능 
 • 연구 데이터 그리고/또는 분석 P2P 공유

 •  할인된 데이터 암호화, 처리 그리고 저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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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EN 토큰 가치 동인  

10.1 Aenco는 – AEN 토큰 (“AEN”) – Aenco의 에코시스템에 동참하여 글로벌 참가자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자체 토큰인 ERC233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0.2 AEN 토큰은 Aenco 에코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및 건강 기술 네트워크 활동에 연료를 공급하도록 고안된 “독점 멤버십” 및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이것은 커뮤니티 참여자가 플랫폼에서 진행중인 거래를 수행하고 나열된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AEN은 네트워크 자체의 인센티브로 작용되며,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보상을 제공하고, Aenco 

솔루션 플랫폼에 접근하기위해 보다 광범위한 소유자와 사용자와 함께 공개 이전에 선매 기준으로 제공되며, 건강 기술 

파트너를 통해 의료 유틸리티를 공유하며, Aenco 에코시스템과 미래의 모든 거래가 지원됩니다. 

10.3  AEN 토큰은 고객,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기여에대해 장기적으로 커뮤니티에 보상하기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주요 AEN 토큰의 

가치 드라이버중 일부는 (국한되어 있비 않은) 아래에 포함되어 있으며, 커뮤니티 및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이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 될것입니다:

 • 자동화	플랫폼	멤버쉽은	모든 Aenco의 “건강 기술” 블록체인 재정 솔루션입니다 :  (i) Aenco IB 솔루션; (ii) Aenco 

프라임 솔루션; and (iii) Aenco 스마트캡 솔루션;

 • 우선	순위와	선제	멤버쉽	전용	권한은 기존 소유자 및 관련 조사 범위에 따라 AEN 지분을 기반으로 기업형 스폰서십 

기회와 (에를들어, 사설 사전-ICO 할당) 고품질의 진실되게 심사된 토큰 제공;  

 • AEN	토큰	“임대”와	후원한	토큰 은 진행중인 거래를 지원하기위해 Aenco 솔루션 네트워크에 통합됨;  

 • 커뮤니티	보상과	포상금	프로그램은 보유자, 관리자, 그리고 파트너를 위해 AEN 연결을 통한 흥미로운 연구 및 

컨텐츠의 지속적인 기여를 포함하여 AEN 에코시스템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음;

 • 공동	작업	기회에대한	자동화된	권한으로는 프로젝트와 에코시스템 성장 지원을위한 기타 후원된 건강 관리 기술과 

블록 체인 프로젝트 및 보상 프로그램이 있음;

 • 적절한	권한	및	할인된	수수료는 IB 솔루션 교환 플랫폼의 AEN 거래/ Aenco 후원 토큰 / 주요 암호화 / 신용 / 기타  

자격이 있는 쌍방 거래;

 • 할인	혜택으로	담보	융자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참가자가 계층화된  AEN 지분을 기반으로 함;  

 • 수익자	부담요금	적용	가능하며 기존 보유자가 Aenco 주식을 계층화하여 Aenco 제품에 참여함;

 • 도매	플랫폼에	대한	B2B	&	B2C	접근	권한 커뮤니티 사회 구성원들이 에코시스템을 성장시키고 각자의 요청사항을 

돕기 위해 솔루션 및 핵심 규제 인프라를 “피기 백” 할 수 있음;

 • 2차	시장	유동성	지원은 시장의 주요 거래를 쌍방 거래로 시행하며, AEN 토큰의 지속적인 채택과 지배를 촉진하기위해 

자체 거래소 및 외부 파트너에 Aenco의 플랫폼을 제공함;

 • 무료	“AIRDROP”	배정:	Aenco가 후원하는 모든 건강 기술 거래에서 발생하는 토큰의 “무료” 할당에 대한 자동 및 

독점권은 AEN 소지자의 지갑에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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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Aenco 프라임 플랫폼 혜택의 더 많은 예시:

 

 분산된 금융 풀에서 클라우드 펀드 기회의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 AEN 소유자는 금융 풀에서 자금을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해중인 가스를 받을 수 있는 AEN 토큰 (

또는 스폰서 토큰)을 “임대”하기 위해 멤버십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금은 화폐 통화 형태 또는 주요 암호화 화폐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플랫폼은 차용자로부터 매일 자동 전화 및 마진 할당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주주 

및 금융 공급자에게 보안을 제공하는 부수적인 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높은 수입 

흐름을 포함하는 신용 위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의미합니다.

 • Aenco 프라임의 분산형 프라임 중개 대행, 보관, 자금 조달 및 결제 플랫폼에 대한 접근 권한 제공;

 • AEN의소지자는 프라임 중개 플랫폼에 접근하고 거래를 수행하고,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데 도움이되는 아트 분산 

시스템의 상태에 권한을 얻기위해 회원 자격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Aenco 프라임은 중앙 거래 상대방과 파생 상품에 

대한 외부 블록 체인 연결을 관리함;

 • AEN 소지자는 Aenco 프라임의 마진 콜, 자동 해결, 모니터링 및 위험 보고의 진행중인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를 

할 것이며, 다른 참가자와의 블록 체인 기술을 통해 OTC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생성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파생 상품에는 포워드, 스왑, 및 옵션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파생 위치의 프레임워크는 

ISDA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며, ISDA 블록 체인 기술이 구현될 때 외부 프레임워크에 대한 호환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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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추가 중요 정보

11.1 에코시스템 역사와 24개월간 로드맵 

 아래는 (i) 사전-ICO, ICO, 그리고 사후-ICO 계획들의 예상 일정에 대한 요약과; (ii) Aenco 플랫폼 구축에 대한 주요 비즈니스 

개발과 목표의 일정표에대한 요약압니다.

 

	 그림  24  
 에코시스템 역사와 24개월간 로드맵

Aeneas 자본은 SFC에 

의해 자산관리 자격을 

부여받음 (홍콩)

2005

기금 제품은 서브프라임 

위기를 통해 긍정적 

수익을 창출함

2008-2009

Aeneas 가 관리하는 

자산은 의료 보험 사모 

투자 및 직접 투자로 

관리됨

4Q 2010

Aeneas 그룹은 홍콩에 본사를 

두고, 종합적인 의료 혁신 

플랫폼인 Aptorum 그룹과 

건강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함

2Q 2016

Aeneas 자본 확장 시작 Aeneas 는 홍콩에서 SFC를 통한 

라이선스와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신경 질환, 전염설 질병 그리고 로봇 

수술 장치를 다루고 조언해옴

3Q 2017

Aeneas 자본, LLC.은 FINRA가 

규제하고 있는 유럽의 중개인 

딜러에서 포괄적인 은행 라이센스를 

설립하기위해 

Aeneas 그룹을 New 
Jersey, U.S.A에 설립함 

(진행중)

1Q 2018

ICO

POST ICO

T+2M
팀 확장: 개발자

T+3M
건강 기술의 1차 파이프라인 

ICO 출시

T+3M
- 1세대 스마트 지갑 & 

인프라 구축 (AEN 연결)

- 테스트 넷에서 테스트를 

위한 1세대 Aenco 블록체인 

출시

4Q 2018

T+15M
2 세대: 

AENX 외환 거래

T+15M
- “데이터 붕괴 원리” 개선, 

2세대 블록체인 작업 개시

- 2~3가지 추가 비즈니스 

샤드 지원

- 제 삼자 통합을 위한 API 
설계도

 

4Q 2019

T+21M
3 세대: AENCO 

프라임 

중개서비스 

수수료

파이프라인 건강 

기술 파트너의 

지속적인 서비스 

& 확장

2Q 2020

T+9M
건강 기술의 3차 

파이프라인 ICO  
출시

T+6M
- 2세대 보관 지갑 & 조건부 

서비스

- 건강 기술의 2차 

파이프라인 ICO 출시

T+6M
- 1세대 Aenco 블록체인 준비

- 새로운 AEN 스마트 계약 

생성; ERC223 토큰 대체

- 2~3가지의 특정 비즈니스 

샤드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T-4M
-  ICO 의 의미,   

 과정, 그리고 목표

-  홍보용 웹사이트

T-1M
7월 사전 –ICO 
판매 개시: 참가 

규모에 따른 보너스 

계획

ICO 공개 판매 시작

1 주일 전
15% 보너스

ICO 공개 판매 시작

2 주일 전
10% 보너스

ICO 공개 판매 시작

3 주일 전
5% 보너스

ICO 공개 판매 시작

4 주일 전
보너스 없음

T-2M
6월 비공개 

판매 시작

2Q 2018

T-2M
-  Aeneas 자본은 홍콩의 SFC  

 가증권 거래 및 조언을   

 위해라이센스를 확대함.

-  지역사회 투자자들의 지원

ICO 크라

우드 세일, 

2018 년  3 분기

공고  ( ’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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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토큰	경제	-	부록 A 참조

11.3  웹사이트 & 이메일 

 www.aencoin.com

 moon@aencoin.com

11.4 통신 채널

 다음의 소셜 미디어 및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t.me/AENCO

t.me/aencoin_announcements
reddit.com/r/Aenco

bitcointalk.org/index.

php?topic=3710692
twitter.com/AENCOIN

medium.com/@aencoin linkedin.com/company/aenco

discord.gg/KXZzqgS facebook.com/AENCOIN

http://youtube.aencoin.com

http://www.aencoin.com
mailto:moon@aencoin.com
t.me/AENCO
http://t.me/AENCO
http://t.me/aencoin_announcements
twitter.com/AENCOIN
http://reddit.com/r/Aenco
bitcointalk.org/index.php?topic=3710692
http://bitcointalk.org/index.php?topic=3710692
http://bitcointalk.org/index.php?topic=3710692
twitter.com/AENCOIN
http://twitter.com/AENCOIN
discord.gg/5nTn4rC
mailto:medium.com/@aencoin
linkedin.com/company/aenco
http://linkedin.com/company/aenco
discord.gg/5nTn4rC
facebook.com/AENCOIN
http://facebook.com/AENCOIN
http://youtube.aencoin.com
http://youtube.aenco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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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팀원 전기/ 전략 고문 / 전략 파트너

	 주요 팀원

IAN HUEN
공동 설립자

DARREN LUI
공동 설립자

KENRICK H. FOK
최고 재무 책임자 (CFO)

 • 15년 이상의 글로벌 자산 관리 경험;

 • Aeneas 자산 설립자 그리고 전무 이사;

 • Janus 자산의 전임 미국 주식 연구 분석가;

 • 2007년 Seng Heng 은행을 ICBC에 매각할 
시기에 재정 고문;

 • Stanley Ho 박사의 의료 발전 재단 이사회 이사;

 • 유로 머니, , S&P, 그리고 중동 투자 정상 회의 
(MEIS 2017)의 패널리스트 및 강연자;

 • 비교 및 공적 역사의 MA, 홍콩의 중문 대학교;

 • A.B. 경제, Princeton University그리고 CFA 
창립자;

 • 금융가, 캘리그라퍼, 그리고 역사가.

 • Aptorum 유한 그룹 공동 설립자, 생명공학 
플랫폼.  

 • Aeneas 그룹의 공동 설립자;

 • Varengold 자산의 전임 설립자 및 이사, 홍콩 
기반의 규제 자산 관리자이자 프라임 브로커;

 • Barclays 자산, Barclays 은행 PLC. 런던, 
싱가포르, 그리고 뉴욕 사무소의 전임 이사.

 • Ernst & Young LLP(영국) 공인 회계사 (ICAS).

 • CFA 설립자.

 • 안전 & 투자의 공인 기관.

 • 런던 Imperial College의 생화학과에서 BSc를 
1등급으로 수여함.

 • 다중 자산 투자 관리 전문가 및 투자자;

 • 해지 펀드, 자산 관리자 그리고 직접투자와 같은 
대안투자 경험을 14년동안 쌓음;

 • 구제 자산 관리 오피스의 전임 투자 이사 및 
책임자;

 • Generali 투자 아시아 (Generali  그룹 회사)의 
전임 자본 포트폴리오 매니저 및 책임 감독관;

 • CFA 설립자

 • Sc. B 공학 기술, Brown University.

GEOFFREY TIPTON
최고 기술 책임자

CHARLES LAU
상무 이사

ERICA CHAN
자산 관리 책임자

 • 아시아에서 수년간 제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과 디지털 자산 애호가.

 • 제어 공학과 로봇 전문가.

 • 영국 군대 응급 구조사로서 3년간 활동함.

 • 블랙풀에서 초기 몇 년간 다수의 연극 무대 
제작 (예를 들어, John Inman, Tommy Steel, 
Genesis, Sad Cafe).

 • 열렬한 승마인과  오토바이 운전자.

 • 선호하는 운송 수단인 Robinson 22 헬리콥터를 
타는 항공 클럽의 평생 회원

 • 유럽 은행의 고위 간부 및 자산 관리 회사 
설립자로서 금융 업계에서 17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음.

 • Varengold 홍콩의 전무이사, Varengold 은행  
AG는 함부르크에 상장된 독일 개인 은행.

 • 홍콩의 Credit Suisse Privilege, Credit Suisse 
은행의 전임 고위 간부.

 • 홍콩에 본사를 둔 MCG 사모 펀드 자산 관리 
회사에 MCG 설립자 및 CEO.

 • 금융 산업 모델링 및 이론 응용 분야에 중점을 
둔 경영학 석사를 졸업함

 • 유럽 은행 및 자산 관리 회사의 고위 
경영진으로서, 15년 이상 금융 업계 경력을 
가지고 있음;

 • 홍콩에 기반을 둔 기술 주도 금융 서비스 
플랫폼인 Aeneas 그룹의 자신 관리 책입자;

 • 함부르크에 상장된 독일 개인은행인 Varengold 
은행 AG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Varengold  
홍콩의 전임 자산관리 이사;

 • Credit Suisse Privilege, Credit Suisse 은행 
그룹의 전임 수석 부사장;

 • 공공 & 사회 행정 학사 BA (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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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팀원

NICK WAN
공동 투자 이사

CALVIN POON
공동 투자 이사

ALLY CHEUNG
커뮤니티 관리 책임자

 • 부동산 시장 역학에 대한 확실한 지식;

 • 다른 자산 클래스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

 • 부동산 업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

 • 아시아, 유럽 및 미국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리적 노출;

 • New Century 자산 관리 유한책임 회사 (New 
Century REIT의 매니저)의 전임 투자 관리자 
및 책임자; 

 • Invesco 부동산 투자 아시아 태평양 유한회사, 
AIG 글로벌 부동산 (아시아) LLC, 그리고 
Mapletree 물류 신탄 관리 유한회사의 전임 
투자 & 자산 매니저;

 • BBA 재무 및 경영 과학, Simon Fraser 
University.

 • 부동산 투자, 개발, 자산 관리 및 프로젝트 관리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험;

 • 상업, 주거 및 환대 부문에서 다양화된 부동산 
경험;  

 • 홍콩 및 미국의 다양한 공공 및 민간 회사에서 
수석 부동산 관리 직책을 맡았습니다. Glory 
Century Limited의 전임 프로젝트 책임자 
이며; Imperial Pacific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의 투자 매니저; 그리고 Euro Properties
의 전무 이사;

 • 뉴욕주에서 라이선스를 가진 부동산 중개인;

 • 뉴욕 대학교 부동산 투자 및 자산 관리 석사;

 • 콜롬비아 대학교 토목 공학과 석사 및 박사.

 • 긍정적인 믿음과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오늘날의 현실과 내일의 가능성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블록 체인 공간의 커뮤니티 제작자

 • 가장 성공적인 토큰 판매 이벤트중 하나인 
모나코의 커뮤니티 관리자

 • 보험 재투자를 위한 신생기업인 InsurTech 블록 
체인과 Galileo Platforms의 사업 개발 매니저

 • 블록 체인 기술 및 암호화 화폐 업계에 대한 
깊은 열정이 있음

 • HKUST  비즈니스 학교에서 MBA 졸업, NYU 
Stern 비즈니스 학교에서 금융학 전공

 • 열렬한 여행자, 음악 중독자, 그리고 미식가 

DAVID CAREY
수석 클라우드 기술자

MICHELLE AU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 UX/UI 디자이너

ISSAC CHEUNG
풀 스택 개발자

 • UN의 백엔드 시스템 보안 검토 및 강화를  
지휘;

 •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네트워크-박스 태국의 
CTO;

 • 온라인 마케팅 및 추천 시스템 개발;

 •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과 시스템 개발자;

 • 다양한 솔루션 공급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 및 구현자;

 • 클라우드 권한 설정, 모니터랑 및 보안 강화.

 • 웹, 상업용 그래픽 & 패키지 디자인 분야에서 10
년 이상 경험;

 • Capdase, 홍콩의 전임 패키징 디자인 책임자 
(AD);

 • 홍콩의 Raffles College에서 상업 디자인, 포장 
디자인 전임 강사 

 • 다양한 산업 및 플랫폼에 고객과 함께 독립 
프로젝트를 진행한 수년간의 경력;

 • 시카고의 Columbia College에서 디지털 미디어 
기술 B.A. 학위 취득함;

 • 좋은 디자인은 마음과 무한한 상상력에서 오는 
것이라고 믿음;

 • Dan Brown의 팬, 공상 과학 선호함, 그리고 3
마리 고양이의 엄마. 

 • 게임 및 소매 어플리케잉션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역할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중점을 둔 7년 이상의 
경험;

 • Derivco 홍콩의 전임 수석 분석가 개발자, 
온라인 웹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개발자;

 • POS 시스템 및 ERP 시스템 개발 경험이 있는 
첨단 시스템 정보 기술의 전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 홍콩 Polytechnic 대학교에서 이학 학사 (
우등생) 그리고 컴퓨터 및 경영학 학사 학위 (
우등생) 복수 전공.  



45

주요 팀원

ISABELLA LAI
수석 이사

TEDDY IP
수석 이사

 • 유럽 금융 및 자산 관리 담당 수석 이사로, 12년간 금융 업계 경력; 

 • 홍콩에 기반을 둔 기술 주도 금융 서비스 플랫폼인 Aeneas 그룹의 수석 
이사;

 • 함부르크에 상장된 독일 개인 은행인 Varengold 은행 AG가 전액 출자한 
Varengold 홍콩의 전임 이사;

 • Credit Suisse Privilege, Credit Suisse 은행 그룹의 전임 고위 주체자 관계 
매니저;

 • 캐나다의 Simon Fraser University에서 BBA (Fin) 전공.

 • 글로벌 은행 및 기업에서 20년 넘는 경험을 지니고 있는 금융 업계 전문가;

 • 홍콩에 기반을 둔 기술 주도 금융 서비스 플랫폼인 Aeneas 그룹의 수석 
이사;

 • 호주 시티은행의, 전임 국제 은행 매니저;

 • 홍콩 Coopers & Lybrand Associates에서 전임 프로젝트 컨설턴트 (PWC
로 알려져 있음);

 •  싱가포르에 Jardine 그룹과Temasek이 중국 투자를 위해 설립한 CWC 
우한회사의 전임 일반 매니저 (투자);

 • MBA (CUHK), 환경 공학 석사 (UNSW, 호주), 사회 과학 학사 및 석사 
(HKU)  

ANDY CHAN
보험회사 대표

AARON REGALA
비즈니스 분석가

 • PIBA 브로커의 CEO (2015 – 현재);

 • 재산 및 상해 보험 전문;

 • HWL 국제 보험 유한회사의 전임 마케팅 매니저, CIB의 회원, 마케팅 계획 
중심, 금융 & 회계, 법률 준수, 재산 & 사고 보험 전문;

 • Million Trend 유한회사 전임 총괄 매니저 – MetLife 홍콩의 총 대리인;

 • MetLife 홍콩의 전임 단일 관리자, 생명 보험 팀 구축 및 판매 관리 전문

 • 추가 교과 과정: 홍콩 Baptist University에서 “건강 수련 자격증” 획득. 

 • 블록체인 기술 투자자;

 • 전에 소매 은행에서 근무함;

 • 열광적인 건물 금육 분석 작업가;

 • 런던 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사 졸업.

전략 고문 및 파트너

PROFESSOR DOUGLAS W. ARNER
수석  규제 담당 및 전략 고문

 DR S.M. YIU 
고문관

 • 홍콩 대학교(“HKU”) 법학과 Kerry Holdings 교수;

 • HKU LLM 규정 준수 및 규제 담당 이사;

 • 맬버른 대학교 맬버른 법대 수석 객원 연구원;

 •  HKU 법학부 아시아 금융 연구원 공동 창립자 및 전무 이사;

 • 경제 및 금융법, 규제 및 개발 분야의 대표 전문가;

 • “재개념화 글로벌 금융 및 규제” (Cambridge, 2016) 등 15권 이상의 
공동 집필가;

 • 런던 대학교 (Queen Mary College)에서 은행 및 금융 법학 석사 및 법학 
박사

 • 홍콩 대학교 컴퓨터과 부교수

 • 연구 및 전문 분야는 컴퓨터 보안, 암호화 그리고 생물 정보학;

 • 저널 및 컴퍼런스에 100개 이상의 논문 발표 – 구글 학술 통계: 인용 
(8627), h-index (41), i10-index (98);

 • 화웨이, 홍콩 요양소 & 병원, 아스트리 그리고 중국 은행과의 산업 프로젝트 
경험;

 • 홍콩 대학교 컴퓨터 공학 박사;

 • Temple University (USA)에서 컴퓨터 및 정보 과학 석사;

 • 홍콩 중문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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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 MARQUASS
고문

JULIAN TING
고문

KENNY YU   
고문

 • HOYA Surgical Optics의 이사, 25년 이상의 
백내장 치료를 위한 고품질 인공 수정체 렌즈를 
전문적으로 시술하고 잇는 안과 전문의;

 • 상처 치료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둔 의료 
기기회사인 Advanced First Aid Research의 
비즈니스과의 전임 부사장; 

 • 유럽의 의료 장비, 제약, 생명 공학 그리고 
FMCG 회사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부티크 
컨설팅 회사인 Vendor Management 
Consulting Asia의 전무 이사;

 • 맬버른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 아시아의 병리학 진단 그룹인 Innovative 
Diagnostics의 전임 총괄 매니저

 • 이전에 동남아시아 사모 펀드에 중점을 둔 
가족 사무실 지원 기관인 싱가포르의 Grange 
Partners에서 근무함;

 • HSBC Private Wealth Solutions 그리고 ECM 
Libra 투자 은행에서 근무함;

 • Columbia Business School에서 경영학 석사 
(MBA) (우등생); 사모 펀드;

 • 법률 학사 -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LLB (Hons) 프로그램 졸업.

 • 영국 Salford Royal NHS Foundation Trust의 
임상 연구원;

 •  Manchester University에서 PhD – 의학 및 
인문 과학-  줄기 세포 및 신경 요법 연구;

 • 관심 연구 분야는 암 생물학, 종양학, 세포 배양, 
유전 공학, 신경 외과학, 암면역학 등이 있음;

 • Manchester University의 신경외과 의사. 

DR WILLIAM WU
고문

DR SUNNY WONG
고문

DR ALBERT LEUNG
고문

 • 홍콩 중화 대학 마취과 그리고 중환자실 부교수;

 • 분자 약리학 및 독물학 전문가;

 • 암 생물 마커 진단 및 신규 치료법에대해 
광범위하게 발표함 (Nature Communications, 
Autophagy, Cell Research, Cancer Research, 
h-index of 40을 가진 암 연구 및 4 단원);

 • Royal College에서 병리학자 (FRCPath) 
연구원으로 중국 교육 일부를 통해 최상급 과학 
연구 성과상을 수상함 (Natural Science); 

 • CUHK에서 의학 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CUHK소아 과학 연구원에서 박사 취득 후에 
교육 받음.

 • 홍콩 중문 대학교 의대와 치료학과 조교수;

 • Li Ka Shing 건강 과학 연구소의 연구 소장, 
소화기 연구 및 소화 질병에 중점을 두고있음;

 • 소화기관 암, 마이코 박테리아 그리고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 감염을 포함한 
질병에서 숙주-미생물 역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임상 과학자;

 • New England의 의학 저널 및 Nature Genetics
를 포함한 상위 저널에 50개 이상의 논문 게재;

 • 다기관 유행병학 연구, 2/3 약물 시험의 연구원

 • 홍콩에 본사를 둔 Beauchamp International 
Development 유한 회사의 재무 및 사업 개발 
컨설턴트;  

 • 홍콩의 Citicorp International에서 전임 차관 
부사장으로서 주요 IPO 기업 재무 관련 업무 
수행;

 • 1977년부터 1987년까지 영국의 회계 법인에서 
10년 동안의 회계 및 감사 경력;

 • 현재 홍콩 증권 거래소에서 상장된 다양한 공개 
회사의 비상임 이사;

 • 홍콩 신장 재단 이사;

 • 상해 금융 & 경제 대학교 박사 (경제);

 • Brunel University (영국)의 Henley Business 
School에서 MBA;

 • 홍콩 공인 회계사 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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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KWOK KA WAI
고문

JOE HUI
고문

DR OWEN KO
고문

 • 홍콩 대학교 기계학과 조교수;

 • 이미지-유도 로봇 수술과 관련된 마스터-

슬레이브 컨트롤 인터페이스에 중점을 두고 
연구함;

 • Imperial College London에서 컴퓨터 학과 
박사학위 취득;

 • 홍콩 중문 대학교에서 자동화 및 컴퓨터 지원 
공학 분야에서 BEng 그리고 MPhil 학위 취득;

 • 현재 Georgia와 Brigham 대학교와 하버드 
의과대학의 여성 병원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박사학위 취득 후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Croucher Foundation Fellowship의 수취인

 • 투자 책임자, 양적 전략, Eagle Eye 그룹;

 • HKU 항공 중국 비즈니스 연구소 초빙 강사;

 • 중국 인민 대학교 HanQing Advanced Institute 
of Economics and Finance 초빙 강사;

 • JLPAY 중국의 전임 수석 투자 고문;

 • 홍콩 및 중국 자금에 대한 전임 양적 투자 
컨설턴트;

 • 홍콩 대학교 공과 대학 공학부 수석 선임 연구원, 
양적 금융, 블록 체인 기술 그리고 인공 지능 
연구에 관심 있음;

 • Tsinghua University (베이징)에서 금융학 석사.

 • 홍콩 중문 대학교 (“CUHK”) 의대와 
치료학과의 임상 강사;

 • Nature지에 논문 1권과  Nature Neuroscience
에 논문 2권을 발표함;

 • 2005년 CUHK에서 의학 학사 그리고 외과 
프로그램 학사, 생명의학 학교의 Wing-ho 
Yung 교수의 멘토링 아래에 의과 과학 학사 
(BMedSci) 획득; 

 • Thomas Mrsic-Flogel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University College London (UCL) 의 신경 
과학과에서 박삭학위 취득. 그의 획기적인 
연구로 홍콩 최초로 신경 생물학 분야에 
Eppendorf & Science 상을 수상함.

SHELL CHUNG
고문

DR KEVIN CHAN
고문

JASON YAU
고문

 • Alpacian 유한 회사의 보안 컨설턴트, 홍콩 기반 
엔터프라이즈 I.T. 보안 회사;

 • 정보 보안 및 컴퓨터 법의학 전문가

 • 웹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보안 평가 전문가;

 • 정보 보안 및 기술 문제에 상장된 회사 또는 
기업에 전문적인 자문 제공;

 • 정보 보안 위험 관리 체제, 사고 대응 & 컴퓨터 
법의학 조사에 익숙

 • 금융 및 자산 관리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

 • 현재 투자자에게 독점적인 헤지 펀드, 사모 펀드 
및 직접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Cachet Asset 
Management의 전무 이사

 • 이전에는 Cornucopia Capital Partners의 관리 
파트너 였음;

 • 뉴욕시의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그리고 도쿄의 Sparx Asset Management에서 
연구와 계량 분석가로 근무함; 

 •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관리 및 기술 분야에서 
복수 학위를 취득함;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재무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 St. James’s Place Wealth Management
의 파트너 – 홍콩에 본사를 둔 아시아, 홍콩 
최고의 지역 변호사 그리고 가장 유명한 국제 
법률 회사중 일부를 맡아 지역 변호사 사무실을 
설립함.

 • Fisher Investments UK의 전임 재무 기획 
분석가, 고객 참여 판매 지원 기능, 소득 전략 
및 세금 계획, 연금 송금 및 포트폴리오 통합을 
지원함;

 • Intrinsic Financial Services의 전임 자산 관리 
자문 및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기타 재무 자문 
역할.

 • 학사 학위- University of Brighton, 비즈니스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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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GINIA LAM
마케팅 고문

DOUGLAS CHING
마케팅 고문

 • 블록체인 혁신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상장회사에서 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 COINS Marketing의 공동 설립자, 핀테크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파트너

 •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기술 회사인 X Blockchain Pty Ltd가 
소유한 글로벌 암호화 환전소인 Xbrick의 마케팅 책임자;

 • The Abyss의 마케팅 담당자, 게이머 및 개발자를 위한 암호화 보상 
에코시스템;

 •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인 V Partnership의 공동 설립자;

 • 아시아 전역의 전자 상거래 회사인 Ensogo Limited (ASX: E88)의 전임 
마케팅 이사;

 • BA – University of Sydney, 영어와 심리학 전공.

 • 전자 상거래 및 소비자 전자 제품 사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마케팅 및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포함한 20년 이상의 마케팅 경험;

 • OOKEA 그룹의 두개의 마케팅 회사의 공동 창업자: 코인 마케팅 (토큰 판매 
컨설턴트 기관) 그리고 V 파트너십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

 • 중국 본사에 설립된 Ensogo Limited (ASX:E88)의 전임 본부장

 • 공인받은 구글 개인 분석가; Cisco CCNA; 마이크로소프트 MCSE + 
MCDBA;

 • 영국의 Middlesex University에서 전자 상거래 석사 학위 취득;

 • BA –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에서 경재학 학사;



백서	부록 A

혁신적인  • 영향력 있는   • 통합적인

세계적인 건강기술 블록체인 재정 솔루션

AENCO 에코시스템

토큰	경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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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큰

1.1 AEN 토큰은 ERC223 표준에따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한 토큰입니다. 디지털 토큰 AEN의 전제는 Aenco 에코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건강 기술 네트워크의 할동에 연료를 공급하도록 설계된 “독점적인 회원제” 및 유틸리티를 기반으로한 

토큰입니다. 커뮤니티 참여자가 플랫폼에서 진행중인 거래와 상장된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통화입니다. 

AEN은 네트워크 자체의 인센티브로 작동하여 커뮤니티에 지속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보다 다양한 소유자와 사용자가 Aenco 

솔루션 플랫폼에 접근하여 건강 기술 파트너와 의료 유틸리티를 공유하며 일반적으로 Aenco 에코시스템 및 미래의 모든 

거래에 지원합니다. 

1.2 AEN의 총 토큰 공급량은 4,000,000,000입니다. 다가올 판매에서 총 600,000,000개의 토큰을 제공 할것입니다. AEN은 

초기 토큰 판매 직후 최소 2개의 거래소에서 상장될 것이며, 교환 및 거래를 위해 대중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판매되지 않은 

토큰들은 Aenco가 보유하게 될 것이며, Aenco 에코시스템, 커뮤니티 그리고 파트너의 개발 및 성장을 촉진하기위해 매장량에 

할달될 것입니다. (그림 C 참조).

2. 토큰 판매

2.1 AEN 토큰 제공은 다음과 같이 한 개의 비공개 세션과 두가지 공공 세션에서 다양하게 보너스 제도로 진행됩니다. 모든 토큰 

(비공개, 사전-ICO 또는 ICO)은 (i) ICO가 완료될 떄 공식 토큰 할당 날짜와, (II) 관련된 부분의 매각 기간의 만료 날짜에 

토큰 소유자의 지갑에 할당됩니다. 관련 부분, 할당 날짜에 대한 세부사항은 Aenco 웹사이트인 www.aencoin.com 및 모든 

커뮤니티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i) 비공개 판매: 2018 6월/7월 

Aenco는 6월까지 AEN 토큰의 비공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와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이 단계에 참여하는 방법에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세부 정보를 등록한 후 저희에게 직접 

문의해주세요.

 

 (ii) 사전-ICO 판매: 2018 7월/8월

 각 AEN 토큰의 가치는 USD $0.10 입니다. 강력한 사전-ICO 판매 토큰의 구매자로서 시작을 하려면, 이 단계에서 구매자는 

구독하는 AEN 토큰의 수와 참가 규모에 따라 계산될 매력적인 보너스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ETH 이상을 구매하는 

참가자에게는 구매금의 50%가 보너스 토큰으로 주어집니다. 5 ETH 이상 15 ETH 미만을 구매하는 참가자에게는 +40%의 

보너스가 부여되며, 1 ETH 이상 5 ETH 미만을 구매하는 사람은 +30%의 보너스가 부여됩니다. ETH에 상당한 것은 토큰 

할당을 목적으로 BTC 구매금을 계산할때 가입시 환율에 따라 계산될 것입니다.사전-ICO 판매에는 최소 1 ETH가 받아들여 

지지만, 크라우드 판매에는 더 작은 구매금도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부록A: 토큰 에코시스템 보고서 

AENCO 에코시스템과 AEN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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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특별 “FOMO 제공”으로 사전-ICO 판매 시작의 처음 24시간 내에 기여한 효율적인 참가자에게는 상위 보너스 제도에 

추가로 +5%의 보너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24시간 이내에 15ETH 이상을 구매하면 총 +55%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날짜의 발표를 위해 계속 지켜봐주세요!

 FOMO 제공: 사전-ICO 판매 개시 24시간 내에 +5% 보너스 제공:

 > 15 ETH   +50% 보너스

 > 5 ETH 그리고 ≤ 15 ETH +40% 보너스

 ≥ 1 ETH ～5 ETH  +30% 보너스 (최소1 ETH)

 사전-ICO 단계에서 구매한 (그리고 보너스로 제공한) 토큰의 50%는 ICO가 종료된 후 3개월의 매각 가긴제한이 적용되는 

반면 나머지 50%에는 매각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ii) ICO 크라우드 판매: 2018년 3분기 소식

 각 AEN 토큰은 USD $0.10로 평가되지만, 크라우드 판매를 시작한 초기 날짜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너스 혜택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구매한 토큰에 대한 잠금 기간은 없습니다.

 1 주차: +15% 보너스

 2 주차: +10% 보너스

 3 주차: + 5% 보너스

 4 주차 이후: 보너스 없음

  A  海外Pre- ICO及海外ICO公开销售的奖金计划

> 15ETH 3주차1주차 2주차≥ 1 그리고 
5 “ETH”

> 5 그리고

15 “ETH”

FOMO 제공

+5% 첫 24 시간!

0

60%

50%

40%

30%

20%

10%

ICOPre-ICO

+5%

+5%

+5%

보
너
스

 토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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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   
사전-ICO 및 ICO 크라우드 세일 주요 거래 요약서   

 

토큰 부호 AEN

토큰 이름 AEN 코인

토큰 유형 ERC223

ICO 판매에서 토큰당 USD 가격 주에따른 0.1 + 보너스 

사전-ICO 판매의 토큰당 USD 가격 참가 규모에 따른 0.1 + 보너스

총 토큰 공급량 4,000,000,000

판매된 토큰 600,000,000

판매되지 않은 토큰 매장량에 할당됨; 그림 C 참조

비공개 판매 사전-ICO 판매 ICO 크라우드 판매

2018 6월/7월 2018 7월/8월 3Q 2018 발표

 600,000,00 0토큰 (총 공급에 15%)** 

FOMO	특별 제공!

첫	24	시간 사전-

ICO 판매:

보너스 제도에 추가해 

참여자들은 +5%의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음!

참여 크기* 보너스 토큰 주. 보너스 토큰

> 15 ETH + 50% 1 + 15%

> 5 ETH 그리고 ≤ 15 ETH + 40% 2 + 10%

≥ 1 ETH 그리고 ≤ 5 ETH + 30% 3 + 5%

최소 1 ETH; 또는 BTC에 동등한 4 0%

토큰 판매의 소프트 캡 (USD) $15,000,000

토큰 판매의 중기 캡 (USD)# $22,000,000

토큰 판매의 목표 캡 (USD)^ $60,000,000

암호화 자산 수락 BTC, ETH

*  ETH 금액은 보너스 배정 목적의 BTC 기여도에 대해 계산됩니다 (구독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함)�

**  토큰 할당량은 비공개, 사전-ICO 그리고 크라우드 판매 매출의 전 영역에서 커뮤니티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우리는이 이정표를 넘어 토큰 판매를 종료 할 권리가 있습니다�

^   판매되지 않은 토큰: 매장량에 할당됨�

토큰 세일의 이용 약관에대한 전체 문서는 다음을 참조해 주세요:

https://www.aencoin.com/assets/docs/aenco-terms-condi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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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큰 유통

3.1 토큰의 총 공급량의 15%가 초기 토큰 판매 때 배정되고, 보너스 제도 할당에 4%가 추가되어 여러 곳에 분산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회사와 팀이 보유한 Aenco의 성장하는 에코시스팀의 유동성을 지원하기위한 토큰 에코시스템 

파트너 및 후원자에게 할당 할 토큰, 보상 프로그램과 같은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위해 예약된 토큰, 또한 초기 토큰 판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큰이 있습니다.

3.2 Aenco 팀이 보유한 토큰 중 관리 팀에게 할당 된 총 토큰은 초기 토큰 제공 시점의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전체적인 매각 

기간 제한을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토큰의 25%가 할당되고, 6개월마다 거래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관리 팀에게 할당된 

토큰의 25%는 6개월 후에 거래 가능하고, 50%는 12개월 후에 가능하며, 75%는 18개월 후에 가능하며, 100%는 24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주요 목표는 관리 팀이 기본 개발 및 출시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비관리 

직원에게 할당되는 토큰은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매각 기간 제한을 거칩니다. 

3.3 토큰 분배에 대한 사용 및 고정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림 C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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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  
토큰 공급 및 할당 

토큰 할당 사용 목적

매각 기간 제한  

(ICO 크라우드 판매의 
마감을로부터)

AEN 금액 할당 비율

토큰 판매 (

보너스 할당 
제외)

비공개 판매, 사전-ICO 판매, 

그리고 ICO 크라우드 판매 (

할당된 보너스 토큰 제외)를 

다룹니다. 

비공개 판매 및 사전-ICO	판매:

토큰의 50%는 3개월간 매각 기간이 

제한됨; 남은 50%는 ICO 클라우드 

판매동안 매각 기간이 제한되지 

않음: 제한 없음. 

600,000,000 15.00%

보너스 할당 (

토큰 판매) ** 

그리고 인센티브 
프로그램

비공개 판매, 사전-ICO 판매 

그리고 ICO 크라우드 판매를 

통해 초기 가입자에게 할당된 

보너스 토큰. 또한 건강 기술 

파트너 및 커뮤니티 추천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에를 

들어 추천된 ICO 수익에 대해 

5%/10%의 추천 상여금.

비공개 판매와 사전-ICO	

판매부터:

토큰의 50%는 3개월간 매각 기간에 

제한됨;

남은 50%는 제한되지 않음. 

ICO	크라우드 판매에서:	 

매각 기간 제한 없음 

인센티브 프로그램:	 

해당 사항 없음

566,000,000 14.15%

회사와 팀 보유

팀은 초기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토큰을 할당 받고, 

에코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장려함. 

관리: 토큰의 25%는 6개월간;

25%는 12개월간;

25%는 18개월간;

25%는 24개월간 매각이 제한됨. 

비관리: 6개월에서 12개월간 

매각이 제한됨.

840,000,000 21.00%

채굴 보상 **

성장하는 AENCO 

에코시스템을 지원하는 

유동성있는 측정에대한 기여를 

포함하여 채굴 보상의 광범위한 

범위를 위해 확보된 토큰은, 

핵심 파트너/후원자가 기부한 

자원 및  노력에 대한 인정과, 

건강 기술와 파트너 관계를 

맺은 지역 사회에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원동력 개발 및 

안정성 확보, 그리고 기타 토큰 

판매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하는 유동성 측정에 대한 

기여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채굴 

보상을 위해 예약된 토큰입니다

3개월까지 토큰의 매각이 제한됨 1,994,000,000 49.85%

*   미판매 토큰의 할당은 예약될 것입니다

** 판매되지 않은 토큰: 매장량에 할당됨
4,000,000,000 100%

c.29% 
토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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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금 및 예산의 사용

4.1 이후 ICO 절차는 주요 건강 기술 서비스에대해 우선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i) 건강 기술 파트너를 

스폰서함; (i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솔루션; (iii) 핵심 에코시스템 기술의 개발 및 출시, 그리고 (iv) 플랫폼 운영.

	 그림 D  
 수익금 사용 계획

ICO 모인 수익금 (USD)
소프트 캡 중기 캡* 대상 캡**

15,000,000 22,000,000 60,000,000

% 할당 USD % 할당 USD

1.
건강 기술 파트너를 위한 후원 및 금융 

솔루션 플랫폼
40% 6,000,000 42%

   

25,200,000

2.
연구, 기술, 개발 및 출시 그리고 공동 
연구

30% 4,500,000 28% 16,800,000

3.
갑기금 및 인프라 시설 설치 자본 요구 
사항

24% 3,600,000 25% 15,000,000

4. 미케팅과 유통 3% 450,000 3% 1,800,000

5. 법률과 준수 3% 450,000 2% 1,200,000

100% 100%

    

소프트 캡

 %  할당

3.0%
3.0%

24.0%

30.0%

40.0%

     

 건강 기술 파트너를위한 후원과 금융 솔루션 플랫폼 

 연구, 기술, 개발 및 출시 그리고 공동 연구

 갑기금 및 인프라 시설 설치 자본 요구 사항

 미케팅과 유통

 법률과 준수

  

  

 *   우리는이 이정표를 넘어 토큰 판매를 종료 할 권리가 있습니다.

 ** 판매되지 않은 토큰: 매장량에 할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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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 건강 기술 파트너를위한 후원 및 금융 솔루션 플랫폼 (40%- 소프트 캡)

 Aenco의 초기 토큰 판매 (보너스 할당을 제외한 총 토큰 공급의 1%%를 목표로 함)에서 얻은 수익 중 가장 큰 부분은 건강 

기술 파트너의 후원 및 금융 솔루션 플랫폼에 배정되어 파트너를위한 해당 토큰 제공이 커뮤니티를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수익금의 40%는 1세대 기술 및 서비스 개시 기간동안 Aenco의 IB 솔루션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에 도움을 주는 등의 

목적으로 계획됩니다. 이는 Aenco가 건강 기술 파트너의 기존 파이프라인에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망이 

에코시스템을 확장시키고 의료 유틸리티를 성장시키기위해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디케이트 후원, 상장 그리고 후에 

제 2차 시장 유동성 제공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4.3. 4.3. 연구, 기술 개발 및 공개 그리고 공동 연구 (30% - 소프트 캡)

 AEN 연결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향상시킬 2세대와 3세대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된 예정되어있는 기본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30%가 배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CO 게이트웨이 및 관련 연구 포털을 추가하여 광범위한 글로벌 

커뮤니티와 건강 기술 파트너를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기술 중심의 디지털 자산 교환인 AENX의 개발을 

지원할 것이며, 후원받은 토큰에 보조 시장 유동성을 제공하고, AEN 토큰의 사용 사례를 향상시키는 Aenco의 역량을 더욱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 3단계에서 개발될 분산형 프라임 중개 플랫폼의 매커니즘에 기여할 것이고, 차용자와 디지털 

자산의 융자 기관이 이러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4.4 갑기금 및 인프라 시설 설치 자본 요건 (24%- 소프트 캡)

 24%는 Aenco의 갑기금에 할당되며 인프라 설치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회사가 어플리케이션을 추가로 개발하고 에코시스템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비즈니스 인프라에 대한 자본 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운영상의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5 마케팅과 유통 (3% - 소프트 캡) 그리고 법률과 준수 (3% - 소프트 캡)

 나머지 기금은 AEN 토큰 및 후원 토큰의 마케팅과 유통의 규제 체제 내에서 법적/준수 의무를 충족시키고 강화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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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EN 토큰의 가입 절차의 전환

5.1 BTC 또는 ETH에 대한 AEN 토큰간의 전환 가격은 구매금 보수 대가를 받은날을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결정은 토큰 구매자가 

선택한 지불 방법에 따라 가격 조건이 결정됩니다. 현재 두가지 지불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옵션	1: 지정된 지갑 주소로 ETH 또는 BTC로 직접 입금됩니다.

 이 경우에 ETH 또는 BTC에대해 U.S. Dollar (USD)의 일일 평균 가격은 OPEN과 CLOSE 가격 사이의 평균에 의해 계산되며, 

“coinmarketcap.com”에 명시된 것과 같이 계산됩니다 (“USD 일일 평균”).

 옵션	2: 저희가 채택한 지불 게이트웨이 “코인 지불”을 통한 지불입니다. 

 

 이 경우에 USD 일일 평균은 당시 기본 교환 견적에 따라 적용될 것입니다.

 Aenco는 언제든지 조건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완전한 결정권과 권리가 있습니다. 

 

5.2 최종 AEN 토큰의 수에대한 귀하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i. UTC 시간대에 결정된 BTC 또는 ETH 수에 해당하는 USD 일일 평균 입니다 (“USD 등가”):

 ii. AEN 토큰의  구매된 숫자를 결정할 때 USD의 등가는 0.1USD로 나뉘어 집니다; 더해서

 iii. AEN 토큰 베이스에 그림 A에 의한 구매금의 시간에 보너스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5.3 예시 (ETH 또는 BTC를 지정된 지갑의 주소에 직접 예금):

 토큰 구매자는 2018년 5월 1일 사전-ICO 판매 기간동안에 10 BTC를 구매합니다. coinmarketcap.com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듯이, UTC 시간에 따라 BTC의 OPEN/CLOSE 가격은 251.47 USD/ BTC 그리고  9,119.01 USD/BTC 입니다. 이로인해 

USD 일일 평균 환율은 (9,251.47 + 9,119.01)/2 = 9,185.24 USD/BTC 입니다.

 USD 등가 = 10 BTC x 9,185.24 USD/BTC = USD 91,852.4.

 AEN 토큰 기반 = USD 91,852.4 / USD 0.1 = 918,524 토큰.

 이 단계에서 구매자가 50%의 보너스 제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너스 제도 = 918,524 x (1+50%) = 1,377,786 

AEN 토큰을 포함하여 구매자에게 부여되는 AEN 토큰의 최종 숫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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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큰 보험 절차

6.1 AEN 토큰 구매를 성공적으로 등록하고 노하우 고객 (“KYC”) 검증 요건 (그림 E를 참조)을 충족하면 토큰 구매자는 토큰에 

대해 ETH 또는 BTC의 형태로 지불 받을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토큰 구매자는 멤버쉽 포털에 위치한 회원 프로필에서 

할당량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AEN 토큰은 ICO 폐쇠 후 (“토큰 할당 날짜”) 할당 되며, 이 날짜는 저희의 웹사이트인 (www.

aencoin.com) 또는 이메일로 공지받을 수 있습니다. 실행 수준에서 토큰은 해당 시점에 결정된 토큰 할당 날짜 이후 5일 (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배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ICO 단계에 참여한 가입자의 경우, AEN 토큰이 발매되고 매각 제한의 

만료 5일 이내에 지정된 지갑 주소로 이전 될 것입니다. 

 

	 그림 E  
 자격이되는 토큰 구매자1

 

	 내국인 또는 거주자 :

홍콩 전문 투자자로 제한됨

미국 제한됨

중국 인민 공화국 제한됨

사모아 섬 제한됨

승인받은 국가들 제한됨

다른 나라들 전문 투자자

6.1 AEN 토큰을 할당하려면 초기 입금을 위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게 지불할 가스를 회사가 부담해야합니다. AEN 토큰 소지자는 

시장에서 AEN토큰을 교환하기 원할 경우 지정 교환소2에 토큰을 더 입금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림 F  
 AEN 토큰 보험 과정

2018 7월/8월

사전-ICO
구매자

2018년 3분기

사전-ICO
구매자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소 

증명 & 기타 양식

노하우 고객 

(’KYC’) 수표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소 

증명 & 기타 양식

노하우 고객 

(’KYC’) 수표

구매자 지불에는 주요 

암호만 적용됩니다 (명목 

화폐 없음)

지불

(ETH 또는  BTC)

구매자 지불에는 주요 

암호만 적용됩니다 (명목 

화폐 없음)

지불

(ETH 또는  BTC)

AEN 토큰(+30% ~ +50% 

보너스)는 구매자의 

대시보드에 AEN 토큰으로 

할당되었지만 보급되지 

않음

대시보드

할당

AEN 토큰(+0% ~ +15% 

보너스)는 구매자의 

대시보드에 AEN 토큰으로 

할당되었지만 보급되지 

않음

대시보드

할당

구매자가 제공한 

개인 지갑 주소

등록

구매자 지갑에 할당된 

토큰의 50% (보너스 포함)

첫 토큰 판매 

결산(T+5일)

구매자 지갑에 할당된 

토큰의 100% (보너스 

포함)

첫 토큰 판매 

결산(T+5일)

구매자의지갑에 남아있는  
50% (할당 토큰 (보너스 

포함)

매각 기간 제한 

만료(T+3일)

1 (i) 미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 (ii) 중국 인민 공화국; (iii) 사모아 섬; 그리고 (iv) AEN 토큰 구매에 자격이 있지않은 승인받은 

다른 국가들 (승인받은 국가들은 within: https://www. 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Pages/Programs.

aspx에 명시되어 있음); 홍콩 시민 또는 거주자는홍콩 증권 선물 거래법(“SFO”)에 정의된 전문 투자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부의 

증명”을 제시해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 중 암호화 화폐에 대한 지식이 있는 구매자들을 지칭합니다.

2 지정된 교환은 aencoin.com에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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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에코시스템 역사 시간표와 로드맵 (24 개월)

Aeneas 자본은 SFC에 

의해 자산관리 자격을 

부여받음 (홍콩)

2005

기금 제품은 서브프라임 

위기를 통해 긍정적 

수익을 창출함

2008-2009

Aeneas 가 관리하는 

자산은 의료 보험 사모 

투자 및 직접 투자로 

관리됨

4Q 2010

Aeneas 그룹은 홍콩에 본사를 

두고, 종합적인 의료 혁신 

플랫폼인 Aptorum 그룹과 

건강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함

2Q 2016

Aeneas 자본 확장 시작 Aeneas 는 홍콩에서 SFC를 통한 

라이선스와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신경 질환, 전염설 질병 그리고 로봇 

수술 장치를 다루고 조언해옴

3Q 2017

Aeneas 자본, LLC.은 FINRA가 

규제하고 있는 유럽의 중개인 

딜러에서 포괄적인 은행 라이센스를 

설립하기위해 

Aeneas 그룹을 New 
Jersey, U.S.A에 설립함 

(진행중)

1Q 2018

ICO

POST ICO

T+2M
팀 확장: 개발자

T+3M
건강 기술의 1차 파이프라인 

ICO 출시

T+3M
- 1세대 스마트 지갑 & 

인프라 구축 (AEN 연결)

- 테스트 넷에서 테스트를 

위한 1세대 Aenco 블록체인 

출시

4Q 2018

T+15M
2 세대: 

AENX 외환 거래

T+15M
- “데이터 붕괴 원리” 개선, 

2세대 블록체인 작업 개시

- 2~3가지 추가 비즈니스 

샤드 지원

- 제 삼자 통합을 위한 API 
설계도

 

4Q 2019

T+21M
3 세대: AENCO 

프라임 

중개서비스 

수수료

파이프라인 건강 

기술 파트너의 

지속적인 서비스 

& 확장

2Q 2020

T+9M
건강 기술의 3차 

파이프라인 ICO  
출시

T+6M
- 2세대 보관 지갑 & 조건부 

서비스

- 건강 기술의 2차 

파이프라인 ICO 출시

T+6M
- 1세대 Aenco 블록체인 준비

- 새로운 AEN 스마트 계약 

생성; ERC223 토큰 대체

- 2~3가지의 특정 비즈니스 

샤드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T-4M
-  ICO 의 의미,   

 과정, 그리고 목표

-  홍보용 웹사이트

T-1M
7월 사전 –ICO 
판매 개시: 참가 

규모에 따른 보너스 

계획

ICO 공개 판매 시작

1 주일 전
15% 보너스

ICO 공개 판매 시작

2 주일 전
10% 보너스

ICO 공개 판매 시작

3 주일 전
5% 보너스

ICO 공개 판매 시작

4 주일 전
보너스 없음

T-2M
6월 비공개 

판매 시작

2Q 2018

T-2M
-  Aeneas 자본은 홍콩의 SFC  

 가증권 거래 및 조언을   

 위해라이센스를 확대함.

-  지역사회 투자자들의 지원

ICO 크라

우드 세일, 

2018 년  3 분기

공고  ( ’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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