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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의 3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정보 교류를 기반으로 인터넷이 핵심 기술로 작용하였
으며, 4차 산업혁명은 이를 넘어서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의미 있는 정보까지 산
출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데이터 생산의 주체는 사람에게서 사물로 까지 확장 되었으
며, 이렇게 생산된 수많은 데이터들은 대용량 저장소에 축적되고 있으며, 축적된 데이
터들로부터 의미 있고 유용한 정보로 산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에 경제적 가치가 생기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써 다양한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의미 있는 정보로의 변환 기술이 데이터
경제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 빅데이터(BigData)는 이러한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구
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빅데이터란 기존의 관리 및 분석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
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을 지칭하며, 데이터의 크기(Volume),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수용(Variety), 데이터의 빠른 처리 및 분석(Velocity) 등 3V라 불리는 특징을 갖
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이전에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문제를 해
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대용량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빠르게 분석해서 의미 있고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데이터의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매개체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과 빅데이터가 연계되어 있고, AI로 빅데이터의 다양성 부분을 구
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두 기술의 연관성으로 타당성
(Validity)과 신뢰성(Veracity)이 추가 되었다. 타당성은 빅데이터가 올바를 데이터를 제
공해야 함을 의미하여, 신뢰성은 빅데이터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신뢰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써 블록체인(Blockchain)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Ledger) 데이터를 중앙 서버가 아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거래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개인 간(Peer to Peer, 이하 P2P)
거래를 지향하는 탈중앙화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기술이다. 기존 시스템은 중앙 서버
에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는 반면,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에서는 정보를
블록에 담아 모든 참여자가 공유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도록 하면서 신뢰성
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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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블록체인이 데이터에 타당성과 신뢰성을 부여하면서 AI와 결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AI 분석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출처를 보여주며 해당 데이터가 합의로 인해 신뢰 받았음을 인증하게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탈중앙화된 분산형 네트워크 기반에서 AI 분석 기술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블록체인은 참여자가 공유하는 모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AI를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기존의 중앙형 시스템은
모든 데이터가 한 곳의 컴퓨터 또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고 분석도 한 곳에서 수행
되는데 반해서,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분석 결과를 공유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분석
범위를 참여자 간에 정할 수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과 AI 기술의 융합은 더 넓은 방향
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1]
에이콘(AICON) 프로젝트는 분산 클라우드(Decentralized Cloud) 네트워크 환경을 근간
으로 하는 AI 블록체인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분산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는 하
드웨어의 공급과 하드웨어의 컴퓨팅 자원을 빌려준 노드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
(Reward)과 분산 네트워크 기반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들을 구축하는 생
태계를 구축한다. 더 자세하게는 Horovod 기반의 슈퍼컴퓨터를 통해 분산 네트워크상
에서 노드(Node)들의 CPU, GPU, MEMORY, STORAGE 등 유휴 컴퓨팅 자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AICON 토큰을 지급하는 분산형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본 아이디어
로 하고 있다. 또한 개발자, 개인, 기업(기관)들에게 블록체인과 결합된 분산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여 탈중앙화 환경에서 데이터를 저장, 관리, 처리하여 보안은 강화하고
데이터의 처리 비용을 절감시키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두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
과 AI 기술을 융합하여 AI 분석 및 개발을 필요로 하는 전 세계의 모든 개발자, 개인,
기업(기관)들이 사용자에게 친숙한 웹(Web) 환경을 통해서 딥러닝(Deep Learning)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등 AI 기술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에이콘 생태계에서는 기존의 검증된 글로벌 AI 프레임워크들을 활용해 많은
수요자들이 AI를 보다 친숙하게 접근하여 업무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개
인들은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많은 플랫폼
개발자들은 각자의 플랫폼 컨셉에 맞게 개발을 수행 할 수 있다. 블록체인과 AI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면서 글로벌 AI 블록체인 기업으로써의 성장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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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시장 동향
2.1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동향
글로벌 IT컨설팅 업체인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올해 2022년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의 시장 규모 및 성장세가 전체 IT 서비스 성장세의 약 3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 공용 클라우드 시장은 연평균 약 17.6%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연간 20.5%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2조 3,427억 원에서 2022년 3조 7,238억 원까지 증가할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비스 유형별로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이하 SaaS)가 44%로 최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서비스형 인프라(Infrastructure as a Service, 이하 IaaS)와 서비스형
플랫폼(Platform as a Service, 이하 PaaS)은 각각 21.9%, 13%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 및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

2022년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도 3,641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40%의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SaaS가 42%로 최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IaaS와 PaaS는 각각 18%, 15%를 점유하고 있다.
위처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한 클라우드는 정보통신기술과 맞
물리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분석이나 AI 학습을 하
려면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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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클라우드이기 때문이다.

2.2 인공지능(AI) 시장 동향
전 세계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비즈니스 생태계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서 2021년 발표한 보고서
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AI 매출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한 3,4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해당 시장은 2022년 18.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4년에는
5,000억 달러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IDC는 AI 시장을 소프트웨어, 하
드웨어 및 서비스 시장으로 구분하였으며, AI 소프트웨어 시장이 전체 AI 시장의 88%
에 달하지만, 성장률 측면에서는 AI 하드웨어 시장이 향후 몇 년간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2023년부터는 AI 서비스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

<전 세계 AI 소프트웨어 전망(2021~2025년>

*출처: 한국IDC 2021(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AP48188221)

세부 시장별로 살펴보면, AI 소프트웨어 시장 내에서 AI 애플리케이션이 매출의 50%
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 측면에서는 AI 플랫
폼이 33.2%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AI 시스템 인프라스트럭쳐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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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가 14.4%로 가장 느린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 AI 소프트웨어 매출
의 약 35%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AI 애플리케이션 시장 내에서는 AI
ERM(Enterprise

Resource

Management

:

전사적자원관리)이

AI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고객관계관리)보다 향후 5년간 소폭 성장할 예정이며, AI
라이프사이클 소프트웨어는 AI 플랫폼 시장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밝혔
다.[2]
AI 서비스 시장은 2020년 194억 달러를 기록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치고
가장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 2021년에는 19.3% 성장이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AI 서비스 시장은
IT서비스와 비즈니스 서비스 두 부문으로 나뉘는데, IT서비스는 전체 AI 서비스 매출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며, 두 시장 모두 5년간 21%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았다. IDC는 AI 서비스 시장이 2025년 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내다봤
다.[2]

<전 세계 AI 소프트웨어 전망(2021~2025년>

*출처: 한국IDC 2021(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AP48188221)

2.3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2015년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제정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0년 6월 24일에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
명위원회 16차 회의에서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심의·확정했고, 2021년 2월에는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2022~2025)" 수립을 위한 TF를 발족하였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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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제 중 첫 번째로 "데이터·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해서 30조원의 시장과 전문인력 1
만 명 양성 목표 및 데이터의 수집·축적·활용이 클라우드로 설계되는 등 인공지능 시대
의 데이터 활용과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활성화에 있어 클라우드를 핵심 기반으로 주
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과제 두 번째는 "국가 시스템 클라우드 대전환"에 따른 공공부분에서의 클라우드
전면 전환과 민간 클라우드의 도입환경 개선이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강
화"를 핵심 목표로 하여 중소사업자의 클라우드 도입 대상 규모 확대와 분야별 클라우
드 서비스의 확산 및 이용기업 대상 지원의 확대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 규모에 비해 국내 클라우드 사용률(12.9%)은 OECD 평균(30.6%)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위처럼 정부에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2015.3),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 수
립(2020.6) 등의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전환", "클라우드 조달체계 혁신",
"민간 클라우드 도입환경 개선" 등의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클라우드 산업 비전과 목표>

*출처: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안) 재구성,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안건 제1호

2.4 클라우드 시장의 변화 흐름
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 목적이 기존의 IT 관리 효율화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AI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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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하고 있다.[3] 클라우드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방대한 컴퓨
팅 자원을 제공하는 기초 인프라로써, AI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아마존, MS, 구글,
IBM,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유
이기도 하다. 한국 IDG의 조사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한 기업들은 AI를 도입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 비중이 67%였던 반면, 클라우드 도입 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AI에 대한 관
심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의 클라우드 활용도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테스트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AI 구현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 IDG가 2016년 11월과 2018년 3월에 시행한 조사를
비교하면 국내 기업들이 AI 구현과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위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빅데이터 및 분석 목적으로 2016년 24%에서 2018년 36%로 증가
하였으며, AI 구현 목적으로 2016년 0%에서 2018년 24%로 증가하였다.

<클라우드 도입과 AI 추진 계획>

<클라우드 용도>

*출처: IDG(2018.4)[1]

*출처: IDG(2018.4)[1]

지난 10여 년간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초점은 수천 또는 수만 대의 서버가
있는 대규모 중앙 집중식 데이터센터(IDC)를 배포하는데 있었다. 즉, 하드웨어 서버를
증설한 후 확장이 필요한 서비스를 새로운 서버에 설치하여 서비스 요청을 여러 물리
적 서버로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이후에 가상화(Virtualization) 기술이 도입되면서 물리
서버의 확장이 아니라 가상 서버의 확장으로 대응하였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경
제적으로 확장하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단점 또한 존재 하였다. 가령, 가용 영역
(Availability Zone)의 장애로 인해 테넌트(Tenant)가 영역 간 서비스를 복제하는 못하는
경우 서비스의 중단 발생, 원격지 데이터센터의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컴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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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스 측면의 문제 등이다.
그로 인해 가트너는 2021년 주요 전략 기술 트렌드 9가지에 분산 클라우드를 선정하
였다. 분산 클라우드는 확장된 형태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써 클라우드 서비스 사
용자와 가까운 엣지(Edge) 네트워크에 형성된 클라우드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자와 가까운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빠르게 프로비저닝(Provisioning)함으로써 신속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이다.[4]
분산 클라우드는 계층적으로 분산되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중심의 클라우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분산 배치된 다양한 형태의 대량 클라우드 노드가 클라우드 자
원으로 통합되고, 각 노드 간 연결이 자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서비스 및 자원 확
장이 자체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네트워크 노드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클라우드
노드들이 배치돼 있어 지리적으로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앙 클라우드로의 병목 현상을 줄여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서비스도 제
공 가능하다.[4]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클라우드와 AI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에이콘
생태계는 클라우드의 중앙집중식 관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로 이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구동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집
중식 처리 방식에서 발생하는 높은 비용, 느린 데이터 처리 속도, 데이터 위·변조 및
유출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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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이콘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활용되는 목적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퍼블릭 블록체인
(Public Blockchain)은 개방형 블록체인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트랜잭션 내역이 모
두에게 공개되어 모든 노드(참여자)가 이를 검증하고 거래를 승인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지만,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다. 반면에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은 폐쇄형 블록체인으로 서비스 제
공자의 승인을 받은 노드만 참여하고, 다른 노드의 검증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다. 대표적인 예로 나스닥(NASDAQ)의 링크(LINQ)와 미진(Mijin)
이 있다.
에이콘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기본으로 빠른 처리 성능과 확장성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결합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Hybrid Blockchain) 구조를 갖는다.

<에이콘 블록체인 전체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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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콘 블록체인의 전체 아키텍처는 위 그림과 같이 크게 ‘에이콘 프라이빗 블록체인’
영역과 분산형 파일시스템(Inter Planetary File System, 이하 IPFS) 기반의 ‘마이 퍼블릭
블록체인’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마이 퍼블릭 블록체인’은 에이콘 프라
이빗 블록체인 영역 내의 Blockchain API Broker를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개방형 블록체인을 지원할 수 있다.

3.1 AICON Private Area
에이콘 프라이빗 블록체인 영역은 크게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AI 프
레임워크, Blockchain API Broker 등의 세 가지로 구성 하였다.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제공하는 서버 이중화(HA)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Blockchain API Broker를 통해 하이퍼
레저 패브릭 내 EVM(Ethereum Virtual Machine)상의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Ethereum
Smart Contract)과 시스템 체인코드(System Chaincode)를 결합하여 구현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컨트랙트를 적용하여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다수의 이더리움 플랫폼
(Ethereum Platform)과의 시스템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다.
즉, 에이콘 블록체인은 Blockchain API Broker를 통해 외부와 통신함으로써 두 가지
컨트랙트 중에서 외부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대상 작업의 종류에 따라 선택
하여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결제(Payment)나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서비스처럼 빠른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특
히 개발 에디터 연동 및 AI 프레임워크를 내장하여 프로그래밍을 하는 개발자 뿐 만
아니라 기업과 일반인들까지도 오픈 플랫폼의 서비스 형태로 누구나 에이콘 솔루션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I 프레임워크는 3단 딥러닝(Deep Learning) 프레임워크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레이
어는 파이썬 딥러닝 API인 Keras와 두 번째 레이어는 구글의 Tensorflow, 페이스북의
Pytorch, 아마존의 Mxnet으로 구성하였으며, 세 번째 레이어는 ONNX(Open Neural
Network Exchange)로 구성하여 서로 다른 딥러닝 프레임워크 간에 모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 3대 AI 프레임워크 간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였다. 또한
Horovod

프레임워크를

내장하여

Multi-GPU를

Training)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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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서

분산

학습(Distributed

첫 번째와 두 번째 레이어에서 Keras, Tensorflow, Pytorch, Mxnet을 이용해 딥러닝을
수행하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 Scikit-learn, Pandas, Bokeh를 이용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수행한다. 라이브러리별로 살펴보면, Scikit-learn은 머신러닝을 담당하고,
Pandas는 데이터의 조작 및 분석을, Bokeh는 데이터의 시각화 기능을 수행하면서 머
신러닝/딥러닝의 통계 분석과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3.1.1 Horovod
Horovod란 Keras, Tensorflow, Pytorch, Mxnet에서의 Multi-GPU를 활용한 분산 학습
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이다. Horovod를 활용하면 적은 양의 코드를 추가하여 손쉽게
분산 학습을 구현할 수 있는데, 에이콘 블록체인은 세 번째 레이어에서 Horovod를 활
용할 수 있도록 연동하였다. Horovod는 Bandwidth Optimal All-reduce Algorithm
Paper를 기초로 하여 대역폭(Bandwidth)의 사용이 최적화된 Ring-allreduce 방식으로
동작한다.[5]
분산학습의 전반적인 동작 방식은 GPU 하나당 1개의 Worker Process가 학습하고자
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일정량의 데이터를 읽어서 각자의 모델 학습을 위한 계산을
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각 Worker는 모델을 가지고 있고 학습 데이터를 읽어서
Forward, Backward를 통해 최종적으로 모델 업데이트를 위한 Gradients를 계산한다.
이 후 Gradients를 Ring-allreduce 방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각자의 Worker는 모아진
Gradients들의 평균을 이용하여 모델을 업데이트 한다.[5]
에이콘 블록체인은 분산 구축되어 있는 사용자 노드(PC)를 하나의 클러스터(Cluster)로
결합하여 슈퍼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것은 CPU, MEMORY,
STORAGE 등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 목적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머신러닝 및 딥러닝을 통한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높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
게 된다.

3.1.2 주피터 노트북(Jupyter Notebook)
주피터 노트북이란 오픈 소스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파이썬을 비롯해서 40여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파이썬으로
작성한 여러 개의 코드와 실행 결과를 하나의 문서처럼 관리할 수 있으며, 데이터 분
석을 위해 여러 종류의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후 일부 코드의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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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특징이 있다.
주피터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은 웹 환경에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과 데이터의 시각
화를 작성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된 코드 및 데이터 모음에 대화형 수정도 가능하
다는 것이다. 노트북이라는 대화형 문서에 코드와 의견, 멀티미디어, 시각화 자료 등을
결합해 이를 공유하고 재사용 및 재 작업할 수 있게 해주며,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
되므로 주피터 노트북 자체를 자신의 로컬 시스템이나 원격 서버에 호스팅 할 수 있
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코드 공유 방식은 대부분 대화형이 아닌 반면에 주피
터 노트북은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코드를 확인, 중간 중간 한 단계씩 실행하고 중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코드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직접 제
공되는 피드백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조금씩 편집하여 다시 실행할 수 있고, 코드 입력
소스로 활용 가능한 사용자 제어장치에 노트북을 내장할 수도 있다.
또한, 실시간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작동 방식을 라인별로 설명하고 싶은 코드가 있
다면 주피터 노트북에 내장할 수 있으며, 그래도 코드가 계속 정상 작동한다는 점이다.
개발자들에게 외부에서 주피터 노트북 웹에 접근하여 바로 개발 및 테스트를 하고 배
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별도의 프로그래밍 툴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
는 것이다.

3.2 IPFS 기반의 My Public Blockchain
에이콘 블록체인의 마이 퍼블릭 블록체인은 IPFS를 기반으로 한다. IPFS는 데이터의
탈중앙화를 위한 웹 프로토콜로써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인 HTTP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할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데이터를 전 세계
PC에 분산 저장할 수 있도록 동일한 파일표준 및 시스템으로 설계된 파일 시스템이다.
IPFS는 데이터의 내용을 변환한 해시값을 이용하여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
되어 있는 콘텐츠를 찾고, 이 콘텐츠의 데이터를 조각 낸 후 빠른 속도로 가져온 뒤
하나로 합쳐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파일 조각을 동시에 여러 컴퓨터 노드로
부터 가져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대역폭 비용을 6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수많은 분산화된 노드들이 해당 정보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기존 HTTP 방식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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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져올 수 있고 데이터 유실을 방지할 수 있
다.

<전체 아키텍처>

에이콘 블록체인은 클라우드용 디바이스를 공급해서 IPFS 기반의 자체 분산 환경을
구축하여 CPU, GPU, Network, Memory, Storage등의 사용자 자원(User Resource)을 활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3 General Public Blockchian
앞서 언급하였듯이 에이콘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의 장점
들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으로써 프라이빗 블록체인 영역의 Blockchain API
Broker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쿼럼), EOS 등 다른 메인넷 블록체인들과 연동이 가
능하다.
퍼블릭 블록체인 영역에 형성된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과의 통신을 통해서 다양한
메인넷 코인들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EOS 메인넷과 연동할 시
프라이빗 블록체인 영역의 Blockchain API Broker를 통해 AICON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시스템 토큰(System Token)과 통신하여 빠른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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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교통, 금융과 같이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별도로 프라이빗 체인을 구성하지 않고도 에이콘의 하이브리드 블록체인과의 연결만으
로도 손쉽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다.

3.4 세부 아키텍처
에이콘 블록체인은 아래 그림과 같이 쿠버네티스 레이어, 미들웨어 레이어, 퍼블릭 레
이어 등 총 3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레이어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기반
으로 쿠버네티스(Kubernetes) 및 도커(Docker) 환경에서 동작 하도록 하였다. 쿠버네티
스 플랫폼을 통해 컨테이너(Container) 구성과 작업의 자동화를 지원하고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확장, 업데이트하는데 있어서 수동화된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
기 때문에 중단 없는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다수의 컨터이너 관리에 유용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인프라 관리가 가능하다. 프라이빗 영역이 지속적으
로 확장되면 쿠버네티스와 결합된 리눅스 운영체제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갖는다.

<세부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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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버네티스 내에 이미지 형태의 도커로 구성하여 독립된 컨테이너의 역할을 수행 한
다. 리눅스는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라이빗 체인 영역에 딥러닝 프레임을
모두 설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도커를 구성하여 가상머신(Virtual Machine)의 클러
스터에서 컨테이너를 예약하고 원하는 이미지를 바로 실행할 수가 있다. 먼저 설치된
하이퍼레저 패브릭 도커(Hyperledger Fabric Docker)를 통해서 코인, 토큰과 관련된 업
무를 수행한다. 보안 문제로 인해 외부에서 생성된 코인을 샘플링해서 링크하여 연계
동작 시키고, 시스템에 따라 DB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내부화 과정이 쉽지 않
기 때문에 DB를 체인화 시킨 빅체인(Big chain) DB를 사용하고, 프라이빗 DB에서 빅데
이터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이하 HDFS)를 실행할 수 있다. 굳이 블록체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용량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만 원할 시 HDFS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리눅스 운영체제에 트
러스트존(TrustZone)을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보안 모듈(SSM)을 탑재함으로써 보안성을
강화하여 외부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

3.4.1 ML/DL Framework
머신러닝/딥러닝(Machine Learning/Deep Learning, 이하 ML/DL)은 세계 3대 프레임
워크인 Tensorflow, Pytorch, Mxnet으로 구성하였고, Keras를 하이 레벨(High Level)로
해서 개발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라이브러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AI 프
레임워크를 구성할 때 개발자들이 조금 더 쉽고 편한 환경에서 ML/DL 작업을 수행하
는 것이 핵심인데 별도로 ML/DL 모델 허브를 구성하여 동영상 모델, 음성 모델, 텍스
트 모델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여 굳이 언어를 모르더라도 모델만 선택하여 모든 개발
자들이 ML/DL 모델을 활용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3.4.2 마스터노드(Masternode) 방식
Horovod에서는 네트워크를 데이터의 양에 맞게 상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이콘 프로젝트는 속도와 보안상의 문제로 프라이빗한 환경
에서 ML/DL을 수행하게 되는데 프라이빗 환경에 참여하는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 주어야 Horovod에서 슈퍼 컴퓨팅 방식의 환경이 구현될
수 있다.
유저들은 에이콘 생태계 내의 분산 클라우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마이닝풀)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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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프로젝트에 노드로서 참여할 수 있는데 상시적인 리소스 제공과 리소스 부족으로
ML/DL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워질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 에이콘 프로젝트에서는 마스터노드 방식을 사용 하였다. 기존의 퍼블릭 환경에서
마스터노드의 책임 수행이 아닌, 허가 받은 소수가 프라이빗한 환경에서 마스터노드로
참여하게 되면 슈퍼 컴퓨팅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동시에
체계적인 노드 관리를 통해 컴퓨팅 자원의 제공양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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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이콘 생태계
4.1 에이콘 생태계 구성
에이콘 프로젝트의 전체 생태계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에이콘 플랫폼
(AICON Platform), 컴퓨팅 자원 제공자(Computing Resource Provider), 클라이언트
(Data Provider) 등 세 분류로 구성된다. 먼저 클라이언트는 ML/DL 분석을 위한 데이
터를 에이콘 플랫폼에 제공하면 에이콘 플랫폼 내의 클라이언트 서버에 데이터를 보관
하게 되고, 이 데이터를 유저의 디클라우드(D-Cloud)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에이콘 플
랫폼은 유저가 제공한 분산화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ML/DL 프레임워크에서 데이터
의 정제 및 결과물을 도출하게 되고,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순환 구조를 갖는다.

<에이콘 블록체인 생태계 구성>

4.1.1 에이콘 플랫폼
에이콘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이다. 하이퍼레저 패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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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프라이빗 체인에서 ML/DL에 필요한 프레임워크와 개발 에디터를 제공하고, 유
저들의 분산화된 컴퓨팅 자원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결합하여 슈퍼 컴퓨팅 기술로 사
용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결합된 슈퍼 컴퓨팅 기술로 고가의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
하지 않더라도 빅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즉, 에이콘 플랫폼은 클라이언트에게
ML/DL 분석에 필요한 자원과 사용자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이다.

4.1.2 클라이언트(데이터 제공자)
데이터 제공자를 말하며, ML/DL 분석 및 학습을 필요로 하는 주체로써 개발자, 일반
인, 기업(기관) 등이 될 수 있다. 데이터 제공자는 필요한 ML/DL 분석을 통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에이콘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며, 에이콘 플랫폼의 슈퍼 컴퓨팅 기술로
분산화된 컴퓨팅 자원을 제공 받아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ML/DL에 필요한 막대한
자원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원화 뿐 만 아니라 에이콘 토큰(AICO)
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4.1.3 사용자(자원 제공자)
에이콘 생태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주체이다.
개인 혹은 기업 등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소유한 PC의 CPU, GPU, Memory, Storage
등 유휴 컴퓨팅 자원을 에이콘 플랫폼을 통해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한다. 사용자는
본인의 컴퓨팅 자원을 에이콘 플랫폼에 제공함으로써 에이콘 토큰(AICO)을 보상 받을
수 있다.

4.2 에이콘 디클라우드(D-Cloud)
에이콘 디클라우드(D-Cloud)는 에이콘 생태계 내에서 분산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는
하드웨어를 말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환경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 관리, 처리
할 수 있으며, 보안은 강화하고 데이터의 처리 비용은 절감하도록 만들어졌다. 분산 클
라우드 내 디클라우드들의 시스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기존의 중앙화된 클라우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리고 네트워크 참여자(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 처리 비용도 그만큼 절감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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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클라우드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반에서 실행되며 구획화를 통해 보안을 제공하
기 때문에 현재의 인프라가 제공하는 것보다 네트워크의 보안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
든다. 해커와 같은 공격자가 데이터가 있는 블록(Block)에 접근한다 할지라도 파일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침투가 어렵다. 디클라우드 하드웨어는 CPU, MEMORY,
GPU, STORAGE 등 자원의 제공을 통한 분산 클라우드 네트워크 환경을 구현하였으며,
노드들의 유휴 컴퓨팅 자원을 활용한 하드웨어 형태(분산 클라우드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 형태(마이닝풀)로 구성된다. 디클라우드에서의 데이터는 IPFS 기반의 대용량 데이
터 처리로 확장할 수 있다. 파일 조각을 여러 컴퓨터나 다른 하드웨어로 분산시킬 뿐
만 아니라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 데이터 분석과 처리까지 하도록 구현하였다. 퍼블릭
체인은 IPFS 기반으로, 프라이빗 체인은 AI 프레임워크에 연동된다.

<디클라우드의 클러스터링>

디클라우드 하드웨어는 에이콘 프로젝트가 시작된 2020년 9월에 첫 공급을 시작하여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있으며, 자체 데이터 센터도 구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2020년
2월 현재, 데이터 센터에는 약 4,480개의 CPU(Core), 메모리 25,840GB, 하드디스크
560TB, GPU(Core)/MEM 430,080개/1,680GB와 3PB의 스토리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 컴
퓨팅 자원들은 ML/DL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디클라우드 하드웨어는 총 5개 모델을
공급하였으며,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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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라우드 하드웨어 모델>

4.3 에이콘 보상(Reward)
에이콘의 보상 체계는 생태계 안에서 디클라우드 유저들이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서
에이콘 플랫폼의 성능을 높이고 클라이언트들의 AI 분석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적인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디클라우드 유저는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과 더 많
은 컴퓨팅 자원을 에이콘 플랫폼에 제공할수록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다. 에이콘 블록체인은 기본 거래 단위인 에이콘 토큰(심볼명: AICO)과 에이콘 생태계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AICO(R) 포인트를 사용한다.

4.3.1 에이콘 토큰(AICO)
에이콘은 에이콘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든 토큰이다. 현재 암호화폐 거
래소에서 매수 및 매도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 간에 송금을 할 수도 있다. 에이
콘 토큰의 총 발행량은 500,000,000개이다. 에이콘 토큰은 클레이튼 블록체인 네트워크
에서 발행되는 토큰의 표준인 KIP-7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개발한 카이카스 지갑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마트 컨트렉
트를 생성하는 분산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위·변조할 수 없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구축하였다.

4.3.2 에이콘 포인트(AICO(R))
AICO(R)은 에이콘 생태계 안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로 거래소에서는 따로 거래되지 않
는 형태로써, 에이콘 생태계의 운영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AICO(R)은 디클라
우드를 구매한 유저들이 공급가에 비례하여 일정한 수량을 일정 기간 동안만 얻을 수
있다. 즉, 에이콘 플랫폼에 컴퓨팅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디클라우드 유저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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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O(R)을 획득할 수 있다.
AICO(R)은 재단에서 제공한 사용자 휴대폰에 설치된 월렛 앱(App)으로 송금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앱에서 유저가 구매한 디클라우드의 내역과 수량, 디클라우드에서 제공하
는 컴퓨팅 자원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컴퓨팅 자원 제공에 따른 보상 내역과 총 수
량도 확인이 가능하다.

<에이콘 월렛 앱 화면>

AICO(R)은 실제 AICON 토큰과 1:1 비율로 전환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보유한 전체
포인트 수량 안에서 재단에 전환 신청을 통해 전환을 할 수가 있다. 전환 신청과 에이
콘 토큰의 출금은 재단 정책에 따라 지정한 날에 이루어진다.

4.4 국제인공지능대전 참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매년 개최되는 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KOREA)은 AI 최신
기술, 플랫폼,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 국내외 AI 기업의 비즈니
스 전략, 적용 및 도입 전략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혁신으로 이끌 AI의 모든 것을
한 눈에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장이다. 에이콘 재단은 2020
년과 2021년 AI 엑스포에 참가하여 관련 기술 및 플랫폼을 선보였다.

4.4.1 2020 AI 엑스포 참가
에이콘 프로젝트는 AI EXPO KOREA 2020에 참가하여 AI 기반 분산 클라우드 하드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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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모델들을 선보이고 국내에 하드웨어의 배포 현황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일반
형 모델 AICO-D2는 문서, 자연어처리 등의 텍스트 기반 AI 처리 및 파일 공유에 사용
될 수 있으며 분산형 클라우드 서버 사업에도 이용된다. 기업형 모델인 AICO-E1은 고
급형 모델로 단순 텍스트뿐 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등 고용량 데이터의 AI 처리가 가
능하도록 만들어졌다. 개인과 기업이 저비용, 고효율의 분산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
는 최적의 모델이며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
어졌다.

4.4.2 2021 AI 엑스포 참가
에이콘 프로젝트는 AI EXPO KOREA 2021에 참가해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AI 분석
을 수행하는 서비스 플랫폼인 DCS(D-Cloud Contents Service, 이하 DCS) v1.0 솔루션
을 선보였다. 국내외 8개 국가의 138개사 187부스 규모로 진행하여 다양한 AI 기술력
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DCS의 AI분석 솔루션을 통하여 데이터 분석을 하는 전체적인
과정과 IPFS 기반의 파일 공유 방법 등을 설명하고 시연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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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I 엑스포 참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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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즈니스 모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융·복합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공개되고 데이터 경제
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들의 상호결합으로 전 세
계의 모든 기업들이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와 분석의 필요성을 느끼고 발 빠르게 대응
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AI 분석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몇
가지 고민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AWS, 구글 Drive, MS Azure 등 중앙 집중형 클라우
드 시스템을 이용해 인공지능 분석을 할 경우 높은 데이터 처리비용, 네트워크 정체,
데이터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에이콘 프로젝트는 중앙 집중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비즈니스 모델들은 이 분산된 환경 기
반에서 동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5.1 분산 AI 기술
<분산 AI 기술 개념>

위 그림과 같이 분산 클라우드 환경 기반에서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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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러 조각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병렬처리 클러스터링을 처리한다. 즉, 여러
대의 컴퓨터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효율적인 분산 데이터 분석 및 ML/DL 환경을 구축
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분석할 수 있다. 다수의 분산 클라우드가 연결되는
중앙 처리 장치, 저장 공간, 데이터 등의 모든 가용 자원들을 공유하여 데이터 분석이
이뤄지게 된다.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규칙, 지식 표현 또는 판단 기준 등을 추출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분산 클라우드 클러스터(Cluster)는 개인과 기업들에게 블록체인과 결합된 분산 클라
우드 환경을 제공하여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AI 데이터를 저장, 관리, 처리하여 보안은
강화하고 데이터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에이콘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노드)가 많을수록 데이터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절감되기 때문에 빠
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보급과 디클라우드 시스템의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분산
환경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에이콘의 디클라우드 하드웨어는 IPFS
의 확장된 개념으로서 파일조각을 여러 PC나 하드웨어에서 공유하는 것을 벗어나 컴
퓨팅 자원을 이용해 AI 데이터 분석 및 처리까지 하도록 구현 하였다.

5.2 AI 기반 데이터 자동 분석 및 개발 플랫폼
DCS(D-Cloud Contents Service)는 위에서 언급한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과 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DCS는 기 구축되어 있는
디클라우드 하드웨어의 컴퓨팅 자원(CPU, GPU, Memory, Storage)을 이용해서 데이터
에 AI를 적용하여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분야의 결과 도출 및 기존 데이터를 근간으
로 한 예측 수행한다. 또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간으로 판단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AI 기반 솔루션들은 100%의 정답을 제공하는 시스템이기 보다는 정답에 가까운 답을
예측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비즈니스 입장에서 그 답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
하는지에 따라 적용 영역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 기
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AI 서비스의 영역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은
비싼 비용과 어려운 사용법으로 인해 AI 솔루션 도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DCS는
개발자, 개인, 기업(기관)들이 소유한 데이터 혹은 외부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엑세
스하여 보다 손쉽게 원하는 AI 분석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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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AI 프레임워크인 Tensorflow, Pytorch, Mxnet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의 복잡한 AI 프레임워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웹 환경에서 바로 개발과 자동화된 파이
프라인 형태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AI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라도 굉장히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AI를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
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DCS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플랫폼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매우 친숙한 엑셀 형태의 CSV 파일 포맷을 입력 데이터
로 하며, 데이터들에 대한 수치들을 그래프와 테이블로 표시함으로써 사용자는 수치로
만 이루어진 데이터 분포를 가시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공하는 AI 분석
알고리즘 모델별로 분석 정확도(Accuracy)와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Running Time) 등
분석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주피터 노트북과 연동하여 개발자들
이 직접 세부적인 프로그래밍과 사용자들의 로컬 드라이브 내 파일들을 드래그앤드롭
(Drag&Drop) 형태로 쉽게 IPFS 형태로 업로드하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파일 동기화 기능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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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 활용 예시>

5.3 AI 데이터 공유 플랫폼(DePlay)
DePlay는 AI 분석을 필요로 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올리고 이용자들끼리 서로 공유하
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플랫폼이다.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분석된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며 DCS 플
랫폼과 연계하여 데이터 분석까지 수행하며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AI 분야의 가장 큰 제약사향으로 호소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의 부족 문제이다. 많은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 경쟁
력의 핵심은 데이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습 알고리즘이 뛰어나더라도 학
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좋지 못한 결과를 낸다. 따라서 개인 또
는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 문제는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DePlay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아래 그림은 DePlay 플랫폼의 메인 화면이다. 주요 기능은 첫 번째 피드를 통해 자유
롭게 데이터를 검색하고 공유하는 기능으로, 자신이 분석하기를 원하는 데이터를 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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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하거나 찾아서 다른 사용자들과 자유롭게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한다. 태그 기
능과 관심도를 설정할 수 있어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천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경진
대회를 진행할 수 있어, 분석 결과를 원하는 사용자 또는 기업이 자신의 데이터를 업
로드하고 일정 보상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일반 사용자는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고
경쟁하여 보상을 수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CS와 연동하여 별도의 AI 프레임워크
설치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자유 토론이 가능한 일반적인 커뮤니티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DePlay 메인 화면>

5.4 블랙박스 영상 플랫폼(DeBox)
사용자들의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들을 수집하여 영상을 제공한 사용자에게 암호화폐
로 보상을 수행하면서 차량 영상 데이터를 구축하는 플랫폼으로 수집된 영상 내 객체
의 라벨링 등 전처리를 하고 분석된 결과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블랙박스는 차량의 사고증명, 도난 및 파손 방지 등 모든 운전자의 필수품으로 거듭
났다. 하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들을 크게 신경 쓰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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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차량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에 DeBox 플랫폼을 통해서 버려지는 모든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영상을 제공한 사용자들에게 암호화폐를 보상하고, 보상은 사용자가
제공한 영상 파일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 영상은 재단이 보유한 대용량 저장
소에 저장한다. 영상의 사고 과실 자동 평가 분야와 차량, 신호등, 사람, 장애물, 다양한
사물 등 객체 인식 분야 및 객체 인식을 통한 미끄러움, 동물 부딪힘 등의 사고 방지
에 활용 가능하다. 아래 그림은 DexBox의 전체 개념도이다.

<DeBox 플랫폼 전체 개념도>

5.5 펫케어(PetCare) 서비스
동물병원에 직접 내방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반려견의 소변검사를 통해서 질병의 조
기 발견 및 예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된 배변판으로부터
반려견의 소변을 채취하여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카메라 기능으로 소변이
묻은 스트립(Strip)을 촬영하고 영상처리와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기술을 통해서 반려
견의 질병 예방 및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펫가족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서비스는 반려견이 배뇨를 하는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배변판, 소변이 묻은 스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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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촬영하고 분석 결과를 알려주는 앱(App) 및 스트립을 분석하는 뒷단의 서버로 구성
이 된다. 사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은 스트립을 촬영하고 소변에 포함된 10종 성분
(잠혈, 빌리루빈, 우로빌리노겐, 케톤체, 단백질, 아질산염, 포도당, 산성도, 비중, 백혈구)
의 농도를 측정하여 질병의 유무 등 분석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의 기존 타사 제품과
유사하다. 다만, 마이펫 서비스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배변판이 포함되는데, 반
려견이 배뇨 시에 반려인의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푸시(Push)할 수 있도록 무게 인지
센서와 저전력 블루투스(Bluetooth Low Energy, BLE) 통신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그래
서 반려견이 배변판에 올라가 배뇨할 때 반려인의 스마트폰으로 푸시 알람이 전송되기
때문에 반려견의 배뇨 여부를 매번 확인하지 않아도 손쉽게 소변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반려견 정보, 검사 내역, 검사 결과 등 모든 이력들을 블록체인 상
에 저장하여 건강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 방지와 신뢰성 높은 반려견의 건강 검진 및
관리가 가능하다.

<서비스 전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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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큰 발행 및 분배
에이콘 프로젝트는 사용자 친화적이고 더 넓은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서 클레이튼 블
록체인 네트워크에서 KIP-7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하였다. 토큰의 발행은 에이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2022년 2월 현재, 에이콘 토큰은 클레이튼 블록체인
탐색기인 클레이튼 스코프에 공식 토큰으로 등록 되었다. 토큰 발행과 관련된 정보는
아래와 같다.

토큰명(영문)

토큰명(국문)

심볼명

총 발행량

AICON

에이콘

AICO

500,000,000

전체 토큰 발행량을 기준으로 분배 비율은 AICON 프로젝트팀에 40%(회사 20%, 어드
바이저 10%, 개발자 10%), 마케팅 10%, 연구개발비 10%, 리워드로 40% 이다. 이 분배
비율은 추후 프로젝트팀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AICON 토큰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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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
2020년 2월 설립 이래, 클라우드용 하드웨어 공급을 통해 분산형 클라우드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그 기반으로 다양한 SaaS형 소프트웨어 개발과 국내 거래소에 에이콘 토
큰(AICO)을 상장하여 생태계를 더욱더 확장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들을 근간으로 AI 기
반의 빅데이터 분석 등 관련 사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사업연혁 및 향후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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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 재산 및 인증 현황
우리 재단은 2020년 2월 설립 이후,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적 재산권 확
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아래와 같이 총 10건의 특허 등록을 완료 했다.

<지적 재산권(특허) 현황>

No.

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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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No.

발명의 명칭

등록 번호

1

블록체인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

10-2296907

2

블록체인 기반의 IaaS를 포함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

10-2361215

3

블록체인 기반의 PaaS를 포함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

10-2361212

4

블록체인 기반의 SaaS를 포함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

10-2361207

5

블록체인 기반으로 검증된 노드와 비검증된 노드를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

10-2361224

6

마스터 노드를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

10-2361222

7

블록체인 기반의 머신러닝 서비스를 포함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

10-2361217

8

블록체인 기반으로 머신러닝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제공 방법 및 시스템

10-2361221

9

IPFS(Inter Planetary File System) 기반의 분산 클라우드 저장소를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 클
라우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

10-2392739

10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

10-2391469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육성하고 연구개발 활동 수행을 하
여 원천기술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확인제도 심사를 통해서 기술혁신성
및 사업 성장성을 인정받아 혁신성장유형으로서의 벤처기업 인증도 획득하였으며, AI
기반 데이터 자동 분석 및 개발 플랫폼인 DCS v1.0은 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종
합적인 시험을 통한 품질 검사를 거쳐서 GS인증 1등급을 획득하였다. 주요 인증 현황
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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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증 현황>

No.

인증 종류

구분

1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GS인증 1등급

2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서

우수(T-4)

3

벤처기업확인서

혁신성장유형

4

저작권 등록증

DCS(디씨에스) v1.0

5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제2021111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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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적 고려사항
1. 본 백서는 잠재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에이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
이콘 토큰(AICO)의 구매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식, 증권, 혹은 기업의 자산이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기업의 판매나 구매, 제공, 혹은
요청을 구성하지 않는다.
2. 본 백서는 에이콘의 비즈니스 목적과 에이콘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인 동시에 블록
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솔루션 제공의 접근 방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
되었으며, 본 백서에 담겨 있는 모든 정보는 언제든지 수정, 추가 및 보완 될 수 있다.
3. 다음의 정보는 포괄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적 관계에 관한 어떠한 요소도 포
함되지 않는다.

4. 에이콘 플랫폼 비즈니스의 운영 주체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에서 허용하는 최
대한도 내에서, 그리고 본 백서와 관련된 모든 경우에 귀하의 어떤 종류의 손실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손실은 재정적 또는 비재정적 손실을 포함한다. 이는 매출, 소
득, 이익, 권리, 명성 또는 데이터의 손실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손실을 의미하며, 손
실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5. 에이콘 플랫폼과 에이콘 토큰(AICO)는 어떠한 범위 내에서도 담보로 여겨지지 않
으며, 본 백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투자서나 문서로 제공될 수 없으며 유가증권, 증권
투자 및 투자자 모집 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6. 에이콘 토큰 구매자는 구매하기 전에 에이콘 토큰 및 에이콘과 관련된 백서의 모
든 정보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서와 관련된 모든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평가해야 한다. 재단의 재무상태, 비즈니스 전략, 계획 및 잠재력에 관한 모
든 내용은 미래지향적인 내용이며, 재단이나 이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 혹은 그 어떤
사람도 실제 미래의 결과, 성과 및 기업의 성취에 관해 보증 및 책임지지 않는다.
7. 본 백서의 내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지역의 경우 내용 전체 혹은 일부의 복제,
수정 및 배포되어서는 안 된다. 본 백서의 내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지역의
사람들이 본 백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 그러한 투자는 본인이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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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한 것으로서 재단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본 백서에서 정의하는 에이콘 토큰은 채권, 주식, 증권, 옵션, 파생상품 등의 금융
투자 상품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에이콘 토큰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 이자 등의 소득 및 수익을 보장 않는다. 또한 에
이콘 토큰 구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에이콘 토큰의 구매 행위를 투자 및 수익창출을
위한 행위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누구도 투자수익 및 이자 등의 금융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체로 이해하거나 인식하여서도 안 된다.
9. 본 백서는 에이콘 프로젝트가 추진하는 사업의 무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서
비스 제공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일정의 지연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책임 지지 않으며,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0. 본 백서는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계획의 실현을 기초로 하여 작
성하였다. 단, 이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백서의 내용이 향후 개발 완료된 서비스의 무
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11. 본 백서의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 재무, 회계, 세무 등의 자문 등으로 해석
될 수 없으며, 에이콘 토큰을 구매 및 사용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별, 지역별 정책과 법
률에 의거하여 별도의 법률, 재무, 회계, 세무 등의 처분이 발생할 수 있다. 구매 및 사
용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으나, 재단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책
임 지지 않는다.
12. 제3자로부터의 시스템 공격,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 사유 등 에이콘 프로젝트가
의도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생태계의 조성이 지연되거나, 그 밖에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구매자의 개인 키(Key) 분실 및 유출로 인한 구매자의 리스크에 대해
재단은 책임지지 않는다.
13. 에이콘 토큰 가치의 하락, 시장 환경의 변화, 불확실성, 정치적 리스크 및 경쟁사
와의 경쟁 등을 포함한 모든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이로 인해 에이콘 프로젝트
의 개발이 중단되거나, 서비스 방향 및 향후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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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단은 생태계의 운영 정책과 운영의 중단을 포함한 모든 결정 사항에 대하여 타
인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하지 않으며, 모든 의사결정은 재단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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