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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블록체인을 위한 플랫폼 플레이어

블로코는 기존 데이터베이스(DB)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술을 찾던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이 블록체인에 매료되어 2014년에 설립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자체가 원유가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블로코는 모두에게 평등한 정보가 주어지고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블록체인의 대중화, 

모두의 블록체인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신뢰하고 검증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블로코는 아르고 메인넷을 런칭한 후로도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힘쓰고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기업과 개인이 원하는 맞춤 맞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데이터의 민주화,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위해 블로코가 앞장 서겠습니다.



블로코의 상징적 숫자

고객사 개50
트랜잭션 수 TX572,792+

초당 처리 트랜잭션 TPS8,443+

메인넷 커밋(오픈 소스 기여도) 번2,619

메인넷 업데이트 번72

메인넷 BP 수 개13

블로코와 함께하는 엔터프라이즈 기업 개15

상용화 프로젝트 수 번13

블록 생성 수

개55,975,235+



블로코는 전략 제품 개발에 주력하기 위해 플랫폼 스튜디오와 서비스 스튜디오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고객의 관점으로 일원화한 것입니다. 고객이 더 접근하기 쉽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PaaS, SaaS 

비즈니스로 최적화했습니다.

블로코와 사람들

메인넷 팀

엔터프라이즈 팀

플랫폼기획 팀

DevOps

대표이사
CEO 상임고문 Executive Advisor

김원범

김종환

플랫폼 스튜디오 서비스 스튜디오 마케팅본부 지원본부

CTO 박헌영

핀테크 팀

서비스개발 팀

전자문서 팀

사업기획 팀

COO 박성원

마케팅 팀

플랫폼사업 팀

글로벌사업  팀

CMO 신재혁

경영지원 팀

재무회계 팀

CFO 성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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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설립된 블로코는 기업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2월 ‘블로코’ 설립

· 블록체인 검색엔진 ‘워치’ 런칭

·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COINSTACK 1.0 출시

· COINSTACK 2.0 업그레이드

· 블록체인 전문 연구소 설립

·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인증 및 분산 파일 시스템 상용화

· 아르고 재단과의 기술적 / 전략적 제휴

· AERGO Enterprise 출시

· Gartner Blockchain PaaS Player 2회 선정

· 스테이블 코인 AERGO Gem 개발

· 인증솔루션 COINSTACK OpenKeyChain 출시

· 시점확인 솔루션 COINSTACK Stamping 출시

· 국내 최초의 GS 인증 블록체인 플랫폼 COINSTACK 3.0 출시

· Gartner ‘Market Guide for Blockchain Platforms’ 
   대표 벤더사로 선정

· 블록체인 기반 통합인증 솔루션 COINSTACK SignOn 출시

· 상용화 사례 세계 최다 보유

· 전자결재·계약 서비스 인스트싸인 개발

· 기업용 PaaS 서비스 옵실로 개발 착수 (2021출시)

블로코의 역사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2020

· AERGO HUB 베타 오픈

· AERGO HUB 1.0 런칭 (2021 상반기)

· DTT 얼라이언스 상용화 (2021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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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코의 강점

대표이사 

설립일

사업분야

임직원수

웹사이트

주소

대표번호

CI

김원범

2014. 12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및 유통,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45명 (2021. 1월 기준)

blocko.io

경기도 성남시 성남대로331번길 8 킨스타워 16층

031-8016-6253

○  자체 블록체인 엔진 및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개발 및 상용화

○  임직원의 60%+ 가 개발자, 엔지니어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춤

         블록체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보적인 강점

         성능, 안정성, 개발 편의성, 관리 툴을 지속적으로 개발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  컨설팅, 구축, 시범사업과 상용화까지 성공한 케이스 최다 

○  고객 요구에 부응한 높은 기술 수준과 편의성을 갖춘 블록체인 플랫폼

○  Gartner가 인정한 블록체인 기업

         AWS, IBM과 함께 블록체인 PaaS 부문에 선정

         Hype Cycle of Blockchain Technologies 2019와 Market Guide에 동시 등재된 경우는 

        세계적으로 드문 케이스

국내 최다 사례 보유, 글로벌에서 인정받은 실력

한눈에 보는 블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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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O 
PRODUCT
AERGO Enterprise  |  AERGO Hybrid TSA  |  OPSILO  |  블록체인 솔루션과 서비스



아르고 엔터프라이즈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블록체인의 도입부터 데이터 처리, 운영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비즈니스 운용 가능성을 최우선 목표로 실질적인 블록체인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관리 도구를 제공합니다.

AERGO Enterprise

데이터 고속처리 최적화

블록체인 인프라 상에서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상 가능

기업 Compliance 
요구 수준의 보안성

체계적 운영·관리 도구 개발 편의성 향상

실질 비즈니스 수행이 가능한 

TPS 확보 가능

13,000 TPS

7,000 TPS

TX Smart
Contract

데이터

기업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데이터 암호화

다양한 구축 형태 지원

Web 기반 독립형 GUI Tool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인프라 활용 가능

개발 전 과정에 필요한
개발환경 및 도구 제공

개발, 테스트, 배포 전 과정 지원

통신

노드 접속 TLS 암호화 적용

권한

블록 생성, 노드 참여, 트랜잭션 권한 설정네트워크 운영에 적합한 

Raft 합의 알고리즘 적용

리더 노드를 기반으로 합의

SPoF 발생 가능성 제거

거래 완결성 및 안정성 보장

Cloud On-Premise

AWS Open
Stack

VM
Ware

통합
개발
환경
(IDE)

SDK

Wallet / CLI

SHIP (Package mgmt)

ATHENA
(ATOM IDE Plug-in)

B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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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GO Hybrid TSA는 블록체인 기반 시점확인 솔루션으로 각종 주요 데이터 및 문서의 생성 및 

계약 시점을 기록하여 원본에 대한 위·변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AERGO Hybrid TSA

문서 원본 증명 및 위변조 방지

블록체인 기반의 TSA와

데이터/문서 이력 관리를 통한 신뢰성 제공

· 문서 또는 데이터의 생성부터 수정 및 배포까지의 

   데이터 흐름 정보 등을 블록체인에 관리함으로서

   보다 투명한 데이터 이력 관리가 가능함

· 위변조 불가능한 이력 관리로 전자문서의 

   부정사용 방지함

데이터 유통(배포) 이력관리

· 블록체인 기반 시점확인 시스템임

· 블록체인의 트랜잭션과 Smart Contract, 

   StateDB를 활용

· 위변조 불가능한 고신뢰 TSA 솔루션임

· RFC3161 규격 충족함

블록체인 TSA 활용

· 문서의 hash값/전자서명/시점 등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함으로서 

   문서 수요자에게 신뢰성을 제공함

·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전자문서 시점확인 기준 충족

· RFC3280과 KISA 공인인증서 규격 충족함

· 생성된 문서의 hash값을 공인인증서로 

   서명 후 블록체인에 관련 내용 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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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code. 코딩만 하면 OPSILO가 빠르게 배포합니다. 

옵실로는 블록체인을 쉽게 사용하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백엔드 서비스입니다. 코딩에만 전념하세요!
OPSILO
프로젝트명 AERGO HUB

Computing

Deployment

Auto Scaling

Platform Service

CLOUD  |  IDC  |  HOSTING

Deploy App Rapidly
with Server-less Computing

Develop Integration Host

Utilize
Blockchain Features

TSA Auth Sign

3rd Party Add-ons

Micro Service

Persistent Layer

RDBMS Blockchain DB

Mai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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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환경에 맞는 최적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국내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요구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구매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솔루션

e-Voting e-ID e-Tracking

투명한 투표 시스템 구축

암호화폐를 통한 보상

기존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다양한 인증 방식 제공 및 

블록체인 서비스 도입 위한 기반 마련

활용 범위

설문

문자 투표 등

특징

모바일 키스토어 사용

다중선택, 객관식, 주관식 항목 가능

다양한 클라이언트

다양한 설치 옵션

개인정보 제공 레벨 지정

고객군

방송국

투표가 필요한 기업·기관 등

여론조사 업체 등

활용 범위

O2O 서비스

비대면 인증

타 블록체인 서비스 활용 위한 게이트웨이

특징

통합 로그인(SSO), 생체정보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의 인증 체계 연동 가능

고객군

O2O 서비스 기업

금융권

종이 서류 기반으로 진행되는 
물류/SCM 분야 paperless로 전환. 

물류 흐름 전반에 대한 정보 보관

활용 범위

물류/유통

의료/제약

특징

기존 유통 시스템에 적용해 선적 정보, 

유통 환경 등 다양한 정보 기록

고객군

글로벌 제조사

해운 물류 기업

제약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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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고젬은 아르고 메인넷 기반의 스테이블 토큰 서비스로, 특정 통화에 준하여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분산 리워드 서비스입니다. 아르고젬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나 기업이 리워드 인프라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으며, 운영 중인 포인트의 확장성을 고민하는 기업이나 지역화폐의 발행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도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서비스 _ AERGO Gem

적용 사례 광고플랫폼 비트리는 파트너 게임사의 엔드유저(사용자)에게 리워드 포인트를 ‘아르고젬’으로 지급하고, 

사용자는 수령한 아르고젬을 비트레이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아르고ERC20로 전환 및 원화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블로코는 아르고젬 발행 및 유통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아르고젬과 아르고ERC20의 스왑 서비스 및 환율정보 또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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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고라이트는 SQLite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이용해 특정 테이블 내용을 

공유하거나 백업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IoT 인프라 구축에 용이합니다.
블록체인 서비스 _ AERGO Lite

AERGO와 AERGO Lite 비교

AERGO

AERGO Lite 강점

Interface (web, tcp/ip)

P2P (Gossip Protocol)

Consensus (DPoS, LPoA)

Smart Contract (Lua, SQL) TX Generator

P2P 
(Gossip Protocol)

Consensus
(Raft)

Key-Value
Storage

AERGO Lite

SQ LiteAERGO

Lib. API

SQL Parser

SQL Executor

RDB

RDB

사용하던 SQLite와 완벽한 통합

최적화된 개발을 위한

SQLite 기반 SQL 지원

데이터 동기화 별도 구현없이

강력한 데이터 동기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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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S
& PARTNERS
고객  |  파트너



블로코는 국대 최다 규모 레퍼런스를 갖춘  블록체인 전문 기업입니다. 블록체인으로 데이터에 

신뢰(Trust)를 더해, 갇혀있던 데이터에서 가치를 입히고자 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개인간, 기업간, 정부간에 

투명하게 공유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계없는 ‘파괴적 협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객

ENTERPRISE PUBLIC SERVICES

FINAN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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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코는 인프라 (클라우드, 네트워크) 부터 컨설팅, 리셀링, 구축까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서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PARTNERS

① ISV/IHV : ISV 및 IHV 사업자가 ‘아르고 엔터프라이즈’를 기반으로 

     자사의 상품을 개발, 테스트, 구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② 컨설팅 및 SI 사업자가 ‘아르고 엔터프라이즈’를 기반으로 

     고객사의 서비스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구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③ 국내외 리셀러가 ‘아르고 엔터프라이즈’ 및 기반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공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블로코의 파트너 프로그램은 총 3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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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코는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디앱(DApp) 리스팅을 위한 기술컨설팅을 담당합니다.DApp

블로코는 블록체인 1세대 기업으로 삼성 SDS와 협업하며 넥스레저 개발에도 협력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와 블록체인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블로코는 삼성 블록체인 월렛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업입니다. 삼성 블록체인 개발 그룹과 블로코는 다자간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 디앱(DApp) 제휴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블로코는 국내 블록체인 1세대로써 그동안의 경험과 네트워크 및 파트너들을 활용하여 

삼성 블록체인 월렛 사용자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탁월한 디앱(DApp)을 발굴하고 개발을 지원합니다.

블로코는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GS 인증을 받았습니다. 

디앱(DApp)은 4차 산업을 이끌어 나갈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체감하기 힘든 점 때문에 

암호화폐에만 집중되어 대중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달 되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디앱(DApp)이 나온다면 그 저변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블로코와 디앱(DApp)

삼성 블록체인 월렛

삼성 블록체인 월렛은 삼성에서 제조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관리할 수 있는 암호화폐 가상지갑입니다.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TEE)와 삼성 Knox의 강력한 보안 기술로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환경에서 삼성 블록체인 월렛 사용자들은 디앱(DApp)을 활용하여 

금융, 게임, 생산성 등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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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미디어 하이라이트



기사로 보는 블로코의 발자국

미디어 하이라이트

블로코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로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                               CCTV뉴스

블록체인으로 위·변조 확인… 블로코, 전자계약 서비스 출시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 장벽 허물고 파괴적 협력 이뤄야 해”                       매일경제

탈많은 선거, 블록체인 만나면 비용 줄고 효율은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김원범 블로코 대표 “새해 DID 시장 진출, 해외에 블록체인 플랫폼 이식”                            전자신문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위한 ‘블록체인 투표’ 활용법                                매일경제

“블록체인, 기업 애플리케이션으로”, 블로코가 CMO를 선임한 이유                             디지털데일리 

블로코, ‘가트너 IT 심포지엄/엑스포 2019’ 참가                                 디지털타임스

블로코, 삼성전자 출신 신재혁 CMO 영입…글로벌 공략나서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그룹, 블록체인 보안 ‘페이퍼리스’ 가동                         헤럴드경제

블로코 “신원인증·문서관리…삼성·현대가 반한 블록체인 서비스”                        한국경제

블로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지디넷코리아

블로코, 블록체인 플랫폼 ‘아르고 엔터프라이즈 v2.0’, GS 인증 획득                                     전자신문

‘전자문서 시장’ 개화한다…15개 기업체 뭉친 ‘DTT 얼라이언스’ 출범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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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12
https://www.fnnews.com/news/202004121819277556
https://www.blocko.io/media/%EB%B8%94%EB%A1%9D%EC%B2%B4%EC%9D%B8-%EA%B8%B0%EC%88%A0%EB%A1%9C-%EB%8D%B0%EC%9D%B4%ED%84%B0-%EC%9E%A5%EB%B2%BD-%ED%97%88%EB%AC%BC%EA%B3%A0-%ED%8C%8C%EA%B4%B4%EC%A0%81-%ED%98%91%EB%A0%A5-%EC%9D%B4/
https://www.fnnews.com/news/202004151733348563
https://www.blocko.io/media/%EC%98%A4%EB%8A%98%EC%9D%98-ceo%EA%B9%80%EC%9B%90%EB%B2%94-%EB%B8%94%EB%A1%9C%EC%BD%94-%EB%8C%80%ED%91%9C-%EC%83%88%ED%95%B4-did-%EC%8B%9C%EC%9E%A5-%EC%A7%84%EC%B6%9C-%ED%95%B4%EC%99%B8%EC%97%90/
https://www.blocko.io/media/%ED%88%AC%EB%AA%85%EC%84%B1%EA%B3%BC-%EC%8B%A0%EB%A2%B0%EC%84%B1-%ED%99%95%EB%B3%B4-%EC%9C%84%ED%95%9C-%EB%B8%94%EB%A1%9D%EC%B2%B4%EC%9D%B8-%ED%88%AC%ED%91%9C-%ED%99%9C%EC%9A%A9%EB%B2%95/
https://www.blocko.io/media/%EB%B8%94%EB%A1%9D%EC%B2%B4%EC%9D%B8-%EA%B8%B0%EC%97%85-%EC%95%A0%ED%94%8C%EB%A6%AC%EC%BC%80%EC%9D%B4%EC%85%98%EC%9C%BC%EB%A1%9C-%EB%A7%8C%EB%93%A4%EC%96%B4%EC%95%BC-%EB%B8%94%EB%A1%9C%EC%BD%94/
https://www.blocko.io/media/%EB%B8%94%EB%A1%9C%EC%BD%94-%EA%B0%80%ED%8A%B8%EB%84%88-it-%EC%8B%AC%ED%8F%AC%EC%A7%80%EC%97%84-%EC%97%91%EC%8A%A4%ED%8F%AC-2019-%EC%B0%B8%EA%B0%80/
https://www.blocko.io/media/%EB%B8%94%EB%A1%9C%EC%BD%94-%EC%82%BC%EC%84%B1%EC%A0%84%EC%9E%90-%EC%B6%9C%EC%8B%A0-%EC%8B%A0%EC%9E%AC%ED%98%81-cmo-%EC%98%81%EC%9E%85%EA%B8%80%EB%A1%9C%EB%B2%8C-%EA%B3%B5%EB%9E%B5%EB%82%9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611000414
https://www.blocko.io/media/%EB%B8%94%EB%A1%9C%EC%BD%94-%EC%8B%A0%EC%9B%90%EC%9D%B8%EC%A6%9D%C2%B7%EB%AC%B8%EC%84%9C%EA%B4%80%EB%A6%AC%EC%82%BC%EC%84%B1%C2%B7%ED%98%84%EB%8C%80%E8%BB%8A%EA%B0%80-%EB%B0%98%ED%95%9C/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181109141241
https://www.blocko.io/media/%EB%B8%94%EB%A1%9C%EC%BD%94-%EB%B8%94%EB%A1%9D%EC%B2%B4%EC%9D%B8-%ED%94%8C%EB%9E%AB%ED%8F%BC-%EC%95%84%EB%A5%B4%EA%B3%A0-%EC%97%94%ED%84%B0%ED%94%84%EB%9D%BC%EC%9D%B4%EC%A6%88-v2-0-gs-%EC%9D%B8/
https://www.blocko.io/media/%EC%A0%84%EC%9E%90%EB%AC%B8%EC%84%9C-%EC%8B%9C%EC%9E%A5-%EA%B0%9C%ED%99%94%ED%95%9C%EB%8B%A4-15%EA%B0%9C-%EA%B8%B0%EC%97%85%EC%B2%B4-%EB%AD%89%EC%B9%9C-dtt-%EC%96%BC%EB%9D%BC%EC%9D%B4%EC%96%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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