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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12월 블로코 법인 설립

국내 최초 블록체인 검색엔진 ‘워치’ 런칭

국내 최초 블록체인 서비스 레퍼런스 확보

COINSTACK 2.0 업그레이드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COINSTACK 출시

Startup Bootcamp Fintech Singapore 한국 대표 선정

신한퓨쳐스랩 1기 최우수 업체 선정

Samsung Ventures로부터 시리즈 A 펀딩 유치

세계 최초 제1금융권 블록체인 서비스 상용화

아시아 최초 블록체인 기반 장외주식시스템 상용화

인증솔루션 COINSTACK OpenKeyChain 출시

시점확인 솔루션 COINSTACK Stamping 출시

세계 최초 블록체인 솔루션 ISO 국제표준 인증 (GS 인증)

인터베스트, 원익, 대성으로부터 30억 투자 유치

Singapore Fintech Awards 글로벌 경쟁 부문 대상 수상

국내 기업 최초 Swiss Kickstart Accelerator Top 10

금융결제원 우수 협력업체상 수상

블록체인 전문 연구소 설립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인증 및 분산 파일 시스템 상용화

인터베스트, 원익, 대성, 포스코 등으로부터 95억 투자 유치

Gartner ‘Market Guide for Blockchain Platforms’ 대표 벤더사로 선정

제6회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디지털부문 최우수상 수상

블록체인 기반 통합인증 솔루션 COINSTACK SignOn 출시

상용화 사례 세계 최다 보유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LB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90억 규모 투자 유치

Gartner ‘Blockchain PaaS Player’로 2회 선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최 코리아핀테크위크 성장상 수상

아르고 재단과의 기술적·전략적 제휴

4세대 블록체인 AERGO Enterprise 출시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블록체인 기반 전자 결재·계약 서비스 개발

분산신원확인(DID)과 커스터디(가상자산 위·수탁) 서비스 개발

삼성 블록체인 월렛 연동 디앱 소싱 파트너 체결

AERGO Enterprise 2.0 GS 인증 획득

블록체인 기반 시점확인 및 데이터 검증 연합체 DTT Alliance 출범

블록체인 MSP(Managed Service Provider) 기업으로의 전환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서비스 Pikkle 출시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 전자문서 솔루션 DocuSign의 공식 리셀러 파트너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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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싱가폴 핀테크어워즈 
글로벌 경쟁부문 대상

2019 코리아 핀테크어워즈 
우수핀테크기업 선정

2015 신한퓨쳐스랩 최우수업체 선정

2016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2017 스위스 킥스타트 
엑셀러레이터 Top10

2018 더인베스터스 초이스
 스타트업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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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실제 활용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력

Platform
as a 

Service 

SaaS

Software
as a 

Service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 필수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고가용성의 블록체인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 이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플랫폼

블록체인을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블록체인 관리 툴

AEM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

AERGO Enterprise

공개형 블록체인 오픈소스 + 자체 메인넷

AERGO Opensource

JDBC SQL Compatibility

어려운 블록체인 앱 개발을 쉽게, 
누구나 블록체인 개발자로

블록체인 DB를 일반 데이터베이스처럼 
접근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공개형 블록체인을 위한 
고성능 합의 알고리즘

기업형 블록체인 환경에 최적화된 
고가용성 합의 알고리즘

DPOS/RAFT Hybrid Consensus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기술 개발

Merkle Bridge

컨테이너 기반 블록체인 배포 관리 도구

Blockchain Container

Pikkle

전자 투표
투표 생성은 웹으로, 

투표 참여는 앱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전자 문서 시점 확인
간단한 플러그인 설치 후 PDF문서에

타임스탬프를 받아 
원본확인이 가능한 서비스

DTT / TSA

토큰 발행
다양한 ERC표준에 호환되는 

토큰 발행 관리 도구

분산 신원 인증
ISO, W3C 규격에 적합한 서비스

OATP

DID

이더리움 디앱 실행 환경

EVM

비트코인 엔진 기반의 개발 환경

BTCD

Coinstack

AERGO

기술 체계



아르고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기초 프레임워크를 뛰어넘어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확장성을 

모두 고려한 구축 방법을 제시하고 안정된 운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르고 엔터프라이즈 v2.0 (AERGO Enterprise v2.0)

주식회사 블로코

·아르고 엔터프라이즈 v2.0 노드SW
   :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 (최소 SW 3카피 이상)

·아르고 엔터프라이즈 v2.0 매니저SW
   : 블록체인 관리 및 배포 (Admin) 

·아르고 엔터프라이즈 v2.0 SDK & IDE
   : 블록체인 연계 및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툴

제품명

제조사

제품구성

제품특징

·국내 最多 실적, GS인증을 받은 프라이빗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 제품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합한 Permissioned 대표자 

   기반 합의 알고리즘 및 관리/권한 통제 기능 제공

아르고 엔터프라이즈 주요 구축 사례

한국예탁결제원
STO플랫폼

국민건강보험공단
DID인증체계

현대모비스
부품이력관리

기술보증기금
전자약정

현대글로비스
중고차서비스

한국은행
소액결제

신뢰성

· 블록이 한번 생성되면 완결성이 변경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합의 알고리즘 제공

· 트랜잭션 데이터를 블록 컨펌 블록 기록까지 

   저장하여 데이터 유실 방지 보장

· 블록체인 노드 강제종료에 대비한 트랜잭션 

   스냅샷 기능

안정성

· 국내 最多 구축 실적과 GS 1등급 인증을 통해

   검증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 (2021)

· 검증된 합의알고리즘 기술인 RAFT 기반

   대표자 선출 합의알고리즘을 통해 가용성,

   단일장애점 상황을 방지, 비정상거래를    

   자동으로 제외

효율성

· 다양한 구축형태, App개발 지원, 통합 개발환경 

   제공

· 블록체인 매니저 (AEM, AERGO Enterprise)를

   통해 블록체인 상태관리, 노드서버 배포 및 삭제,

   관리자별 권한관리, 트랜잭션 스캔 제공을 통해

   효율적 블록체인 네트워크 관리 가능

성능

· 공인 SW 시험인증기관을 통한 검증된 성능결과

· 서비스 전체 테스트 현대기아차 중고차거래  

   서비스 : 1,575 쓰기 / 1,830 읽기

· 블록체인 플랫폼만 테스트

   (AEM : AERGO Enterprise Manager) 

   : 3,738 TPS 쓰기 / 3,885 읽기

아르고 엔터프라이즈 주요 기능



블록체인 기술 전문 MSP 기업 블로코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의 SaaS 전자문서 솔루션, DocuSign의 국내 리셀러 권한을 가진 파트너 

입니다. 블로코는 국내 기업들이 DocuSign을 통해 계약서 준비, 작성, 수행, 관리 전 과정을 자동화 및 간편화하고 비용과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 전문가 엔지니어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DocuSign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사용해 보세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 약 100만 개의 글로벌 기업이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DocuSign 으로 서명합니다.

유사품은 그만! 귀사의 서명은 무엇인가요?  

블로코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는 DocuSign의 Original Benefits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편함을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기본 전자서명 기능 Standard 의 모든 기능 Business Pro 의 모든 기능

모든 기기에서 대면, 비대면 서명 지원 브랜드 로고 1개 삽입 가능 브랜드 로고 5개 삽입 가능

+ + +

인감 및 도장 관리 서명자 파일 첨부 가능 SMS, 통화 인증 가능
(1인당 연 100회)

연간 최대 100개의 문자 발송 대량 전송 가능

SSO 관리
(사용자 이름, 암호 관리, 데이터 보호 강화)

다양한 업로드 저장소
(Dropbox, Google 드라이브, Onedrive 등)

파워폼(PowerForm) 기능 제공
(링크 하나만으로 문서 액세스 가능)

템플릿 잠금 기능

Docusign 모바일 앱 활용 가능 전자서명 기반 원스텝 지불 주소록 접근 제한 기능

태그, 템플릿 생성 및 사용 가능 개발자 전용 샌드박스(sandbox) 제공 비밀번호 정책관리

문서 수신, 서명 상태 추적 및 기록 350개 이상 플랫폼 연동 API 제공 관리자권한 강화

발신자-서명자의 의견, 질문, 답변을 
문서 내 게시 가능

350개 이상 플랫폼 연동 API 제공
(+customizing 가능)

Standard Business Pro Enterprise Pro

보안 문제오류, 복제 발생느린 처리 속도 문서 분실 및 훼손높은 비용

자동 약식 필드 인식 기술로 서명할 문서를 신속하게 준비 

가능하며 템플릿이나 대량 전송기능으로 작업시간 단축 가능   

언제 어디서나, 시간 및 비용 절감

강력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법원 허용 가능 인증 

모듈 자동 생성, 전 세계 디지털 서명 데이터 법률 준수

법적 효력 인정

Google, Microsoft, Salesforce, Workday 등 

350개 이상 플랫폼의 API 연동으로 빠르게 서명 가능

다양한 API 연동

세계 180여 개국이 사용하는 글로벌 서비스로 44개의 언어를 

지원하여 국내외 다방면으로 계약 체결 가능

글로벌 비즈니스 가능

DocuSign과 함께라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바뀔 수 있습니다.



투표도 이제 SaaS 하세요! 

Pikkle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투표 서비스 앱 입니다.

Pikkle을 통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퍼블릭으로 또는 프라이빗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Pikkle은 48년 역사의 한국방송대상이 역대 최초로 시청자 투표를 실시할 때 선택한 서비스입니다. 아시아부터 남미까지 전 세계의 드라마 

팬들이 참여하는 서울드라마어워즈의 글로벌 투표도 Pikkle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방송대상에서 190만 표, 서울드라마어워즈에서 

620만 표가 투표 되었고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팬들이 실시간으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규모  글로벌 투표

Pikkle은 모든 투표마다 투표 선택 정보를 퍼블릭 블록체인 AERGO에 저장합니다.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모든 투표 정보는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고 암호화하여 투표자 본인은 자신의 선택이 정확하게 기록되고(Cast-as-Intended), 반영되었음(Counted-as-Cast)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제 3자가 투표정보를 엿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Pikkle은 완성된 블록체인의 개념을 실제로 적용하여 전세계 30여개 국에서 발생한 

810만개 활동(투표)의 무결성을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블록체인과 투표

국내 앱 설치

15만
다운로드

글로벌 앱 설치

36만
다운로드

최다 득표 수

232만
표

Do you Pikkle? I Pikkle!
투표란 매일 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이며,

한 번의 투표 진행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을 번거롭게 구축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투표를 진행할 수는 없을까요?

Pikkle은 고객에게 맞춤형 투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웹 기반 어드민으로 누구나 쉽게 투표 생성 가능

· 복잡한 절차없이 편리한 인증으로 투표 참여 가능

· 투표에 따라 프라이빗하게 또는 퍼블릭으로 투표 생성 가능

· 모든 투표 기록이 블록체인에 자동 저장되어 투명한 결과 보장

고객의 Pick이 알고싶다면? Pikkle 하세요!

총학생회 선거 등 투표를 

쉽고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 대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총회,

재개발 찬반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단체

주민참여 제안사업 등 투표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싶은 공공기관

대국민심사가 이루어지는

공모전

방송프로그램, 시상식,

페스티벌

마케팅에 활용 가능한

고객 선호도 조사



DTT는 Decentralized Trusted Timestamping의 약자로 탈중앙화된 신뢰 기반의 시점확인을 의미합니다. DTT 얼라이언스는 블록체인 

기반 시점확인 및 데이터 검증을 위한 연합으로 블록체인 전문 기술기업 블로코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20 여개 기업들이 모인 

연합입니다. 이 컨소시움에는 클라우드, SI(System Integrator), 블록체인, 전자문서, 문화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국내외 선두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DTT 얼라이언스는 기존의 사회적 규제와 한계를 뛰어 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TTP)만 TSA를 발급할 

수 있었는데 전자서명법 개정과 공인인증서의 폐기에 따라 DTT 얼라이언스의 컨소시엄 내에서 얻어진 신뢰성을 바탕으로 각자 

시점확인서비스 제공자가 됩니다.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 발급 이력을 남기게 됩니다.

DTT 얼라이언스의 특징

DTT 얼라이언스는 전자문서에 대한 타임스탬프를 위한 블록체인으로 DTT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이 직접 노드로 참여하는 DTT 얼라이언스 

블록체인을 구성했습니다. DTT Alliance blockchain scan(https://scan.dttalliance.co.kr)에서 블록, 트랜잭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 DTT 얼라이언스의 회원사 중 하나인 Xangle과 협업해서 런칭한 DTT-Xangle(https://xangle.dttalliance.co.kr) 원본확인 

서비스에서 블록체인에 데이터 해시를 저장하고 검증하는 데에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DTT 얼라이언스의 활용 사례

DTT 얼라이언스에서 활용하는 블록체인은 컨소시엄 체인입니다. 고성능, 고품질, 완결성을 갖고 대국민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는 컨소시엄 체인으로 구성합니다.

DTT 얼라이언스 아키텍처

합리적인 비용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대비

50~100배 저렴

보안성 강화
지정된 기술이 아닌 

우리 회사에 최적화된 기술 선택

탈중앙화 (분산)
휴먼 에러를 없앨 수 있는 
합의된 탈중앙화 시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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