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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Highlights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업 상장 도전 

블로코는 2014년 설립된 1세대 블록체인 SW 개발 전문 기업이다. 설립 이후 블록

체인의 비즈니스 도입 목적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 주요 사업은 1) 기업의 블록체인 

도입을 돕는 MSP(Managed Service Provider), 2)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SaaS(Software-as-a-Service)로 NFT 및 STO 플랫폼, 전자투표 등을 운영한다. 

블로코는 순수 블록체인 기업 중 최초로 국내 증시 상장에 도전한다. 2021년 한국

기업데이터에서 실시한 모의 기술성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코스닥 기술특례상

장 요건에 해당되며, 목표 IPO 시기는 2023~24년 중으로 파악된다.  

 

블록체인 비즈니스 활용을 위한 MSP 최강자 

블로코는 블록체인 상용화 기술의 선도 기업이다. 국내 최다 블록체인 구축 사례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MSP로서의 선도 기업 입지를 다졌다.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신

한금융지주, 두산, 롯데, 예탁결제원 등 다수의 고객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MSP 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아온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블록체인 응용 솔

루션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이더리움 표준인 ERC20 프로토콜 뿐 아니라 NFT를 

위한 ERC721, STO를 위한 ERC1404와 호환되는 토큰 발행 솔루션을 보유 중이다. 

주요 서비스로 1) STO 플랫폼, 2) NFT 플랫폼, 3) 전자 투표가 있다. 

 

검증된 기술력, 웹3.0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보유 

웹3.0 시대 도래 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금융과 IT를 비롯해 

대부분의 산업에서 블록체인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내재화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 투입이 전제된다. 이는 블록체인 MSP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

인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선점한 기업은 성장의 과실을 가져오기 쉽다.  

블로코는 1세대 블록체인 기업 중 다양한 상용화 기술, 사례 경험을 갖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블록체인 사업 애로사항 1위는 ‘보유 기술력/인력 부족’이다. 대부분

의 기업들은 MSP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준비한다. NFT와 STO 등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과 기업이 증가할수록 블로코의 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블로코의 주요 서비스들은 연동, 확장성과 편의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웹3.0을 

준비하는 다수의 기업은 블록체인 전문성을 확보한 기업과 협업을 원한다. 블로코

의 강점과 기회 요인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2014년부터 블록체인 비즈

니스 도입 기술에 집중한 1

세대 블록체인 기업 

 

국내 최다 블록체인 비즈

니스 구축 사례 보유 

 

블록체인 적용 확대 국면

에서 블로코 가치 상승 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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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블로코 

2014년부터 블록체인에 집중한 1세대 블록체인 기업 

2014년 설립된 1세대 블록체인 SW 개발 전문 기업이다.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 가

능성을 인지하고, 비즈니스 도입 목적의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 주요 사업은 1)기업

의 블록체인 도입을 돕는 MSP(Managed Service Provider) 서비스, 2) 블록체인 기

술을 기반의 자체 SaaS(Software-as-a-Serive)로 NFT 플랫폼, STO 플랫폼, 전자

투표 등을 운영 중이다.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업 상장 도전  

블로코의 누적 투자 유치 규모는 약 285억원이다. 올해 롯데그룹 마케팅 계열사 대

홍기획으로부터 50억원을 투자받았다. 투자 당시 기업가치는 약 880억원 수준이다. 

2014년부터 쌓아온 블록체인 업력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업 최초의 국내 증시 상

장에 도전한다. 2021년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실시한 모의 기술성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요건에 해당되며, 목표 IPO(기업공개) 시기는 

2023~24년 중으로 파악된다.  

 

 

 

 

주요 경영진 

직책 이름 학력 주요 경력 

CEO 김원범 보스턴대학교 컴퓨터공학 전공 클라우드월렛 CEO 
S-Core, 티맥스소프트 선임연구원 

공동대표 김종환 연세대학교 법학 전공 

2019년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 산업
경제 분과 1기 위원 
과기부 ISO 전문 위원 
BTC KOREA COO 

부사장 신재혁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영학 석사 

삼성전자 글로벌세일즈 총괄 부사장 
삼성SDS 마케팅 Senior Director 

부사장 박성훈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전자공학 석사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전략/사업개발 부장 

CTO 서광준 카이스트 전산학 박사 
에비드넷 연구소장 
슈프리마 상무 
ETRI, 다음소프트, NHN TmaxSoft 등 연구원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투자 단계별 투자 금액 및 투자자 

투자 단계 연도 투자액 주요 투자자 

Seed 2015 0.3 스파크랩벤처스 
Series A,A+ 2016~17 50 삼성벤처투자, 인터베스트, 대성창업투자, 원익투자파트너스 
Series B,B+ 2018~19 185 삼성벤처투자, 스파크랩스, 포스코기술투자, 신한은행 등 
전략적 투자 2022 50 대홍기획 

자료: 언론 종합, 신한금융투자 / 단위: 억원 

블록체인 비즈니스 도입 목

적으로 기술 개발해온 1세

대 블록체인 업체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업 

상장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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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및 순이익 추이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주요 연혁 

연도 내용 

2014년 12월 블로코 법인 설립 
2015년 4월 스타트업 부트캠프 핀테크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표 선정 
2015년 5월 국내 최초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코인스택 출시 
2015년 10월 신한 퓨쳐스랩 1기 최우수 업체 선정 (대상) 
2016년 4월 국내 최초 제1금융권 블록체인 기반 대고객 생체 인증 상용화 오픈 
2016년 9월 아시아 최초 KRX 블록체인 기반 장외주식시스템 KSM 상용화 
2016년 12월 코인스택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최초 GS인증 획득(ISO 국제 표준 획득 
2017년 1월 세계 최초 주민 참여 온라인 투표에 스마트컨트랙트 첫 상용화 
2017년 6월 아시아 벤처 캐피털 저널에 국내 10대 핀테크 기업으로 선정 
2017년 8월 스위스 킥스타터 엑설레이터 Top 10 
2017년 11월 싱가포르 ABS 핀테크 어워드 대상 수상 
2018년 2월 홍콩 액센츄어 혁신 연구소 Top 10 
2018년 9월 한국 은행 소액결제 모의 CBDC 사업 수주 
2018년 11월 국토부 블록체인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공급 
2018년 12월 아르고 재단과 기술 파트너쉽 체결 
2019년 5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체 코리아핀테크위크 성장상 수상 
2019년 10월 가트너 블록체인 Top BaaS 플레이어 선정 
2020년 4월 블록체인 기반 전자결재, 전자계약 서비스 개발 
2020년 10월 아르고 엔터프라이즈 2.0 GS 인증 획득 
2020년 11월 블록체인 기반 시점 확인 및 데이터 검증 연합체 DTT 얼라이언스 출범 
2021년 2월 블록체인 MSP(Managed Service Provider) 기업으로의 전환 
2021년 8월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서비스 Pikkle 활용 SDA 대상 투표 개시 
2021년 10월 도큐사인(DocuSing) 공식 리셀러 계약체결 
2021년 12월 코스닥 상장 모의기술평가 A등급 획득 
2022년 4월 Gempay 1.0(가상자산 연동 포인트 결제 시스템) 서비스 출시 
2022년 7월 롯데그룹 NFT 솔루션 공급 협약 체결 
2022년 8월 Silvermine(Aergo 기반 토큰 발행 시스템) 개발 및 론칭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8)

(6)

(4)

(2)

0

2

4

2018 2019 2020 2021

(십억원) 매출액 당기순이익

대표이사 및

공동대표

25.7%

대표이사 외

임직원

0.4%재무투자자

58.7%

기타소액주주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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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시장 분석 

블록체인 이해하기 

블록체인 =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쉽게 정의하면 네트워크의 한 종류이다.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 방식

에서는 서버가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 및 네트워크 운영을 맡고, 클라이언트는 데이

터의 열람만 가능했다. 반면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상의 모든 노드(구성원)가 데이터

를 저장, 관리, 열람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방식이다. 블록을 생성해 토큰을 받는 채

굴자는 네트워크가 작동되도록 관리하는 네트워크 운영자(서버)의 역할을 수행한

다. 토큰은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운영비(서버 운영/관리비)의 개념과 유사하다. 

블록체인의 주요 특징인 안정성, 투명성, 신뢰성, 탈중앙화는 네트워크 구성원 모두

가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다.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 방

식 네트워크는 서버에 대한 신뢰로 작동한다. 서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보안비, 관

리비와 서버에서 가공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클라이언트의 비용 부담이 크다. 

반면 블록체인은 기술에 대한 신뢰로 작동한다. 구성원 모두가 네트워크 운영에 참

여하기에, 구성원 중 일부가 위∙변조를 시도하면 네트워크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네트워크가 공격받거나 일부가 위∙변조를 시도해도 블록체인은 정상적으

로 작동하도록 기술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서버의 운영 기능을 네트워크 내에서 자체적으로 작동하도록 구

현한 알고리즘이다. 예를 들어 은행 시스템에서 A가 B에게 만원을 송금한다. 이 때 

은행 서버는 A의 계좌에 만원 이상의 금액이 있는 지 확인한다. 만원이 있다면 은행 

서버는 A의 송금 요청을 처리한다. 반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송금요청 발생 시, 알고

리즘을 통해 A 계좌의 만원 보유 여부 확인 및 송금 처리를 자동으로 실행한다. 

 

서버-클라이언트 네트워크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비교 

 

자료: 신한금융투자 

블록체인은 기존의 서버-클

라이언트 네트워크를 대체

하는 네트워크의 한 종류  

서버-클라이언트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

인이 서버의 운영 기능을 자

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

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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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주요 특성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 규모 전망 

특징 설명 

투명성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두가 정보를 공유해 투명성 보장 

데이터 수정이 불가능해 거래와 자산 추적이 가능 

신뢰성 블록체인에 기록된 내용은 해시 형태로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체인구조로 연결되어 위·변조로 해킹이 불가능 

안정성 분산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특정 노드가 공격당해도 

네트워크가 중단되지 않고 작동됨 

탈중앙화 

 

참여자들이 직접 검증, 승인, 합의를 통해 관리해 

제 3자(서버)가 필요하지 않음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자료: 삼정KPMG 경제연구원, 신한금융투자 

  

블록체인의 데이터 저장 방식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블록체인을 활용한 프로세스 간소화   

 

자료: LG CNS,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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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DB

-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데이터(검증된 트랜잭션)는 묶여
서 블록으로 기록됨. 이때 채굴자가 신규 블록을 블록 체
인상에 등록함

- 신규 블록은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참조해 자신의 해시값
을 만듦. 즉, 블록 간해시 참조로 체인이 생기는 것. 이는
모든 노드에 똑같이 저장됨

- 체인형 구조로 되어 있어 데이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

정하려는 데이터가 기록된 블록 뒤에 생성된 모든 블록을
바꿔야함

- 즉 블록체인은블록(데이터집합)을 체인(연결)한 DB 네
트워크로 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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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기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분야 중 하나는 중개시장이다. 블록체인

이 중개기관 역할을 대체하는 시장은 고성장이 가능하다. 기존의 소비자는 자산 구

매 시 쇼핑몰, 증권사, 부동산과 같은 중개기관을 거쳐 공급자에게서 자산을 받는다. 

중개기관은 거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소비자, 공급자 각각에 대한 정보를 모

아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블록체인은 중개기관의 필요성을 없애고 P2P 거래를 가능케 한다. 이는 스마트 컨

트랙트 알고리즘으로 중개기관의 운영 기능을 모두 구현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

다. 온라인 쇼핑몰, 은행, 증권, 공인인증기관 등의 존재 없이 결제, 송금 등의 업무 

처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가능해진다. 블록체인 상 모든 데이터는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은 기술적으로 보장된다.  

 

 

 

산업별 블록체인 적용 사례 

산업 적용 사례 

금융 블록체인을 통한 청산결제 중개기관 대체 
 채권발행 프로세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간소화 
 STO(Security Token Offering)을 통한 자산 유동화 
 블록체인을 활용한 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신뢰성 향상 및 비용 감소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간소화 
 DID(Dicentralized Identity) 활용 공인인증 

에너지 개인간 P2P 전력 거래 플랫폼 
 EV 충전 및 공유 플랫폼 
 탄소배출권 등 탄소자산 거래 플랫폼 

제조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및 공정 관리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계약 및 납품 관리 시스템 

패션 패션 상품 유통과정 블록체인 적용 및 모조·위조품 방지 
 NFT를 활용한 패션 디지털 자산 제작 

물류 블록체인 기반 운송 관리 시스템(운송플랫폼, 국제무역플랫폼) 
 국제송금망(SWIFT)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제 결제 
 수출입 통관 및 운송 프로세스 간소화 

음식료 블록체인 기반 유통 시스템을 통한 원산지 추적 

정부 및 공공기관 스마트시티 보안 솔루션 
 블록체인 기반 계약·예산 집행 
 중앙은행 결제 처리 시스템 블록체인 적용 

의료·헬스케어 의약품 유통 시스템 블록체인 적용 
 환자 개인건강기록 블록체인에 기록, 통합의료정보 플랫폼 구축 

스포츠·엔터 NFT 기반 디지털 티켓으로 암표 문제 해결 
 NFT 수집품 제작 및 판매 
 팬 토큰을 통한 팬덤 커뮤니티 구축 

자료: 삼정KPMG 경제연구원, ETRI, 언론 종합, 신한금융투자 

중개기관을 대체해 많은 간

접비용을 제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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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비즈니스 활용 

기업들의 블록체인 적용은 MSP(Managed Service Provider) 활용 

블록체인 시장의 도래는 피해갈 수 없다. 혁신을 대비해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시

장에 진입을 준비 중이다. 삼성그룹은 삼성SDS를 통해 블록체인 도입 플랫폼, 문서 

위·변조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SK는 자

체 블록체인 메인넷 ‘체인제트’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LG, 현대, 한화 등 역시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블록체인 도입 컨설팅, 구축,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MSP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준비한다. 자체 블록체인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블록

체인 기술 내재화 미비, 인력 부족으로 MSP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부조사에 따르

면 블록체인 사업 애로사항 1위는 ‘보유 기술력/인력 부족’이다. 기업은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투자하거나 제휴를 맺어 블록체인 사업 개발

을 하고 있다. 

지역별 블록체인 개발자 연봉  글로벌 블록체인 솔루션 지출 규모 전망 

 

 

 

자료: DistantJob, 신한금융투자   자료: IDC, 신한금융투자 

 

 
  

2021년 국내 블록체인 부문별 수요처 비중  2021년 국내 블록체인 주요 고객 비중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한금융투자 / 주: 복수 응답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한금융투자 / 주: 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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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활용 대표 사례 ① : NFT(Non-Fungible Toekn) 

NFT는 상호교환할 수 없는 대체불가토큰이다.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디지털 자산

의 소유주를 증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NFT를 보유할 경우, 아무도 이를 복제

할 수 없어 해당 그림 NFT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 가능하다. 과거 거래 내역이 공개

되어 자산의 고유성이 보증되며, 거래소를 통해 유동성 역시 확보 가능하다. 

NFT는 웹3.0, 즉 메타버스 시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 세계에서

의 자산은 해킹에 의한 복제, 위조 등에 취약하다. 디지털 자산을 NFT화하면 해당 

자산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지고, 자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향후 웹

3.0 생태계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NFT일 수 밖에 없다. 이외에도 실물자산 거래도 

디지털상으로 이동하고 있어 소장품, 티켓, 회원권 등도 NFT화가 진행 중이다.  

현재 NFT를 활용중인 대표적인 분야는 1) 게임, 2) 예술 산업이다. 1) RPG 게임은 

이미 하나의 디지털 세계다. 게임 내의 아이템, 캐릭터가 모두 디지털 세계 내에서

의 자산이다. P2E(Play-to-Earn) 모델을 통해 NFT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다.  

2) 예술 NFT가 고가로 거래되며 많은 아티스트들이 진입해 디지털 아트 시장은 고

성장 중이다. AI기술의 발전 역시 디지털아트 시장 확대에 기여한다. 이미지 생성 

AI의 발전으로 올해 8월 콜로라도주 품평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AI가 1위를 차지

했다. 양질의 예술품 공급이 늘어나며 디지털 아트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NFT 거래액 및 거래건수 추이  NFT 시가총액 추이 

 

 

 

자료: NonFungible, 신한금융투자   자료: Non Fungible, 신한금융투자 

2021년 NFT 시장 통계 

 거래량 
(백만달러) 

판매수 
(백만개) 

소유자수 
(천명) 

평균가격 
(달러) 

2021년 생성 
수량(백만개) 

확인된 총 
NFT 수량(백만개) 

콜렉터블(수집) 8,472 4.5 719 1,882 2.4 6.0 
아트(예술) 2,798 0.8 213 3,282 0.4 1.6 
블록체인 게임 5,177 21 1,723 207 15.7 21.1 
메타버스 513 0.1 54 3,850 0.1 0.5 
유틸리티 및 금융 530 0.5 337 976 0.3 1.3 

자료: NonFungible,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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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적용 대표 사례  ② : STO(Security Token Offering) 

STO(증권형 토큰)은 토큰을 발행한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지분증권

과 유사한 개념으로 토큰 지분만큼 배당, 이윤을 공유하고 경영권을 소유한다. STO

는 전통자산인 주식, 채권 뿐 아니라 대체자산인 부동산, 미술품, IP 등 대부분의 실

물자산을 대상으로 토큰화가 가능하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산 토큰화의 장점은 1) 자산 유동화로 개인 투자자의 소액 투

자를 가능케 하고, 2) 중개기관 역할 축소로 중개비용이 감소하며, 3) 블록체인 기반 

거래소를 통해 거래 속도를 향상시키고, 4)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STO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디지털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증권토큰에 대한 세부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자본시장법의 테두

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 증권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 현행 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의 법적 원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분산원장 기록을 중앙기관에도 중

복 반영해야하는 문제도 상존한다. 

조각투자 시장이 급성장하며 STO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 되고 있다. 조각투자는 

자산을 분할한다는 점에서 STO와 개념이 유사하다. 조각 투자 중 기초자산의 증권

성 여부에 따라 STO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거래 및 소유권 기록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부동산 STO사업(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 

플랫폼)은 샌드박스 규제 특례 하에 빠르게 성장 중이다.  

 

STO 성장률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토큰 

 

 

 

분류 비증권형 토큰 증권형 토큰 

기준 
실물자산 소유권을 

단순 분할 취득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 보유 

적용법 민법, 상법 자본시장법 

특징 

등기와 공증 등 투자자 

소유권이 공적으로 

증명되어 권리 주장 

가능 

증권성 판단, 

발행/공시 규제, 

인허가 등록 필요 여부 

등 확인 필요 

자료: 체인파트너스, 신한금융투자   자료: 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 

 

주요 조각투자 플랫폼 현황 

품목 플랫폼 

부동산 카사, 소유, 펀블, 비브릭 
미술품 테사, 아트투게더, 소투, 아트앤가이드, 피카프로젝트 
저작권 뮤직카우 
한우 뱅카우 
기타 트위그(슈퍼카), 트레져러(시계,와인), 소투(운동화), 피스(현물) 

자료: 언론 종합, 신한금융투자 

자산을 분할해 소유하는 

STO(증권형 토큰) 

조각투자 시장의 성장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적용 

확대 기대 

0

500

1,000

1,500

2,000

2,500

2019 2021F 2023F 2025F 2027F 2029F

(십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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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코 경쟁력 분석 

블록체인 비즈니스 활용을 위한 MSP 최강자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최적의 선택지, Aergo Enterprise 

블로코는 블록체인 상용화 기술의 선도 기업이다. 2014년 설립 이후 블록체인의 기

업 환경 적용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했다. 비즈니스 활용을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네트워크 Aergo를 구축했다. 국

내 최다 블록체인 구축 사례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MSP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2018년 Aergo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는 Aergo Enterprise 서비스를 출시했다. 제품

의 주요 특징은 1) 빠른 성능 및 높은 완결성, 2) 개발/운영의 접근성 및 사용성, 3) 

비즈니스 환경 변경에 대응 가능한 확장성이다. 

1) Aergo 퍼블릭 블록체인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합의 알고

리즘으로 BFT-dPOS 방식을 사용한다. 제한된 수의 선출된 노드만 블록 생성 권한

이 있어 처리 속도가 빠르며, 제한된 범위의 블록 내에서만 트랜잭션의 재구성이 가

능해 완결성 역시 높다.  

15~20초당 블록 한 개를 생성하는 이더리움과 달리, 초당 최대 100개의 블록 생성

이 가능하다(최대 블록 사이즈 4MB, 블록 생산자 23개 기준). 초당 트랜잭션(TPS) 

처리는 약 8천건이 가능하고, 사이드체인 연결시 약 2만건까지 향상된다(이더리움: 

15~20, Visa: 2만 4천). 

기업용 제품 Aergo Enterprise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장점을 살려 기업이 블록체

인을 사용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

인과 달리 과반수 노드의 악의적 공격이나 오류에 대한 위협이 없어 가벼운 합의 알

고리즘 사용이 가능하다. Aergo Enterprise는 ETCD Raft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해 

포크가 발생하지 않아 블록이 체인에 추가되는 즉시 완결성을 가진다.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블록체인 합의 방식별 특징 

 

 

 

 PoW 
(작업 증명) 

PoS 
(지분 증명) 

dPoS 
(위임 증명) 

채굴 방법 수학 문제 연산 지갑 예치 투표로 뽑은 대
표자에게 위임 

보상 기준 작업량 보유 지분 비례 대표자  
수익 배분 

장점 보안성 친환경 빠른 처리 속도 

단점  전기 소모 코인 보유량  
쏠림 

네트워크 공격 
취약 

주요 네트워크 비트코인 에이다 이오스 

 이더리움 알고랜드 아르고  

    

 모네로 셀로 리스크 

자료: 신한금융투자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자료: 언론 종합, 신한금융투자 

2014년부터 쌓아온 기술

력 기반, 국내 최다 블록체

인 구축 사례 보유  

1) Aergo 퍼블릭/프라이

빗 블록체인 – 빠르고, 완

결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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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ergo Enterprise는 대중적인 언어와 개발자/관리자용 툴을 지원해 접근성과 사

용성을 향상시켰다. 블록체인 상용화의 난관 중 하나는 솔리디티 같은 블록체인 전

용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개발과 운영을 위한 툴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Aergo 퍼블릭 블록체인은 로블록스 개발용 언어로 초등학생도 사용할만큼 쉬운 

Lua언어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표준인 SQL 언어 역시 지원

한다. 이외에도 java, javascript, python, php 언어의 클라이언트 개발용 SDK(소프

트웨어 개발 키트)를 제공해 개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개발/운영/관리의 용이성을 위한 툴도 지원한다. 개발에 있어 글로벌하게 사용되는 

IDE(통합개발환경) Plugin인 Atom IDE Plugin을 지원한다.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쉽게 네트워크의 실시간 현황, 블록, 트랜잭션, 계좌 등 상세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aregoscan과 같은 Web 기반 통합관리 GUI Tool을 제공한다.  

3) 기업의 신사업과 사업 확장에도 유용하다. Aergo Enterprise는 Aergo 메인넷에 

앵커링이 되어있고, Aergo 메인넷은 머클브릿지로 이더리움 등의 타 퍼블릭 블록체

인과의 연동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이더리움의 분산성 및 신뢰성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간 자산 교환을 통한 타 블록체인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머클브릿지를 활용한 블록체인 간 연결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PoW(작업증명) 합의 알고리즘  ETCD Raft 합의 알고리즘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2) Aergo Enterprise  -

대중적 개발 언어와 개발

자/ 관리자용 툴 제공 

3) 앵커링, 머클브릿지를 

통해 확장성 확보 

- 동시에 두 채굴자가 블록을 생성했을 때 포크가 발생
- 이후에 채굴자는 둘 중 한 블록 뒤에 다음 블록 생성
- 먼저 6개의 블록이 생성되는 체인이 유효한 블록체인으로선정
- 이외의 짧은 체인(포크)는 탈락
- 합의 알고리즘 상 과도한 컴퓨터 리소스 필요
- 포크 때문에 데이터의 최종 완결성 X, 포크 발생시 데이터 유실

위험(데이터 기록해도 포크로 분류되어 사라질 가능성존재)

포크

T=0                   T=1                 T=2                T=3                 T=4

- Raft 합의 알고리즘은 선출된 리더 노드만 블록생성(채굴) 가능
- 기업이 리더 노드로서 블록 생성, 노드 참여 등의 네트워크 내 노

드 권한 관리가 가능
- 리더 노드만 블록 생성을 하므로 포크가 발생하지 않음
- 블록이 생성되자마자 데이터는 즉시 최종 완결성 확보
- 복잡한 합의 필요 없어 빠르게 새로운 블록 생성이 가능

포크
없음

T=0                   T=1                 T=2                T=3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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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코 고객사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블로코 주요 블록체인 도입 사업  

고객사 사업 

KETI 임베디드/IoT 환경에서의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Xangle 공시정보 미러링 서비스 
경기도청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DID 기반 인증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기술보증기금 전자문서 시점 확인 시스템 
롯데카드 블록체인 기반 개인 인증 및 문서 공증 
부산항만공사 블록체인 기반 ITT 운송시스템 확장사업 
신한금융그룹 블록체인 기반 통합인증시스템 구축사업 
은행연합회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포스코ICT 내수출하송장 관리 시스템 
한국거래소 KSM(Korea Startup Market)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구축 
한국예탁결제원 채권장외결제업무에 대한 블록체인 PoC 
한국은행 분산원장기술 기반 소액결제 모의테스트 
현대모비스 블록체인 기반 자동차 부품 관리 시스템 구축 
현대오토에버 중고차 거래 서비스 플랫폼 
현대차 서약서 관리 시스템 
현대카드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정산/대사 시스템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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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활용 자체 생태계 조성 

자체 SaaS(Software-as-a-Service) 플랫폼 구축 

블로코는 MSP 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아온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블록체

인 응용 솔루션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이더리움 표준인 ERC20 프로토콜 뿐 아니

라 NFT를 위한 ERC721, STO를 위한 ERC1404와 호환되는 토큰 발행 솔루션을 

보유 중이다. 주요 서비스로 1) STO 플랫폼, 2) NFT 플랫폼, 3) 전자 투표가 있다. 

1) STO 플랫폼 환경 구축은 ABT(Asset Backed Token) 발행을 위한 Silvermine, 토

큰 유통 플랫폼 GEMpay, 토큰 초기 유동성 공급을 위한 Ag Swap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GEMpay만 출시된 상태로 Silvermine과 Ag Swap은 기술적,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2017년 한국 거래소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비롯해 신한카드, 한국은

행, 두산, 예탁결제원 등과의 블록체인 기반 토큰 구축 프로젝트 실적을 확보했다. 

머클 브릿지를 통해 기업 프라이빗 체인 데이터를 아르고 메인넷이나 이더리움 같

은 타 퍼블릭 블록체인에 전송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웹 기

반 UI 및 앱을 통해 다양한 고객사와의 STO 기술검증(PoC) 추진을 협의 중이다.  

2) 자회사 블로코XYZ를 통해 자체 NFT 거래소 CCCV를 운영 중이다. CCCV는 

단순 NFT 거래소를 넘어 Linktree와 같은 디지털 명함 서비스를 함께 운영한다. 개

인 명함 페이지 내에 SNS 링크를 모아 프로필로 활용하는 ‘링크’, ‘NFT 뱃지’를 통

해 개인 신원을 증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NFT 판매자의 신원을 링크와 뱃지로 

증명해 NFT 판매자의 신뢰성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 

블로코XYZ는 다양한 대기업과 NFT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력이 있다. KB국민카드 

리브메이트의 CCCV NFT 연동을 비롯해 SPC그룹, MBC, 로크미디어 등과도 NFT 

콘텐츠를 제작했다. 지난 7월에는 롯데그룹 마케팅 계열사 대홍기획이 블로코에 50

억원을 투자하며 NFT 사업 계획을 밝혔다. 롯데그룹의 지원에 힘입어 블로코 NFT 

플랫폼이 탄탄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서비스 Pikkle은 투표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투표의 신뢰

성과 접근성을 제고했다. 투표의 투명성 문제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선거에서 항상 

중요한 이슈이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는 누구나 기록 열람이 가능해 투명성 문

제에서 자유롭다. 핸드폰을 통해 투표할 수 있어 접근성 역시 제고할 수 있다. 

Pikkle은 웹 기반 관리가 가능해 기업들은 쉽게 투표의 생성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

다. 투표 참여자 역시 QR스캔으로 어플을 사용해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 유명 시상식인 한국방송대상, 서울드라마어워즈 등의 글로벌 투표를 지원하며 

최대 30개국 810만표의 집계를 진행한 이력이 있다. 향후 전자투표 적용 확대에 따

라 Pikkle 역시 사용사례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서비스: STO플랫폼, 

NFT플랫폼, 전자투표 

1) STO 플랫폼 환경 조성

을 위한 Silvermine, 

GEMpay, Ag Swap  

2) 디지털 명함 서비스 제

공하는 NFT 플랫폼 CCCV  

3)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

표 서비스 Pik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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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코 STO 플랫폼 환경  CCCV 블록체인 명함(뱃지, 링크)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Silvermine 화면  Pikkle 투표 앱 및 Aergoscan(투표내역 확인)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블로코 비즈니스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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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Group 분석 

블록체인 산업 Peer Group 분석 

국내외 상장 기업 중 직접 비교 가능한 기업은 없다. 나스닥에는 가상화폐 거래 관

련 업체(Coinbase, Voyager Digital), 가상화폐 채굴업체(BIT Mining, HIVE 

Blockchian Technologies, Marathon Digital, Riot Blockchain, Bitfarms) 등 다수의 

관련 업체들이 상장됐다. 가상화폐 관련 업체를 블로코의 블록체인 MSP, 블록체인 

기반 SaaS 솔루션 비즈니스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내 비상장기업 중 비교 기업은 블로코의 Aergo와 같이 자체 메인넷을 보유한 블

록체인 사업체다. 대표적으로 그라운드엑스(클레이튼), 람다256(더밸런스), 메타디

움(메타디움)이 있다. 블로코와 가장 유사한 업체는 두나무의 자회사 람다256이다. 

람다256은 2021년 시리즈B 당시 약 2,590억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국내 상장기업 중에는 웹2.0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업들이 비

교 대상이다. 블로코는 순수 블록체인 업체이다. 블록체인 시장의 높은 성장성을 감

안하면 기업 공개 시 상장기업 비교대상군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내 비상장 블록체인/MSP 업체 Peer Group Valuation 

회사명 누적 투자액 기업가치 매출액(2021) 주요 사업 

그라운드엑스 - - 83 카카오 그룹 손자회사(카카오-카카오G-그라운드엑스)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 비즈니스 블록체인 도입 지원 및 자체 서비스 
람다256 98 259 28 두나무 자회사 
    자체 메인넷 더밸런스 보유, BaaS 플랫폼 루니버스 운영, NFT, DID 등 
아이콘루프 16 - 11 비즈니스 블록체인 도입 지원, DID 서비스, P2E 게임 등 
메타디움 - -  메타디움 메인넷 기반 비즈니스 블록체인 도입 지원 및 자체 서비스 개발 
파이랩테크놀로지 14 - 0.9 블록체인과 디앱을 연결하는 미들웨어 바이프로스트 운영 
메가존클라우드 868 2,000 460 클라우드 MSP 서비스 
베스핀글로벌 209 - 211 클라우드 MSP 서비스 
블로코 29 88 2.2 아르고 메인넷 기반 블록체인 MSP 및 자체 서비스 운영 

자료: 언론 종합, 신한금융투자 / 단위: 십억원 

 

국내 블록체인 사업 영위 상장사 주요 사업 및 블록체인 사업 

 주요 사업 블록체인 사업 

위메이드 온라인, 모바일 게임 제작 자체 메인넷 위믹스 기반 Defi, DAO, 게임 생태계 구축 
다날 간편결제 서비스 가상결제용 암호화폐 페이코인 운영  
세종텔레콤 통신서비스 및 전기공사  BaaS 플랫폼 및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운영 
드림시큐리티 PKI(전자서명인증) 기반 인증 및 보안솔루션 CBDC 시범사업자, DID 인증시스템 구축 등 
케이사인 PKI(전자서명인증) 기반 인증 및 보안솔루션 블록체인 HW 지갑, 솔루션, 인증 및 마이데이터 블록체인 플랫폼 등 
라온시큐어 모바일 보안 솔루션 국내 최초 DID 상용화,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자료: 각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순수 블록체인 기업으로 

기존 상장사 대비 높은 기

업가치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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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사업 영위 상장사 Peer Group Valuation 

Ticker   위메이드 다날 세종텔레콤 
드림 

시큐리티 
케이사인 라온시큐어 

마이크로스트래
티지(미국) 

시가총액(십억원) 2,038.0 490.2 167.5 157.9 135.3 108.3 3,543.3 

매출액 2021 335.0  285.6  296.9  189.5  37.3  43.3  585.0  

(십억원) 2022F 571.2  - - - - - 676.0  

  2023F 831.6  - - - - - 706.9  

영업이익 2021 97.4  16.0  (10.4) 17.7  6.4  (1.0) (898.5) 

(십억원) 2022F 9.1  - - - - - (665.4) 

  2023F 137.6  - - - - - 75.7  

영업이익률 2021 29.1  5.6  (3.5) 9.3  17.2  (2.3) (153.6) 

(%) 2022F 1.6  - - - - - (98.4) 

  2023F 16.5  - - - - - 10.7  

순이익 2021 306.7  56.3  32.4  12.8  5.7  (6.6) (613.3) 

(십억원) 2022F (0.5) - - - - - 54.0  

  2023F 111.2  - - - - - 58.3  

순이익률 2021 91.6  19.7  10.9  6.8  15.4  (15.1) (104.8) 

(%) 2022F (0.1) - - - - - 8.0  

  2023F 13.4  - - - - - 8.2  

매출액 성장률 2021 164.4  24.5  6.0  19.6  5.6  16.7  3.2  

(%YoY) 2022F 70.5  - - - - - 15.6  

  2023F 45.6  - - - - - 4.6  

영업이익 성장률 2021 흑전 6.6  적전 35.4  29.9  적지 5,491.6  

(%YoY) 2022F (90.7) - - - - - (25.9) 

  2023F 1,419.5  - - - - - (111.4) 

순이익 성장률 2021 흑전 234.6  적전 159.9  32.7  적지 6,811.4  

(%YoY) 2022F 적전 - - - - - (108.8) 

  2023F 흑전 - - - - - 7.9  

P/E 2021 19.1  17.5  11.0  16.6  29.9  - 45.2  

(x) 2022F - - - - - - - 

  2023F 18.2  - - - - - 60.5  

P/B 2021 9.4  2.9  0.9  2.9  2.5  5.0  6.3  

(x) 2022F 3.5  - - - - - - 

  2023F 3.1  - - - - - - 

EV/EBITDA 2021 55.8  37.8  13.9  5.2  15.1  95.6  - 

(x) 2022F 179.8  - - - - - 57.3  

  2023F 13.7  - - - - - 47.8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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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블록체인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설명 

SaaS Software-as-a-Service의 약자.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과 IT 인프라 및 플랫폼을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MSP Managed Service Provider의 약자.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컨설팅, 인프라 이동, 운영 관리 등을 서비스하는 업체 

채굴자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지급받는 사람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프로그래밍해 전자 계약서 문서에 넣고,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
되도록 하는 알고리즘 

해시 함수 임의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출력하는 함수. 결과값인 해시값만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알아내기 어려워 암호화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됨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쪼갤 수 없는 업무 처리의 최소 단위를 지칭 

DeFi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 기존의 중앙화된 중개 주체를 거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통칭함 

ERC-20 이더리움 플랫폼 상에서 작동가능한 토큰의 표준 요구사항. 해당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 네트워크에서 작동 가능함 

ERC-721 ERC-20과 마찬가지로 토큰의 표준에 대한 요구사항. 그러나 서로 다르고 고유한 토큰을 발행할 때 쓰이는 요구사항 

ERC-1404 토큰 발행자가 오퍼링의 요구와 해당 관할권 규정에 따라 토큰 전송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요구사항. STO에 사용됨 

PoW Proof of Work. 블록체인을 검증하는 신뢰를 얻기 위해 작업량으로 증명하는 방식 

PoS Proof of Stake. 블록체인을 검증하는 신뢰를 얻기 위해 지분량으로 증명하는 방식 

BFT 비잔틴 장애 허용. 네트워크에 장애가 있어도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합의 알고리즘. 
PoW, PoS 등이 BFT계열 합의 알고리즘 

dPOS Delegated Proof of Stake. 지분율에 비례하게 투표권을 행사해 대표자를 선정한 뒤, 대표자들 간 합의로 의사결정하는 방식 

Raft 합의 알고리즘 BFT 계열 알고리즘의 복잡성, 느린 속도, 비완결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의 알고리즘.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적합하며, 
리더만이 블록을 생성할 수 있어 빠르며, 생성 즉시 완결성을 가짐 

사이드체인 메인넷 옆에 나란히 붙어 작동하는 하위체인. 기존 메인체인의 노드에 사이드체인의 노드가 추가됨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ornment. 소프트웨어 코드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종합 도구 모음집 

앵커링 프라이빗 블록체인 데이터의 해시값을 주기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에 포함시키는 행위 

브릿지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연결을 돕거나, 사이드 체인에서 발생한 거래를 메인 체인으로 올리는 역할을 함 

DID Decentralized Identifiers.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정보 증명, 신원정보 제출 등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신원관리 시스템 

NFT Non-Fungible Token.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암호화폐 

STO Security Token Offering.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일종의 증권 역할을 하는 토큰과 연동하여 발행하는 행위 

자료: 해시넷, Red Hat,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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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병화)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 

종목  

 매수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이상 

 Trading BUY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10% 

 중립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20% 

 축소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20% 이하 

섹터  

 비중확대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이 높을 경우 

 중립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립적일 경우 

 축소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Reduce가 우세한 경우 

 

 

 신한금융투자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2년 8월 30일 기준) 

매수 (매수) 96.22% Trading BUY (중립) 1.26% 중립 (중립) 2.52% 축소 (매도)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