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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lueOS 프로젝트의 배경

“2027년 이후 전 세계 GDP의 10%인 8조 달러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 01 

	 	 																											

                                                       - 2015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한	가명의	개발자의	논문과	함께	혜성처럼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이	매우	눈부시다.	기존의	인터넷	기술과	암호화	기술의	절묘한	조합으로	탄생된	

블록체인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온라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탄생시켰으며,	중앙은

행의	존재	없이도	국경을	넘은	P2P	형태의	개인간	금융거래가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블

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은	금융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800명	이상의	세계	경제	석학

들이	모인	2015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의	10대	유망	기술로	선정되었으

며,	“10년	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위에	올라갈	것”이라는	기술에	대한	확신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UN은	‘UN미래보고서	2050’을	통해	미래를	바꿀	놀라운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뽑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지금까지	정부가	보관하고	관리해오던	

각종	증명서만이	아니라	계약이나	표결과	같은	디지털화	된	모든	기록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

용되어	전혀	새로운	국가관리	체계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0년대	초,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친	큰	변혁이	일어났다.	

이전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터넷의	등장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

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이용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금융거

래를	하며,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등	수	많은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서

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자연스레	이용자들의	의미	있는	데이터를	손에	넣게	되었고,	이를	통

해	막대한	부를	창출해	내었다.	

인터넷	시대의	IT	공룡	기업들은	주로	우리의	일상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하

며	빠른	성장을	이루어냈다.	인터넷	정보	검색	포털로	대표되는	구글과	네이버,	그리고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한	야후와	다음(현	카카오),	소셜	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전자상거래

를	기반으로	성장한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인터넷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본	플랫폼	기업으로서	디지털	거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신뢰를	담보해주는	

제	3의기관(Trusted	Third	Party)’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장하였다.	플랫폼을	독점함으로써	이

용자를	확보하였고,	막대한	중개	수수료와	광고	수입은	이들	성장의	영양분이	되었다.

“1990년 인터넷이 지식 공유의 첫번째 레이어를 형성했다면, 
블록체인은 그 위에 형성되는 두번째 레이어가 될 것이다. 
이 새로운 레이어는 주로 신뢰에 관한 것이기에 블록체인은 
‘신뢰의 레이어’라고 할 수 있다.” 02 

    

                                                                       - 윌리엄 무가야르(William Mougayar)

01			“Deep	Shift	-	Technology	Tipping	Points	and	Societal	Impact”,WEF,	2015.09

02			William	Mougayar:	The	Business	Block	chain,	Promise,	Practice,	and	Application	of	the	next	Internet	technology(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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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명의	개발자가	제안한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원장	기술의	등장은	기존의	‘제	3의기관’

의	존속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네트워크의	중앙에	군림한	제	3자에	의한	신뢰	보장을	필요

로	하지	않는	블록체인	기술은	소위	‘인터넷의	신뢰	레이어’로	불리우며	기존의	인터넷을	보완

하는	새로운	기술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P2P	분산	네트워크	위	다수의	컴퓨터가	동시에	거래	

내역을	저장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거침으로써	더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디

지털	거래가	가능해졌다.	

인터넷	시대를	지나	이제	세상은	블록체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방향은	인터넷	시대와	매우	유사하게	흘러	갈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시대에	각광	받았던	제

품이나	서비스가	블록체인	시대에도	역시	주목	받으며	주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Steemit,	DTube,	Everypedia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인류의	본성인	

지식	탐구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	관심	

정보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편리함과	가치를	더해주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은	이러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	많은	서

비스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	인터넷을	사용자가	인터넷	구조를	모르

고	사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를	하는	판매자	역시	인터넷	구조를	모르고	인터넷	비

즈니스를	하는	것	처럼	블록체인	역시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블록체인	플랫폼	아래에서	비즈니

스를	할	수	있게	기존	블록체인	플랫폼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많은	개발사와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GlueOS	Net	(이하	GlueOS)	프로젝트는	탄생

하였다.	

1. GlueOS 프로젝트의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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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lueOS Chain 구조

GlueOS는	Glue와	OS의	합성어로서	Block	8의	메인넷	이름인	동시에	GlueOS	블록체인	메인

넷이	블록체인	생태계와	잘	맞는	메인넷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GlueOS	On	Chain	즉	GlueOS	메인넷은	Polkadot	프레임의	하나의	Parachain	이다.	파라	체

인은	하나의	개별체인(메인넷)으로	자체의	Runtime(런타임)	로직을	가지고	있으며Polkadot	

릴레이	체인에서	제공하는	공유보안	및	여러	독립적인	파라체인	간의	교차	체인	메시징을	받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파라	체인은	높은	수준의	유연성과	사용자	정의를	허용하는	하나의	

메인넷으로	다른	유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파라체인)들과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GlueOS	

Chain에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	역할을	하는	또	다른	파라	체인이	있다.	스마트	계약은	단일	체

GlueOS

GlueOS On Chain

<그림.1>

GlueOS Chain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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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만	존재하고	복잡성이	제한되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단일	체인에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체인의	다른	스마트	계약과	원활한	상호	운용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항상	GlueOS	

Chain의	고유	한	특성에	의해	제한된다.

Substrate는	합의,	네트워킹	및	구성	을	위한	완전히	일반적인	STF	(State	Transition	

Function	)	및	모듈	식	구성	요소	가	포함	된	블록	체인	개발	프레임	워크이다.	아주	일반적이

지만	STF를	지원하는	기본	데이터	구조와	관련된	표준	및	규칙	(특히	기판	런타임	모듈	라이

브러리	(일명	FRAME	))이	함께	제공되므로	신속한	블록	체인	개발에	특화되어	있다.	좀	더	쉽

게	설명하자면	Substrate는	개발자가	네트워킹	프로토콜,	합의	및	Wasm	인터프리터를	함께	

묶어	전체	블록	체인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있는	라이브러리다.	Substrate의	확장	기

능인	Cumulus를	사용하면	모든	Substrate	빌드	체인을	Polkadot에	연결하여	파라	체인이	될	

수	있다.

GlueOS고객은	GlueOS	파라체인중	하나가	될	것이다.	GlueOS고객은	GlueOS	파라체인	시

스템을	통하여	Polkadot	생태계의	다른	많은	파라체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Substrate의	확장	기능인	Cumulus를	사용하면	모든	Substrate	빌드	체인을	Polkadot에	연

결하여	파라	체인이	될	수	있다.	GlueOS	파라체인	생태계	내에서는Polkadot	생태계의	다른	

많은	파라체인	구조를	몰라도	고객이	글루오스API를	통해	다른	유수의	파라체인들을	쉽게	애

플리케이션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Cumulus는	Substrate	기반으로	구성된	모든	파라체인에	릴레이체인을	이용하여	합의	및	체

인동기화를	제공한다.	파라체인	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Collator	Node를	이용하며	다른	파라	

체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보내고받는	Substrate	런타임을	작성하기위한	도구로도	사용된다.

Collator	Node의	역할은	파라	체인의	전체	노드를	유지하고,	파라	체인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유지하며,	GlueOS의	공유	상태에	대한	검증	및	포함을	위해	릴레이	체인	유효성	검사기에	전

달할	새로운	블록	후보를	생성하는	것이다.	

Validator	Node는	유효성	검사기로	불릴	수	있다. 	Collator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다른 	

Validator	Node와	합의에	참여하여	궁극적으로	릴레이체인을	보호한다.	

GlueOS Substrate

GlueOS Parachain (Client)

<그림.2>

GlueOS Parachain 구조

GlueOS Cumulus

Collator Node

Validator Node

2. GlueOS Chain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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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드에	비해	GlueOS	Client	노드의	목적은	기업이	주로	필요로	하는	환경을	빠르게	구축

하고	블록	체인	기반	데이터	조회,	거래	전송,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	개발자가	개념과	모델을	신속하게	검증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런타임	로직은	노드	내부의	상태	전환	로직을	포함하며	전반적으로	블록이	처리되는	방식을	

정의한다.	Substrate안에서	런타임	코드는	Wasm	으로	컴파일되고	블록	체인의	저장	상태의	

일부가	된다.	이는	Substrate	기반	블록	체인의	정의	기능	중	하나	인	forkless	런타임	업그레

이드를	가능하게	한다.	Substrate클라이언트에는	클라이언트	자체와	동일한	플랫폼	용으로	

컴파일	된	"네이티브	런타임"이	포함될	수도	있다	(Wasm과	반대).	런타임에	호출을	전달하는	

클라이언트의	구성	요소를	실행기라고	하며	원시	코드와	해석	된	Wasm	중에서	하나를	선택

한다.	Native	런타임이	성능면에서	이점을	제공	할	수	있지만	실행기는	최신	버전을	구현하는	

경우	Wasm	런타임을	해석하도록	선택한다	.	우리는	런타임	로직에	Pallet를	구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로직을	포함하는	하나의	블록체인을	구현	할	수	있다.

GlueOS릴레이	체인은	GlueOS의	다양한	파라체인들과	이기종	체인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체인이다.	GlueOS의	파라체인들과	이기종	체인들의	연결과	데이터	통신은	GlueOS릴레이	체

인을	통해	보호받고	관리된다.		

공통팔레트란	GlueOS를	쓰는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듈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예를	들면erc-20,	erc-771등과	같은	토큰이나	자주	쓰는	기능을	오픈소스	형태의	

공통	팔레트로	많이	제공하여	별도의	개발없이	사용하게	하여	시간	및	노력을	줄	일	수	있다.	

커스텀	팔레트는	사용자마다	원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오픈	소스	없이	GlueOS	메인	넷	

출시	후	사용자	개발	요청에	따라	추후	개발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개발하여	추가하는	팔레트

이다.

RPC	(원격	프로	시저	호출)	기능을	통해	블록	체인	사용자는	다른	네트워크와	상호	작용할	수	

있다.	Substrate는	HTTP	및	WebSocket	RPC	서버를	제공한다.

블록체인은	경우에	따라서	체인	안에	존재하지	않는	외부의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때	외부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Off-Chain	Business	Service’라	하고	

내부적으로	그	데이터의	검증과	처리를	담당하는	곳이	‘Off-Chain	Data	Controller’이다.

GlueOS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지칭한다.

GlueOS Client Node

Runtime

GlueOS Relay Chain

Cummon Pallet 

Custom Pallet

RPC

Off-Chain Business Service 

& Data Controller

GlueOS Coin

2. GlueOS Chain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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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lueOS 합의 알고리즘

GlueOS는	EVM	기반	체인과	함께	사용할	Proof-of-Authority	컨센서스	엔진을	지원한다.	

Proof-of-Authority는	개인	체인	설정에	사용할	수있는	Proof-of-Work를	대체한다.	그	중에

서도	Aura	(	"Authority	Round"의	경우)는	정의	된	권한	세트가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블록을	

봉인	할	수있는	PoA	(Proof-of-Authority)	합의	메커니즘이다.	권한	노드	대신	유효성	검사

기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임의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노드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	"권

한"세트를	사용한다.	노드는	명시	적으로	새	블록을	생성하고	블록	체인을	보호	할	수	있다.	체

인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서명해야	하며,	이	경우	체인은	영구	기록의	일부가	된다.	이를	통해	

개인	체인을	유지	관리하고	블록	발행자에게	책임을	부여	할	수	있다.

-	n	:	총	노드	수

-	f	:	결함이	있는	총	노드	수	

-	t	:	단계	지속	시간	(초)

-	C[K..]	:	유효	블록체인	집합

-	SIG_SET(B)={a|∃b∈B:AUTHOR(b)=a}	:	단계	지속	시간	t	이내에	메세지르	전파하는	동기

식	네트워크라는	가정하에서	블록	B세트의	모든	블록	서명자	사인	집합	세트

Aura에서	시간은	별도의	단계	지속	시간(t)	단계(s)로	나뉘게	된다.	각	단계에서는	한명의	즉	

primary가	할당이	되는데	오직	한명의	primary만이	각	단계에서	블록을	생성	할	수	있다.	각	

단계에서	정직한	노드는	다른	모든	노드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체인을	전파한다.

(SCORE(C),	주어진	체인	C	).	정직한	프라이머리들은	자신의	턴	중에	알고	있는	최고의	체인	

위에만	블록을	발행한다.

GlueOS의	합의	알고리즘은	PoA	(Proof-of-Authority)이다.	현재	퍼블릭	블록체인중	가장	널리	알려진	Ethereum의	경우	PoW	(Proof-

of-Work)를	사용하고	있는데	TPS	(Transactions	per	Seconds)	와	Block	Time	(블록생성주기)이	늦은	태생적인	한계로	그	사용에	있어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플라즈마,	라이덴네트워크,	샤딩과	같은	솔루션과	함께,	합의	알고리

즘	자체를	바꾸는	방법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그	중	많이	알려진	것이	PoS	(Proof-of-Stake)	합의알고리즘을	사용하는	Casper	가	있지

만	PoS	의	경우	구현	및	실행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	아직	적용하기에는	이르다.	다른	방법으로	퍼블릭	체인으로	사용되지만	상황에	따라

private	network를	구성하기	적합한	PoA	(Proof-of-Authority)	합의	알고리즘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GlueOS	역시	PoA	방식을	채택하였고	PoA	방식을	사용한	두	진영	(Parity	Team	&	Ethereum	Team)중	RUST	언어를	사용하는	Parity	

Technology의	PoA	방식인	AURA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Ethereum	Team의	방식이	기존	geth를	쓸	수	있어	설치가	용이	하

다는	장점이	있으나	RUST란	언어의	안정성과	합의알고리즘이	pluggable로	추후	변경하기	용이하다는	것,	기존	Ethereum과의	완벽한	

호환성,	Substrate기반의	Relay	Chain과	Parachain을	이용한	확장성,	그밖에	빠른	Block	Time	등의	장점때문에	GlueOS는	AURA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Substrate	플랫폼	기반의	메인넷을	구축하고	있다.	

GlueOS AURA 합의 알고리즘

파라미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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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Finality	정의는	단순한	다수결	투표에서	비롯된다.	이	설정에서	2f	+	1≤n이므로	결함

이있는	노드는	자체적으로	한	블록의	finality를	결정	할	수	없다.	SIG_SET(C[K..])|>n/2	식이	

성립을	하게	되면	해당	블록체인	과	조상	블록체인들은	모두	finalize될	수	가	있다.	

적시에	Finality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없을	때에도	노드가	블록	생성을	유지해야	한다.	

블록	체인	팽창을	줄이면서도	동일한	Finality을	유지하려면	노드가	빈	블록을	생성하는	대신	

EmptyStep	(step,	parent_hash)	메시지에	서명하고	브로드	캐스트	할	수	있다.	모든	노드는	

브로드	캐스트	된	빈	단계	메시지를	누적하고	비어	있지	않은	다음	블록에	포함되어	보상된다.

각	높이에서	n	개의	블록	체인	주소들이	컨센서스에	참여하며	합의를	위해서는	ValidatorSet

을	지정해야만	한다.	노드는	--engine-signer	VALIDATOR-ADDRESS	옵션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validator로	표현이	가능	해진다.	--force-sealing	옵션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트랜잭션

이	없는	빈	블록이	생성이	된다.

3.  GlueOS 합의 알고리즘

Finality(불변성)

Empty steps

Node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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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lueOS 차별성

GlueOS	메인넷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블록체인화	시킬	때	쉽고	빠르다.	우선	GlueOS비즈

니스	아이디어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때	자주	쓰이는	공통요소들을	로직화	하여	플러그인	타

입의	플랫폼으로	제공한다.	블록	체인	서비스를	준비하는	회사가	블록	체인	기술을	모르더라

도	환경에	적합한	블록	체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GlueOS의Substrate	노드의	목적은	기

업이	주로	필요로	하는	환경을	빠르게	구축하고	블록	체인	기반	데이터	조회,	거래	전송,	데이

터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발자가	개념과	모델을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	전문	블록	체인	개발	인력이	없어도	클릭	몇	번으로	블록	체인	노드를	구축하

고	스마트	계약과	블록	체인의	핵심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	특히	GlueOS의	서비스는	이러한	

서비스를	시작한	Microsoft,	Blockstream,	Deloitte,	Amazon,	Dragonchain	등의	글로벌	블

록체인	선구자들과	달리	Polkadot의	상호	운용성,	확장성,	포크리스	미래	증명	및	완전한	보안	

이점을	활용하여	몇	분	만에	간단한	기판	프레임	워크를	기반으로	블록	체인을	구축한다.

GlueOS의	메인넷의	확장성은	한계가	없다.	Polkadot의	Substrate	기반으로	개발	된	GlueOS	

메인넷은	Polkadot	생태계	안의	모든	파라체인들을		GlueOS	고객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GlueOS가	HTTP	엔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다른	모든	파라	체인	인

프라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클라이언트가	Chainlink,	ChainX	및	기타	Parachains와	같은	사전	

구성된	다른	파라체인	의	사용을	고려할	경우	다른	파라	체인의	특성을	모르더라도	GlueOS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polkadot	생태계의	다른	파라	체인의	API를	호출하여	쉽게	서비

스를	사용할	수	있다.	많은	기술적	복잡성을	제거함으로써	운영	블록	체인	인프라의	생성,	구

현	및	유지	관리의	대부분을	더	이상	처음부터	구축	할	필요	없게	만들어	확장성을	높였다.	

GlueOS는	사용할	때	Gas	요금이	들거나	토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다.	

GlueOS는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블록체인	혁신의	진입장벽인	자금과	재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진입에	어려움이	없게	만들었다.	그	결과	

비용문제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입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블록체인	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GlueOS	는	자체	개발한	키	분산	시스템과	SaaS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솔루션과	규제	

준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위의	솔루션들을	API	호출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넷

에서	자체	지원하지	않는	보안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하여	GlueOS	메인넷의	신뢰성을	높였다.	

용이성 & 신속성

확장성

경제성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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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lueOS 프로젝트 비전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정의되는	4차	산업	혁명에서	‘초신뢰를	주도하는	핵심	인프

라’로	블록체인이	부상	되었다.	2016년과	2017년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

져	나온	후	개발에	한계를	느끼고	중단된	프로젝트들도	많았다.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치며	지속

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	상호작용에	있어서	신뢰를	

재정의함으로써	이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금융	뿐	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변

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은	주로	‘기술중심’에서	개념,	구조및	특징과	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등에	치우쳐,	해당	기술의	응용	확산에	따른	산업	생태계	변화,	신	서비스	시장	창출	등	

‘시장	중심’의	분석	및	대응이	부족하다.		GlueOS	는	그	넷의	특성상	글로벌	파라체인들을	쉽

게	사용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보다	자연스럽게	일상생

활에	녹아	들기	위하여	많은	기업들이	일상	속	블록체인	기술의	저변확대를	꾀하고,	더	나아가	

기술의	대중화를	이끌어야만	한다.	GlueOS는	개발	인프라가	갖춰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기업이나	일반	개발자들도	손쉽게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발	친화적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존의	웹과	같은	모바일	환경과	동일한	이용자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Polkadot	생태계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GlueOS	개발사와	사용자	모두가	글로벌	

블록체인	핵심기술의	혜택을	자유롭고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lueOS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GlueOS	Coin의	성장성	그리고	범용성,	

보안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GlueOS	Coin	가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자본주의	시장에

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학적	이론을	차용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GlueOS	Coin을	소

유하고	있는	모든	참여자(개발사,	사용자,	투자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GlueOS	프로젝트의	발전이	곧	함께하는	다른	많은	프로젝트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동종	뿐

만	아니라	이종	프로젝트	까지도	자유로운	연결과	데이터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개선을	통해	개발사와	이용자가	

더욱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최고	등급의	보안성을	갖춤과	동시에	일상	생활에	

깊게	녹아	들어감으로써		GlueOS	Coin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 선도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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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lueOS 비지니스 생태계

현재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스마트	계약,	통화,	거버넌스	등의	모든	것을	통합하고	

이해하기	힘든	기술	설명과	그럴싸한	수식어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프로젝트만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하나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했을	때	플랫폼의	한계,	병목	현상	및	거버

넌스	결정에	의해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에	제한	받고	구속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예를	들면	내

가	지금	획기적인	IoT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가정	해	보자.	나는	IoT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블록체인의	구성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IoT에	맞지	

않는	블록체인	넷을	선택한다면	스스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성이나	확장성에	스스로	제한을	

두게	되는	것이다.	GlueOS	역시	우리가	모든	것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	직	하지	않다고	생각하

여	글로벌	프로젝트들	중	인터체인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조사와	연구	끝에	Polkadot	생태

계에	합류하여	GlueOS	생태계를	확장하기로	하였다.	

GlueOS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GlueOS	DApp	비즈니스의	생태계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GlueOS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GlueOS는	Polkadot이	추구하

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플랫폼과	같이	하면서	GlueOS	고유의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Polkadot의	플랫폼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Polkadot은	인터체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중에	하나이며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프로젝트로	체인	간	원활

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되며	아키텍처의	핵심	군은	릴레이	체인(relay	chain),	파라체인

(parachain)으로	구성	되어	있다.	중앙	관제	센터	역할을	하면서	거래	여부를	결정짓는	릴레이

체인과	거래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보조	역할로	파라체인을	들을	수	가	있다.	확장성	면에	있어

서	최고의	성능이	가능한	구조인	Polkadot은	릴레인	체인	중심으로	수많은	파라체인들이	독

립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많은	트랜잭션들을	처리	가능하게	하여	확장성	문

제를	해결을	할	수	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Polkadot이	추구하는	생태계는	많은	독립적인	파

라체인	들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Polkadot	기반의	GlueOS체인을	사용하면	임의의	다양한	메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즉	다

시	말하면	GlueOS	릴레이	체인을	기반으로	Polkadot글로벌	생태계의	블록체인간에	자유롭

게	자신만의	로직이	담긴	애플리케이션	파라체인을	만들	수	있다.	GlueOS는	일반적인	체인으

로	부터	특별한	앱체인까지	다양안	블록체인을	연결하여	고급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플랫

폼	이다.	GlueOS가	고급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여러	파라체인	간	지원하는	몇	가지	메세지	전

달	예는	다음과	같다.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온체인에 제공하는 Oracle 서비스

• 여러 앱에서 상호간에 사용자 ID를 연결하는 ID 관리 시스템

• 분산 형 Exchange Order Book 및 에스크로

• 다른 네트워크 또는 컨트롤러에서 메시지를 수신하는 IoT 네트워크

• 상호 여러체인간의 스마트 계약 호출

• 프라이빗 및 퍼블릭 체인 간 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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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징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약	200여개의	우수	프로젝트들이	Polkadot기반의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GlueOS를	포함하여	약65개의	Substrate	기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Polkadot	프로젝트가	블록체인계의	은하계라면	GlueOS는	Substrate	기반의	독자적인	

GlueOS	Framework기반으로	고유의	파라체인을	구성해	Polkadot은하계	내의	태양계로서	

그	역할을	하여	고급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에게	기반	인프라로서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림.3> 출처

	Polkadot,	<https://substrate.dev/awesome-substrate/>

6. GlueOS 비지니스 생태계

<그림.3>

글로오스 생태계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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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Showcasing	projects	built	on	Substrate

•Substrate multisig. 

•Merkle tree module.

•Parking spaces registry using Substrate. 

•An “Apple Store”: sells apples using Substrate. 

•ChainLink - developing an oracle.

•DataHighway - decentralized IoT roaming, mining, inter-chain data market, DAO. 

•0x protocol - decentralized exchange. 

•Aragon - unstoppable organizations, DAOs. 

•AdEx - implementing their registry. 

•ChainX - developing a Bitcoin and Ethereum bridge. 

•Ocean Protocol - ecosystem for sharing data. 

•Energy Web Foundation - building an energy network. 

•iExec - decentralized cloud computing.

•Edgeware - building a WASM-based smart contract platform.

•ZeroChain - zK-SNARKs chain built on Substrate.

•Robonomics - cyber-physical systems integration.

•MXC - IoT protocol.

•Joystream - A user governed video platform. 

•Asure Network - social security network. 

•Kilt Protocol - identity trust market. 

•PACTCare - Metadata Blockchain based on Substrate called Starlog. 

•Blink Network - lightning fast payments. 

•Akropolis - global pensions infrastructure. 

•LayerX - zk-SNARKs chain. 

•Plasm - Plasm is a Substrate Runtime Module Library allows developers to add Plasma functions to their Substrate chain.

•Speckle OS - universal identity and account parachain. 

•Evolution Land - a virtual management game based on blockchain. 

•Katal Chain - Standard Framework for Finance. 

•Substrate Api Client - a rust library for connecting to substrate RPC API over websockets. 

•Encointer - an egalitarian cryptocurrency and decentralized identity system. 

•Substrate Dex - an decentrolized exchange demo build by substrate. 

•Starmesh - Earth Observation data. Cryptographically verifiable and distributed. 

•KodaDot - VueJs wallet & governance dashboard for @polkadot and @substrate_io based networks. 

•Subsocial - A protocol for social networks and market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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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lueOS 파라체인 계획

GlueOS	개발팀은	변화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파라체인	형태로	개발하여	GlueOS를	사용하는	블록체인	업체에게	제공하려고	한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 

및 펀딩 파라체인

<그림.4>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Parachain

모바일	기기	및	모바일	인터넷	인프라의	발전과	Youtube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보편화로	

인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가	판매가	아닌	대여	소비	관점의	스트리밍형	소비로	점차	확대

되어	지고	그로	인한	구독형	사업이	점점	발전해	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를	만

드는	창작자가	이제는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옮겨져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에	있어	거래가	다

양해	지고	그	거래의	수가	많아져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음

악,	영화,	만화	및	정보에	관한	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작	및	저작권에	대한	수요도	확대	

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의	창작자와	소비자간의	직접거래를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	및	유통	간소화로	판매자,	구매

자	간	콘텐츠	거래를	확산	시킬	수	있어	궁극적으로	수수료	확대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단순히	거래	뿐만	아니라	제작투자,	광고,	라이선시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모션도	추진	가능

하다.	GlueOS는	콘텐츠	ID/	메타데이터	관리,	콘텐츠	권리	관리,	콘텐츠	전송	/	검색,	거래	협

상,	계약	/	결제	관리,	콘텐츠	제작	후원	연결	등	디지털	유통에	관한	파라체인을	파레트	형태

로	구성하여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쉽게	블록체인	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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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은	기술적인	측면과	거래구조적인	측면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우선	거래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지금까지의	부동산	거래는	중개자	

중심이었으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중개인	없는	계약	당사자	간의	거래로	전환	되어진

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AI기술기반으로	한	부동산	관련	상세	정보공개와	VR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부동산	소개	그리고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거래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계

약의	단순화,	중개인	없는	거래,	부동산	거래의	다변화로	인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프롭테크

(Prop	Tech,	Property(부동산)	+	Technology(기술))	산업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	

덕택에	부동산	시장은	신사업이	필요한	중견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참여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북미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

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의	창업이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토지	및	거

래	장부에	대한	값싼	솔루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AI	와	VR	기술기반의	정보제공에	대한	사

실관계와	보상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값	비싼	부동산을	주식	형태로	판매할	수	있게	

하여	사람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였다.	GlueOS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원하는	기

업이나	개인을	위하여	매물거래	및	관리,	매물	추천,	금융	서비스	추천	및	판매,	부동산	투자	중

개,	부동산	계약에	관한	파라체인을	만들어	쉽게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부동산 거래 파라체인

<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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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lueOS 파라체인 계획

GlueOS	KMS	(Key	Management	System)는	개인적이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하고	처리할	때	생기는	제한사항을	해결하는	분산화	키	관리	시스템(KMS)이다.	이	시스템은	

분리	암호화	기술을	근간으로	한	GlueOS	Cryption	Script를	이용하여	분산화된	네트워크가	

수행하는	키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하나의	파라체인이다.	일반적인	서비스	솔루션으로	제공되

는	암호화와	복호화	과정의	중앙화	된	키	관리	시스템과	다르게	탈중앙화	키	관리	시스템은	신

뢰	가는	서비스	제공자(CA	-	Certificate	Authority)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GlueOS	KMS를	

사용하면	분산형	응용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한	키를	통해	공유할	수	있으므로	

의료관리부터	ID관리,	분산	네트워크	콘텐츠	시장까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	보안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SSL/	TLS가	모든	보안	웹	응용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인	것처럼	GlueOS	KMS

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의	필수	파라체인이	될	것이며	특히	자신의	중요정보를	본인	스스로	관

리	해야	하는	My	Data	시기가	오고있는	시점에	더욱	더	그	효용성이	증대	될	것이다.

GlueOS	KMS (Key	Management	 System )는	 분리	 암호화	 기술을	 근간으로	 한	GlueOS	

Cryption	Script를	이용하여	분산화된	네트워크가	수행하는	키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합의	네

트워크를	통해	암호화된	데이터를 	더욱 	안전하게 	저장하고 	처리한다.

GlueOS KMS 파라체인

<그림.6>

GlueOS Key 

Management System

(분산화 키 관리 시스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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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lueOS 코인 세일즈

GlueOS	Coin의	초기	발행량은	10억개로,	이듬해부터	발생되는	인플레이션	비율은	GlueOS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코인	추가	발행에	적용된다.

Accumulated  GlueOS = GlueOS (Initial year) + GlueOS (ι) γ (inflation rate)

블록	검증에	따른	코인	생성과	그에	따른	시뇨리지	Tax	배분을	통해	코인	과다	공급에	의한	초

기	가격	하락을	방지하며,	가치를	안정화	하도록	설계되었다.

GlueOS	Coin의	코인의	분배에	있어	판매에	20%만	배정하여	시장에서의	코인	가격형성에	긍

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운영과 	보상에 30%를	배정하여,	안정적인	노드운

영을	도모하였고,	마케팅과	개발에	30%를	배정	적극적인	Marketing과	홍보,	그리고	Version	

UP을	위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재단운영진과 	구성원에 	15%를 	배정하여

	직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바운티 	프로그램 	및 	초기투자자에 	대

한 	보너스로 		2.5%씩 	각각 	분배 	될 	예정이다. 	

<그림.7>

GlueOS 코인

발행량 및 공급량

<그림.8>

GlueOS 코인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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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판매	기금은	위의	<그림.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된다.	코인	판매	기금의	40%	할당

된	플랫폼	개발비는	GlueOS이	지향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개발	비용을	의미

하며	플랫폼	Component의	구현	및	테스트,	서비스	개발,	데이터	셋	구축,	UI/UX	테스트	비용	

등을	포함한다.	운영에	할당된	20%	기금은	GlueOS	네트워크를	자생할	수	있게	만드는	지속

적인	운영	비용을	의미한다.	25%	할당된	마케팅	비용은	GlueOS	플랫폼	구축	이후	플랫폼	활

성화를	위한	홍보,	워크샵	참가,	온라인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된다.	15%의	보유분	및	유지	관

리	비용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발생될	추가	비용	및	플랫폼	업데이트에	사용된다.	

<그림.9>

기금 사용

분배 그래프

8. GlueOS 코인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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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팀

Management Team

Paul Park 

폴	박은	유가	증권,	벤처	캐피탈	및	보험	회사와	같은	금융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조직을	20	

년	이상	이끌었던	경험이	풍부한	임원이었습니다.	폴	박은	깊이	있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

며	기술	및	금융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데	있어	매우	성공적인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블록	체인의	미래를	인식	한	폴	박은	2016	년부터	블록	체인	사업을	해왔습니다.

•CEO & Founder at Block 8

•CEO at PMBIZ USA Corp. 

•CEO at K & Resource 

Sean Yook

션은	마케팅을	전공하여	여러	차례	공모전에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수년간	대기업에서	개발	및	마케팅	업무를	병행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	후,	IT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솔루션과	마케팅	전략으로	H-soft를	이끌었

습니다.	현재는	Block8	Korea에서	글루오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CEO at Block 8 KR

•CEO at H-soft

•5 years of Marketing & Analysis of Commercial at AEON Group

•3 years of MES System Development Project at KCC

E.J. Hwang

E.J는	20	년	이상의	개발	경험이	있습니다.	IT	산업에서의	다양한	개발	경험으로	인해	풀	스

택	개발자가	되었으며	현재는	글루오스	개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글루오

스	아키텍처를	디자인하였으며			코어	엔진	파트를	직접	개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

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을	테스트	및	디버깅하기도	하며	성능	문제를	해결하거나	반드시	필

요한	경우	팀원이	개발한	코드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CTO at Block 8

•Development Manager at Crocus Energy Korea

•Development Manager at Synic Solution Co., Ltd

•Development Engineer at LG Information & Communication Co., Ltd•

•Development Engineer at LG Semiconductor Co., Ltd.

찰스는	국내은행	및	외국계은행에서	20년이상의	외환관리	경험과	무역관리	및	외환딜러로	

활동하였으며,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폴	등	해외	금융시장을	통한	외화자금의	조달,운용에	능

통한	국제금융전문가	입니다.

•CMO at Block 8

•CFO at Maru International

•3 years of Boberoo Tokyo

•11 years of Mitsui Sumitomo Bank

•10 years of KEB 

Charles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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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Lee

토마스의	소프트웨어	개발경력은	정보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무

선	보안	취약점	및	웹	보안	취약점을	찾아주는	다수의	솔루션	과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	등	많

은	보안관련	개발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보안솔루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블록

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취약점	탐지	시스템의	코어	엔진과	취약점	탐지기를	개발	하였

고	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Ethereum,	EOS기반의	메인넷	개발에도	참여	하였으며	다수의	

Hyperledger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토마스는	글루오스	지갑	및	주요	부분의	개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Leader of Software Development Team at Block 8

David Sohn

Eric Kim

데이비드는	지난	십	수년	동안	한국	하이테크	벤처	세계화의	선두에	서있었습니다.	데이비

드의	훌륭한	경력은	기술	투자와	기술	상업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서울	대학

교에서	이학사	및	MBA	학위를	받았으며	일리노이	주립대	에서	재무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데이비드는	KB	인베스트먼트와	한국	정부의	한국	기술	거래소에서	

CEO	직책을	맡았습니다.	KB	인베스트먼트에서는	KB	금융	그룹	VC의	CEO로	재직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또한	시티뱅크와	삼성증권에서	주식	시장	리서치,	분석	및	글로벌	운영	책임자	

직책을	역임했으며	삼성증권	글로벌	책임자로	근무할	당시	CNN	및	CNBC에	여러	차례	시장

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방송에	주기적으로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글로벌	자산관리	1위	기업

인	Fidelity	Investment	Korea의	최초	경영자였습니다.	

에릭은	삼성물산의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만	지사에서	오랫동안	지

역	책임자로	근무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

였으며	특히	수익	증대,	비즈니스	확장	측면에서의	성장,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전략적	비

즈니스	의사	결정에	중점을	둔	성공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uman Resource Team at Samsung Corporation Company

•15 years of finance experience

•VP at VK Networks 

•CEO at Mono B Korea

쏘니는	매우	특이한	유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리비아에서	초등학교에	다녔고,	남아공에

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의	십대를			보냈습니다.	그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대학

을	졸업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경력은	전	세계의	다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세

계	최고의	미디어	회사	중	하나	인	Newsweek에서	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	쏘니는	

뉴스위크에서	일	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유명한	블록	체인	미디어	인	

Publish와	TokenPost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CEO at PUBLISH Inc.

•Publisher at TokenPost Inc.

•Partner of Elmin Media LLC

Sonny Kwon

Advisors

9.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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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 Yu

스티븐은	여러	블록	체인	프로젝트를	도와서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그가	도와준	여

러	프로젝트에서	그들의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고	프로젝트	마케팅	전략의	개선을	도왔습니

다.	현재	글루오스	역시	마케팅	목표와	전략을	설정	한	후	글루오스	마케팅을	관리하고	있습

니다.	또한	글루오스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	영업	및	개발	팀과	유기적으로	협력

하고	있습니다.

•CEO at Data Chain

•Advisor of TokenPost

Justin Kim

Ted Noh

William Park

저스틴은	현재	인기있는	암호	화폐	결제	솔루션	인	페이크립토를	만들고	판매하는	하이브랩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	화폐	결제	솔루션은	익명성으로	인해	단

일	주소로	전송된	여러	결제의	발신자를	구별할	수	없지만	페이크립토	솔루션은	페이크립토

의	핵심	기술을	사용하여	단일	주소로	동시에	전송된	여러	결제의	발신자를	구별	할	수	있습

니다.	저스틴은	페이크립토의	핵심	기술을	설계하고	개발하였습니다.

테드는	캐나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그의	IT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테드는	북미의	여러	

곳에	스마트	홈	및	IoT로	연결된	커뮤니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테드는	

현재	블록	체인	스마트	계약	보안	감사	솔루션	및	블록	체인	규정	준수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Nexus	Revolution	Corp.의	COO로	일하고	있으며	국내	외의	여러	블록체인	커뮤니티	

멤버로	활약	하고	있습니다.	

William	Park은	다년간	ICO	에널리스트로	활동하고	거래소	엔터프라이징	부터	20여개	이

상의	프로젝트를	어드바이징	하였습니다.	현재는	CLEVER.PARTNERS의	대표로써	크립토	

펀드	운용과	거래소와	프로젝트	컨설팅을	진행하며	블록체인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ICO Analyst

•Listing Evalutaion on Exchainge / Director

•Exchange Enterprise Advisor

•Blockchain Project Crypto Business Advisor

•CEO of CLEVER.PARTNERS

Harbor Intelligence Corp.

하버인텔리전스는	핀테크	및	블록체인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플라즈마	프로젝

트,	블록체인	기반	마케팅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채권	플랫폼	등	다수의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경험이	있으며	최근에는	자사	솔루션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한	돈세탁	방지	솔루션	

(KYC,	AML,	STR)을	런칭하였습니다.	글루오스	메인넷	개발에	컨설팅	및	개발	파트너로	참

여하고	있습니다.	

대표	http://www.harborintelligence.i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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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고지 Disclaimer  

이	문서는	Block	8의	계획	하에	일부	개발된	혹은	앞으로	개발될	블록체인	플랫폼과	서비스	

그리고	기업의	비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문서의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업데이

트	될	수	있으며,	작성	당시를	기준(As-Is)으로	문서에서	제공한	정보가	미래에	정확한	정보임

을	보증하지	않고,	또한	Block	8의	약속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정보	전달의	목적으

로만	제공되며,	Block	8	또는	관련	회사의	주식이나	유가	증권을	판매하는	제안이나	권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향후	해당	백서에서	소개되지	않은	GlueOS의	기능	개선	및	업데이트	내

용은	별도	공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백서의	내용은	오직	특정	구매자들에게	직접	제공되며,	이들	구매자	외에는	누구도	백서의	수

령이나	열람	대상이	아니다.	단순히	백서를	수령한	것으로는	적격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프로

젝트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

글루오스	네트워크	플랫폼,	글루오스(GLU)	토큰이나	해당	플랫폼상에서	운영되는	모든	토큰

은	유가증권이나	어떠한	법정관할	지역에서	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

다.	백서는	유가증권	또는	기타	규제	대상	제품의	제공이나	권유,	투자	목적의	홍보,	초대	또는	

권유를	위한	것이	아니다.	백서는	금융	서비스	제공	목적의	문서나	그	어떤	투자설명서,	증권

신고서	등도	아니다.	글루오스(GLU)	토큰은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또는	기업의	자본,	수익,	

소득	또는	수입에	대한	지분,	출자	지분,	유닛,	로열티	및	권리,	또는	모든	관할구역의	플랫폼이

나	기타	공공	또는	사설	회사,	조직	및	기타	독립체와	관련된	지식재산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

다.

글루오스(GLU)	토큰의	구매	및	판매,	글루오스	네트워크	프로젝트	참여에는	리스크가	존재한

다.	구매자는	글루오스(GLU)	토큰의	구매	및	판매	또는	글루오스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참여

하기에	앞서	모든	리스크에	대한	신중한	평가	및	고려를	하여야	하며,	백서는	사전	동의나	고

지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보증되지	아니하므로,	구매자는	의사결정	전에	필요한	사

항을	직접	확인하여야하고,	구매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

구매자는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법령	및	하위규정,	규제,	계약에	따라	글루오스(GLU)	토큰의	

구매	및	판매,	글루오스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보증이나	보장도	하지	않는다.	구매자는	글루오스(GLU)	토큰의	구매	및	판

매,	글루오스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참여에	요구되는	모든	종류의	인허가,	신고	등을	자신의	책

임	하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백서는	미래의	관점과	견해를	담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법정관할	지역의	정부나	준정부,	당국	

또는	규제기관	등의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	백서에	포함된	정보들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확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그	정확성	또는	

완전함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다.

백서는	글루오스(GLU)	토큰	구매	권고문,	기타	청약	내지	청약의	권유를	위한	문서가	아니다.	

백서는	계약이나	청약	또는	청약의	권규,	투자권유,	구매	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의도	또는	해

석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백서의	제시	또는	백서	자체가	계약	및	투자	결정의	근거가	되

는	것은	아니다.	

적격성

규제 대상 품목

리스크

구매자의 책임

백서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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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정의 되는 4차 산업 혁명에서 ‘초신뢰를 주도하는 핵심 인프라’로 블록체인이 

부상 되고나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2016년과 2017년에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온 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프

로젝트들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치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 상호작용에 있어서 신뢰를 재정의함으로써 금융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변화시키

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