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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T 대기업이 보유한 HTML5 기술 

1.3 HTML5산업의 불편한점 

1.4 블록체인의 산업배경



배경 

1.1 HTML5의 산업배경 

최근 모바일 단말기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및 인터넷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 가고있는 가운데, 
이전까지 제한이 되었던 HTML5 게임운행의 난관(데이터, 호환성)들이 해결되었다. HTML5의 

크로스 플랫폼 특징을 활용하여 게임, 마케팅, 동영상, 매체 등에 응용시켰으며,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HTML5의 내용을 App안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많은 광고 효과를 얻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일 똑같은 생활과 직장과 같은 빠른 템포의 일상은 사람들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릴렉스하면서 오락을 즐기게 되는 것을 야기하였고, App개발자의 입장에서 보

면 새로운 기술상품 형태로 사용자의 사용 지속시간을 늘려 더 많은 데이터를 획득하길 희망하였
다. HTML5게임의 특징인 ‘클릭 후 즉시 플레이 가능, 바이러스 전파, 사용자의 긴 사용지속

시간’은 현시장의 수요와 맞아 떨어진다. 

현재 

HTML5 게임의 사용자 규모는 이미 모든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4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
며, 비즈니스 모델로 보면 유료아이템 구매금액이 광고비용을 넘어 섰고, 이미 68%의 영업이익
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HTML5게임은 이미 고전게임과 같으며, 독립적인 비즈니

스 이익 창출능력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전환점 단계에 이르렀던 2017년 HTML5게임의 중국
시장규모는 100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그 시장의 빠른 발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4년이란 

시간동안 산업분야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환경하에, HTML5게임은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자
규모 및 시장규모 등 모든 방면에서 빠른 발전과 좋은 성과를 이뤄냈다.

중국 내 HTML5 기술이 사용 된 모바일 게임의 영업이익은 2억 위안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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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5 기술은 크로스 플랫폼, 단말기 간 연동 문제의 솔루션으로써,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

았고, 이 기술이 사용된 인터넷, 모바일 게임, 동영상, 광고 등 업종은 매년 글로벌 시장에서 
1,000억 달러 수준에 이익을 달성했다. 

1.2 IT 대기업이 보유한 HTML5 기술 

HTML5 기술은 클릭 즉시 사용 가능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기능, 크로스 플랫폼, 클라

우드 서비스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IT 대기업들이 HTML5 및 다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는 다음과 같다 :

• Google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레시브 웹 앱스(Progressive Web Apps. PWA), PWA는 검

색하자마자 즉시 응용할 수 있는 이념을 추구하며, H5기술은 App 및 검색에 응용될 것이다. 

• 바이두( )는 H5기술이 기반인 ‘Lapp(Light App,다운로드 과정 없이 즉시 검색·사용할 

수있는 App)’을 추진하고 있다. 

• Facebook은 매일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H5기술인 Instant 

Game을 이용하고 있으며, 2017년 말부터 정식으로 광고 및 결제서비스를 개시하였다.  

• 2018년 1월 위챗( )이 발표한 미니게임은 다운로드 할 필요없이 클릭 후 즉시 플레이 가

능한 게임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어 모았으며, 그 중 ‘점프 점프( )’라는 미니게임의 이용

자는 매일 1억 명 이상의 수준에 달한다.   

HTML5 산업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릴 전망이다.

1.3 HTML5산업의 불편한점 

HTML5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추세지만 동시에 많은 불편한 점이 있다.  

• 세계적으로 통일된 안전한 결제 플랫폼이 부족하다. 

• 은행 사용자가 저축한 가상화폐의 안전보장에 대한 솔루션이 부족하다. 

• 게임 및 응용하는데 있어 공평하고 공정한 체제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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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불편함에 있어 빠른 응답의 분산식 백엔드서비스 및 솔루션이 부족하다. 

• H5 프로젝트 상품의 저작권보호 시스템이 부족하다. 

• 개발자 근무환경 개선, 온라인 교류 커뮤니티, 오프라인 인재 육성 및 인증체계가 필요로 하

다.  

•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팀을 평가하여 우수한 팀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환영받는 

게임과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야 한다. 

•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 현금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4 블록체인의 산업배경 

최근들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블록

체인을 응용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 중 블록체인의 장단점이 나날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장점  

• 분산화의 장부시스템, 안전성, 투명성, 수정이 불가능하다. 

• 튜링 완전의 스마트 계약 시스템, 공평하고 공정하다.  

• 결합된 스마트 계약 시스템의 분산화 데이터로 저축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하며 믿을 수 있다. 

• 화폐 및 토큰 체계, 통일된 결제시스템이 있다. 

단점  

• 매우 불완전한 개발, 테스트, 업데이트 과정이 있다. 

• 개발 프로그램 및 개발 커뮤니티가 매우 부족하다. 

• 사용자가 이용시 매우 불편하며 학습비용이 매우 비싸다. 

• 계좌 및 디지털 지갑의 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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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ret Technology는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HTML5와 블록체인 기술에 초점을 맞춰 블록체인 

연구실을 성립하였고, 이미 숙달된 HTML5 개발 프로그램과 블록체인을 결합하여 개발자들이 

복잡한 언더라인 블록체인 기술 실현에 힘쓸 필요가 없어졌으며, VR방식을 통해서 즉시 효율적

으로 HTML5 블록체인 게임과 응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수직 시

장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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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

회사비전 
2.1 세계 최초의 HTML5 블록체인 엔진과 플랫폼을 만들어내다 

2.2 분산화의 HTML5 사용자의 환경 

2.3 가상화폐의 안전한 유통환경을 만들다



회사비전 
“20만명의 개발자와 10억 개의 HTML5 단말장치를 블록체인의 세계속으로 데려갈 것이다.” 

2.1 세계 최초의 HTML5 블록체인 엔진과 플랫폼을 만들어내다 

세계 최초의 HTML5 블록체인 엔진(HTML5 BlockChain Engine)을 만들었으며, 세계 HTML5 

업계 중 선두 기업인 Egret Technology와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술과 협력 파트너의 방법, 사회 

커뮤니티, 내용 등을 결합해 10억 명 이상의 모바일 단말기 사용자를 블록체인 세계로 끌어들일 

것이며, 세계 최대의 HTML5 블록체인 플랫폼 Egretia를 만들어 낼 것이다.  

사용자 환경 : 

• 협력 파트너인 Egret Technology 엔진이 만든 프로그램은 현재 수억 명의 이용자에게 보급

되어 있으며, 저희는 앞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숫자에 암호화 된 유일한 회원권을 만들어 줄 것

이다. 

• 사용자를 위해 약식대출(Covenant-Lite)과 안전성이 높은 디지털 지갑을 제공하고, 모든 

HTML5 블록체인에 응용하여 안전한 결제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 세계 모든 HTML5 프로젝트에 사용 될 가상화폐(Egreten)를 만들 것이며, 모든 플랫폼의 거

래와 결산시스템을 호환되게 만들 것이다. 

• 사용자를 위해 좋은 환경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기술측면  

• 블록체인의 기능을 모듈화할 것이며, Egret Technology 엔진과 이전 개발방법을 통합시켜 

직접 20만 개 이상의 개발업체에 보급할 것이다. Egreten 가상화폐는 수만가지 게임에 응용

되어 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보급될 것이다.     

• 블록체인 기술은 백엔드서비스를 통합하여 세계 네트워크 서버에 널리 보급되도록 운용할 것

이며, H5상품을 위해 신속한 통신 솔루션 및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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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를 위해 저희는 완벽한 개발 프로세스, 문서, 개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낼 것이며, 개발

자에게 최적화된 근무환경을 제공 할 것이다. 

운영측면  

• 저희는 이미 전문적인 게임과 응용프로그램 세계 출시 경험이 있는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

산해보면 4,000만 개의 게임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토큰형식의 결제시스템의 프로그램을 통

합하여 세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화폐 플랫폼이 세계전체에 유통될 수 있게 할 것이다. 

• 우리는 이미 완벽한 광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구글 등 전략적 협력 파트너

와 함께 하여 Egreten 기술의 게임 및 상품을 홍보시킬 것이다. 

2.2 분산화의 HTML5 사용자의 환경 

협력 파트너인 Egret Technology 엔진을 이용하여 만든 HTML5 프로그램은 모든 업계 중 75%

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0억 이상의 모바일 단말기와 사용자에게 보급되었다. 

저희는 Egretia 블록체인을 결합시켜 토큰형식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oftware 

Development Kit)방식을 응용하여 Egret Technology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발 시스템과 

결합시킬 것이며, 개발업체가 만든 프로그램의 사용자를 표준화하여 모든 HTML5 프로그램 중 

크고 안정적인 사용자 그룹 및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다. 

• 사용자는 세계 어디든지 Egretia 블록체인으로 개발한 게임 또는 응용프로그램 사용시 유일

하게 식별할수 있는 토큰 회원증을 가질 수 있다. 

• 토큰의 익명 및 암호화 시스템은 확실하게 사용자 개인 프라이버시에 따라 보증된다. 

• 이러한 익명아이디, 회원증, 신분 인증에 제한을 받지 않으면, 즉시 가상 신분을 이용해서 

Egretia에서 만든 가상세계인 크로스 플랫폼, 모바일게임을 즐길 수 있다. 

•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수정이 불가능한 이점 때문에 사용자들은 표준화된 유일한 토큰 회원증

을 가질 수 있고, 모든 Egretia 블록체인으로 만든 프로그램 체제속에 저희는 사용자 이미지

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으며, 신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는 안전하게 Egretia에 있는 세

계 다른 사용자와 교류 및 교제가 가능하고, 가상화폐를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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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상화폐의 안전한 유통환경을 만들다 

Egretia 플랫폼의 사용자 환경을 기반으로 세계 모든 엔진시스템+ Egretia 솔루션인 가상화폐

(Egreten)를 응용하여 안전한 가상화폐의 유통환경을 만들 것이다. 

• 개발업체는 완벽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방식을 이용해 신속히 개발하여 가상화폐

인 Egreten를 결제 시스템 상품으로 사용하게 할 것이다. 

• 사용자는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사거나 게임 내 필요한 결제에 사용이 

가능하다 

• 사용자는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플랫폼 내에 있는 제비뽑기, 할인 등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용자는 개발업체가 플랫폼으로 개발한 게임 또는 응용프로그램 상품의 크라우드 펀딩에 참

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품으로부터 가상화폐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 개발업체와 발행업체는 가상화폐를 Egretia 광고 플랫폼에 사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 플랫폼 배급업체는 프로그램 발행, 광고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얻을 수 있다. 

• 사용자의 유일한 토큰 회원증으로 만든 디지털 지갑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가상자산을 더욱 안

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모든 게임 및 프로그램 중 획득한 가상자산, 크라우드펀딩 보상, 플

랫폼 장려금 등은 전부 안전하게 디지털 지갑 안으로 저축된다. 

모든 환경 시스템 중 세계 20만 개의 개발업체는 Egretia 블록체인 SDK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HTML5 블록체인 게임및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가상화폐 Egreten은 이러한 

HTML5 프로그램을 통해 10억 이상의 모바일 단말기와 사용자에게 보급 될 것이다. 그리고 세

계적인 게임 공유 플랫폼, 가상프로그램 플랫폼, 광고 플랫폼, 커뮤니티 등 모든 분야에 유통될 

것이다. 

    그림 : 가상화폐 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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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retia 블록체인 엔진과 플랫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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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핵심상품 및 서비스 개요 

세계 최초의 HTML5 블록체인 게임 개발프로그램(HTML5 Blockchain Workflow) 

저희 전략적 협력 파트너인 Egret Technology는 프로그램 엔진,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VR편집기, 동영상편집기, 크로스 플랫폼 편집기를 포함한 10가

지 상품을 포함하여 3년간의 HTML5 개발프로그램을 매끄럽게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각종 편집

기를 Windows/Mac 두가지 OS에서 호환가능하게 하였다. 

더 많은 상품의 상세정보는 다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

www.egret.com/products/  

Egret은 개발프로그램에 이미 숙달된 개발자가 많이 있고 현존하는 개발자는 개발 및 디자인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 효율적인 편집 및 코드 디-버깅 

• VR로 조절가능한 UI 인터페이스 

• 크로스 플랫폼의 동영상 및  대중매체 프로그램 쉽게 만들 수 있다. 

• 편집 프로그램을 통하여 HTML5 프로그램의 내용을 iOS, Android로 편집이 가능하다. 

저희는 Egret Technology가 보유한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블록체인 인터페이스를 결합시켜 모

든 HTML5 게임을 쉽게 블록체인과 연결시킬 수 있다. 숙달된 개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개발자

!14

Egret Project

https://www.egret.com/products/
https://www.egret.com/products/


는 신속하게 통일된 디지털 지갑 신분증, 스마트 계약, 거래 등 블록체인 기능의 HTML5게임 및 

응용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세계 최대의 HTML5 블록체인 플랫폼 : Egretia 

Egretia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프로그램을 포함하여 4대 핵심상품 및 1개의 인큐베이터

(incubator)로 플레이어, 프로그램 제공업체, 공급 및 광고업체를 위하여 전면적으로 블록체인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완벽한 환경을 만들 것이다. 개발자는 Egretia  개발프로그램

으로 신속히 블록체인을 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gretia가 제공하는 게임공유, 광고, 거래, 

저축 및 통신 등을 통해서 플랫폼의 전면적인 서비스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gretia블록체인 플랫폼구조 

블록체인 게임 개발 프로그램은 세계 최초의 완벽한 HTML5 블록체인 엔진과 개발 프로그램으

로 개발업체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블록체인 게임과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분산식 통신 및 클라우드 플랫폼 : 블록체인 모델의 분산화, 분산식 통신 및 클라우드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게임 공유 플랫폼 : 이 플랫폼은 공식적인 Egretia의 DApp을 기반으로 하고, 플레이어는 휴대폰

으로 광석을 채굴하여 플랫폼 화폐인 Egreten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에 있는 HTML5 

게임은 Egreten을 통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고,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Proof of Game P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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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활용하여 Egreten 상금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에게 공유하여 

Egreten 상금을 획득할 수 있다. 

가상 아이템 거래 플랫폼 : 모든 Egretia 게임 안에서 플레이어는 Egreten을 사용하여 플랫폼 

안에서 가상 아이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Egretia광고 플랫폼 : 블록체인KYC, 스마트계약 및 플랫폼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광고에 투자하

는 시스템  

Egretia 인큐베이터 : 게임의 개발 팀과 개발자을 지지하며 플레이어와 개발업체 간의 중개자 역

할을 한다. 

3.2 Egretia 특징 

자체 연구개발한 퍼블릭 블록체인 (Public Blockchain) 

저희는 DpoS  컨센서스 체계를 기반으로 HTML5 게임특성에 최적화, 효율적인 퍼블릭 블록체

인 Egretia에 초점을 맞춰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다. 블록체인 인터페이스의 중심축과 Egret 엔진 

프로그램의 결합을 통하여 개발업체가 신속히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Dapp을 만들어 내

도록 할 것이다.  

컨센서스 체계 

Egretia 퍼블릭 블록체인은 DpoS를 사용하여 블록체인의 장부와 데이터 교환 체계를 실현시켜

준다. 

DpoS 지분 증명 시스템은 이사장회 투표와 유사하며, 화폐 보유자는 일정 데이터의 노드에 투표

할 수 있으며, 화폐 보유자를 대신하여 검증과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DpoS는 검증과 결제 노

드의 데이터를 대폭 축소시킬 수 있었고, 공식 검증하는 것을 초 단위로 줄일 수 있었다. 

DpoS 체제의 안정성은 이미 BTS,EOS등 프로젝트에서 검증되었다. 

고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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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retia는 높은 성능과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며, 그 성능은 게임 업계의 수

요에 맞춰 최적화되었고, 비교적 빠른 TPS(Transaction Per Second)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하

지만 블록체인 기술에는 ‘동시에 불가능한 3가지’라는 것이 존재하며, 확장성, 분산화, 안전 3가

지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면 3가지 중 오직 2가지만 달성할 수 있다. Egretia는 DpoS 체제를 

사용하여 확장성을 최대폭으로 올릴 수 있었고, 초기 테스트 서버는 매 초에 약 2,000건의 거래

량를 달성했으며, 이후 계속해서 업무수요에 따라 조금씩의 변화가 있었다. 

매개변수 조절 

Egretia는 포크(Fork)가 없어도 즉시 시스템 매개변수를 수정할 수 있으며, 투표방식을 통해 블

록의 크기와 블록출력의 속도, 수수료 등 전체적인 매개변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매 3초에 1블록씩 출력된다면 매개변수 상태 조절을 하여 매 초마다 1블록씩 나

오게 할 수 있으며, 현재 블록의 크기가 2M이라면 매개변수 상태 조절을 하여 8M 크기의 블록

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빠르고 효율적인 개발 프로그램 

세계 20만 명의 개발자가 사용하는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Egretia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안정성 

보장을 제공해주며, 이 프로그램을 블록체인에 응용시켜 개발을 더 쉽고 빠르고 효율적인 프로그

램으로 만들어준다. 

주 언어와 프레임을 지지하다 

JavaScript TypeScript HTML CSS Node.js를 호환되게 하였고, 확장을 통하여  편하고 

더욱 많은 언어와 프레임을 호환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C# Go C++ AngularJS

Reac등이 있다. 

스마트코딩의 보조 

주 언어를 위해 스마트코딩을 제공하였으며 문제 발견시 정보 피드백, 인용색인, 건너뛰기, 정의 

등 기능이 있고 개발자가 더 빠르게 코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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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내장된 완벽한 개발 프로그램 

VR게임 개발 환경을 통합하여 개발, 테스트, 발표, 모든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사용하였고 더 많

은 자원관리, 입자편집, 동영상편집, 클라우드 발표 등으로 확장시켜 게임 개발 체험에 큰 도움이 

되었다.   

Egret Wing IDE와 DragonBones동영상 편집프로그램 인터페이스 

Egretia SDK 

저희는 Egretia의 블록체인인 SDK를 제공함으로써 Egretia엔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HTML5 

게임은 손쉽게 블록체인을 접할 수 있으며, 개발자는 신속히 통일된 디지털 지갑 신분증, 스마트 

계약, 거래 등 블록체인 기능을 갖춘 HTML5게임 및 응용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 HTML5 게임은 몇가지 코드를 이용하면 즉시 게임을 블록체인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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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C Certification은 사용자 관련 정보에 암호를 설정하고, 블록체인 안에 저장할 수 있다. 

• 업무 데이터 저장, 상대방 저장, 데이터 통신과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 쉽게 디지털 지갑을 접할 수 있어 빠르게 스마트 계약 인터페이스로 이동이 가능하다. 

• 개발자는 가상화폐인 SDK를 이용해 게임 상의 가상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다. 

모든 플랫폼에 유통되는 가상화폐 Egreten 

2017년 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천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아직 다른 게임끼리 연결시켜주는 시스

템은 없었으며, 모든 게임은 독립적인 경제 체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Egretia는 하나의 탈중

심화 가상화폐 Egreten를 제공함으로써 편하고 효율적으로 게임 간의 가상 아이템 거래 진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Egretia가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에 유통되는 가상화폐 Egreten과 토큰체제는 모든 플랫폼에 통

일된 거래와 결제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는 가상화폐인 SDK를 통해서 이러한 게임의 경제

체제를 Egretia로 통일되게 하여 게임 내 가상 아이템의 유통을 실현시킬 것이다. 

디지털 지갑 

게임 개발업체와 게임 플레이어는 디지털 지갑을 통해 Egreten 가상화폐를 관리하며 사용자를 

위해 약식대출과 안전성이 높은 디지털 지갑을 제공할 것이고, Egretia를 모든 HTML5 블록체인

에 응용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 플랫폼으로 되게 할 것이다. 현재 PC버전, 모바일 버전, 브라우저 

버전 3가지를 개발 중에 있다.  

세계 주요 퍼블릭 블록체인까지 호환할 수 있게 되다.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인터페이스 프레임은 퍼블릭 블록체인 

Egretia를 호환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더리움, EOS등 퍼블릭 블록체인까지 호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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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만들어 모든 HTML5 개발업체를 효율적으로 블록체인 게임과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코드 오픈소스 

Egretia 관련 코드는 Github에 오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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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gretia 핵심 상품구조

Egret 엔진은 중국 내 HTML5시장에서 75%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20만 

이상의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다. 프로그램엔진은 Egretia BaaS SDK를 제공하여 모든 Egret 게

임은 손쉽게 블록체인을 접할 수 있으며, 지금 있는 HTML5 게임을 빠르게 블록체인으로 변환시

킬 수 있다. 

HTML5 Blockchain Engine Architecture 

위 그림을 보면 하단부는 Egret Engine로 이루어져 있으며, Egret Wing을 사용해 신속히 

HTML5 게임을 개발할 수 있다. 개발업체는 엔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을 만들 때, Egretia 

BaaS SDK 기술만 도입하면 즉시 쉽고 빠르게 블록체인 관련 API를 사용할 수 있다. 

Egretia BasS SDK다음과 같은 API를 포함한다. 

Egretia Game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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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게임 개발자는 자신의 만든 게임이 블록체인화 되길 희망하지만 블록체인의 문턱은 사실상 

매우 높을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자세히 연구할 시간이 없다. Egretia Game API는 

개발자들이 쉽고 빠르게 블록체인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gretia Game API를 활용하면 HTML5 게임은 몇개의 코드만 있으면 즉시 게임을 블록체인화 

시킬 수 있다. 위 그림을 보면 게임 개발중 Egretia BaaS SDK기술만 도입한 후 공식파일 튜토

리얼대로 따르면 API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즉시 HTML5 게임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

시킬수 있다.  

KYC Certification 

KYC Know Your Customer 는 사용자 관련 정보에 암호를 설정하고, 블록체인 안에 저장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익명성과 추적가능 기능이란 장점이 있으며, 사용자의 관련 정보는 바로 암

호화 되어 Egretia상에 저장되어 안전이 보장된다. KYC를 사용하여 얻은 블록체인 ID로 사용자

는 1번의 회원가입으로 HTML5 Blockchain Engine이 만든 모든 게임을 즐길 수 있다. 

Egretia Data API 

게임업계는 계속하여 데이터의 불투명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으며, 모든 게임업계는 이를 해결하

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예를 들어 게임 개발업체측에서 게임 내 아이템 드랍확률을 공개하

였지만 게임 플레이어는 여전히 게임 개발업체를 믿지 못하였다. 더욱 유감스러운 일은 일부 개

발업체가 아이템 드랍확률을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게임 아이템 드랍확률을 조작

하여 더 많은 게임수익을 목표로 하는 업체가 있다. 

개발자는 Egretia Data API를 이용하여 게임 및 응용프로그램의 핵심 데이터로직을 Egretia상

에 저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저장 장부의 공개와 검증과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스마트 계약과 

결합시켜 공식적인 게임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게임 개발업체는 게임 핵심 데이터로직, 게임거래정보, 장비 드랍수치를 블록체인 안

에 기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게임 플레이어는 언제든지 게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게임 개발업체와 게임 플레이어 간 상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gret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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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retia 환경체제중 가상화폐인 API는 신속하게 디지털지갑 체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게임 내 

가상 아이템 간의 거래플랫폼으로 이용할 수 있다. 

Egretia Runtime 

Egret Runtime은 Egret팀의 HTML5 게임체험기능과 개발 가속기 모듈을 강화시켜 확장모듈을 

모바일 장비안의 브라우저 또는 다른 응용프로그램에 도입할 수 있다. Egret Runtime을 사용하

여 게임 개발자는 다른 운영체제, 다른 브라우저와 다른 하드웨어의 차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것

은 HTML5 게임을 고전게임과 비슷하게 사용자가 모바일 단말기로 효율적으로 플레이 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Runtime은 모바일 장치 하드웨어의 기능과 더 많은 게임들의 체험을 즐길 수 

있다.  

2017년 말까지 Egret Runtime의 다운로드 수가 10억 건을 돌파했다. 

Egretia Runtime Architecture 

Egretia Runtime은 Egretia Runtime의 전체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고, Runtime 이 가지고 있

는 기능을 완벽하게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Egretia의 블록체인 모듈을 통합시켜 핵심기능을 더

욱 안전하게 하단 부분에 응용시킬 수 있다. 그 중 Egretia BassS Module은 개발자에게 게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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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중 Egretia 블록체인 인터페이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DpoS 체제는 

Runtime 하단부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장부와 데이터 교환을 실현시켜준다. 

게임의 글로벌 공유 플랫폼

전략적 협력 파트너인 Egret Technology의 Open Platform은 세계 최대의 HTML5 게임 플랫

폼이며 현재 2,000개 이상의 채널, 65,000개 이상의 HTML5 게임, 매월 사용자 수는 4,000만

명 이상에 달한다. 게다가 블록체인이 가져온 혁명은 Egret Open Platform을 전체적으로 업그

레이드 하여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HTML5 게임 공유 플랫폼이 될 것이며 전 세계 HTML5 개발

자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플레이어에게 보급될 것이다. 

Egretia Game Platform Architecture 

Egretia 게임 플랫폼 

위 그림과 같이 Egret Engine과 Egretia BaaS SDK를 사용해 게임 개발자는 매우 간단하고 편

안하게 블록체인을 접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KYC 방식으로 획득한 블록체인의 ID로 게임 플랫

폼 상에 있는 모든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다. 

동시에 Egretia는 Proof of Game PoG 의 상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게임 플레이어의 플레

이 시간이 길어질 수록 PoG의 가치는 오히려 커진다. 게임 플레이 시간과 경험치를 계산하여 플

레이어는 수액의 Egreten  가상화폐를 획득할 수 있으며,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게임속에서 가상 

아이템 구매 및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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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업체는 게임운영을 통해 Egreten 가상화폐를 획득할 수 있다. 

Egretia 게임 공유시스템 

Egretia 게임은 하나의 분산화 HTML5 게임 공유 플랫폼이며, 게임 개발업체는 자체적으로 

HTML5 게임 업로드를 할 수 있다. 게다가 Egreten 가상화폐를 사용해 플레이어에게 퀘스트를 

부여할 수 있고, 플레이어는 퀘스트를 통해 상금 혹은 아이템을 획득 할 수 있다.  

아이템 거래 플랫폼

 게임 플레이어는 계속해서 하나의 난관을 직면해 왔었다. 그것은 아이템 거래시 어떤 방식을 통

해 아이템 가치를 평가하는것과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 받는것이었다. Egretia 블록체인은 아

이템 거래라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Trading Platform Architecture 

며, 게임, 게임서버, 아이템 분류, 구체적인 물품명을 선택하면 즉시 판매가 되어 Egreten 가상

화폐를 획득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플레이어는 가상화폐를 사용해 거래 플랫폼으로 아이템 구매를 진행할 수 있

다. 

HTML5 게임은 Egretia BaaS SDK를 활용하여 게임 내 아이템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진행 

할 수 있다. 이전 전통적인 아이템, 아이디 거래 패턴은 서로에 대한 신용적인 부분이 부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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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 체제를 기반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가 가

능하며, 제 3자의 보증을 서주는 일이 필요 없어졌다. 

블록체인의 추적가능 기능은 아이템 거래시 양측이 언제든지 아이템의 거래기록을 확인할 수 있

다. 게다가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양측의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는 확실하게 보호 받을 수 있다.  

분산화 광고 플랫폼 

저희는 Egretia의 광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KYC을 이용하여 사용자 이미지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이용자가 원하는 광고 정보를 보낼 수 있다. 플랫폼 가상화폐를 사용한 

광고비용 체제를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더 많은 곳에서 유통되게 할 수 있다.   

Blockchain Advertising Platform 

그림을 보면 분산화의 블록체인 광고는 전통적인 광고의 단점을 해결하였다.  

• 광고주는 플랫폼의 가상화폐 Egreten을 사용하여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 개발업체는 이전 프로그램 및 SDK를 사용해 광고내용을 통합시키고, Egreten 가상화폐 수익

을 얻을 수 있다.  

• 개발업체는 사용자가 결제한 Egreten 가상화폐를 이용해 광고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더

욱 많은 사용자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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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retia의 블록체인 KYC를 기반으로 한 광고 플랫폼은 사용자 프라이버시 및 사용자 이미지

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사용자가 관심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

의 자본금도 대폭 줄일 수 있다. 

• 플레이어는 광고 공유를 통해 가상화폐를 획득할 수 있다. 

저희는 Facebook,Google을 첫번째 HTML5 광고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하고 있으며 이미 프로

그램안에 협력 파트너 광고SDK를 통합하였다. 우리는 Facebook과 같은 해외 협력 파트너와 적

극적으로 타협하여 함께 블록체인의 미래를 안고 갈 것이다. 

분배식 통신 및 클라우드 플랫폼

HTML5 분배식 통신 및 클라우드 플랫폼（Egretia Communication & Storage Service 은 

블록체인 형식의 서비스 사이드 분산화, 분배식 통신 및 클라우드 방안을 이용해 모든 개발업체

에게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Egretia는 더 많은 제 3의 퍼블릭 블록체인 및 기술 서비스업체와 협력하여 개발업체을 위해 더 

완벽한 분배식 통신 및 클라우드 플랫폼

을 제공합니다. 

Egretia는 기술 서비스 제공 업체뿐만 아

니라 더 많은 타사의 공공 체인과 협력하

여 개발자가 더 포괄적인 분배 통신 및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

니다. 

개발업체는 프로그램이 많을 수록 분포식 서비스 사이드 노드가 더 넓어지고, 클라우드 데이터 

및 문서를 읽어내는 속도도 빨라지며 클라이언트와 서버측 인클루드의 통신속도도 빨라진다. 

개발업체는 저희가 제공하는 SDK를 이용하여 Egretia 통신서버에 연결할 수 있으며, 많은 플레

이어들의 온라인 대결 게임 매칭, 데이터 파일 저장 등을 실현시킬 수 있다. 또한 쉬운 사용, 저

지연성, 고가용성, 확장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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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체가 0부터 하나의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걸 도와줄 수는 없지만, 손쉽게 하나의 게임을 

편집할 수 있다. Egretia 퍼플릭 블록체인은 광역, 세계 동일한 서비스, 저지연성의 모바일 게임, 

대폭 줄인 자본금 등의 장점이 있다. 

복합적인 노드의 저 지연성 

분산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급되어있는 서버 노드와 독창적인 ‘서버프레임 동기화’ 기술은 게임 

데이터 전송을 즉시 보낼 수 있게 하였고, 게임 접속 후 즉시 많은 노드를 동기화시킬 수 있으며, 

게임플레이를 더 이상 늦게 하지 않도록 하였다. 동시에 대형 멀티 플레이어 온라인 게임의 수요

를 만족시키기 위해 저희는 플랫폼 구축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 ‘공용화’라는 방법을 사용하

기로 했다. 공정한 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이전 전통방식 구조이며 핵심 데이터를 통해 

블록체인 안의 스마트 계약으로 처리를 진행한다. 두가지 방식을 결합시키면 공평성도 보장되면

서 게임 체험을 순조롭게 진행시켜줄 것이다. 

빠른 매칭 

분산식 백엔드 통신을 기반으로 활발한 매칭체제를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규칙의 매칭 수요를 

충족시켰으며, 게임 플레이 방식이 풍부해지면서 더욱 많은 플레이어끼리 연결되도록 도와줬다. 

이로써 ‘세계 동일한 서비스’를 완성시켰다. 

빠른 접속 

게임상의 로비, 플레이룸, 게임교류 등 과정을 모듈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며, 개발업체의 수요

를 고려하여 이전 엔진과 프로그램을 결합시켜 개발업체가 빠른 접속과 개발을 하게 할 것이다. 

‘스마트 계약’ 관리의 서버로직 

기초적인 네트워킹 능력을 얻은 후 저희는 게임 개발업체에게 스마트 계약의 백엔드 로직 프레임

(Egretia Backend Logic Framework)을 제공하였고, 개발업체는 백엔드 서버의 네트워킹 능

력을 확대시켜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백엔드 서버 게임 노드를 실현시켰다. 백엔드 서버 로직은 

Egretia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을 통해 관리를 하며, 게임 로직이 공

정하고 공평하게 공개되어 효과적으로 플러그인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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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gretia 응용사례 

탈중심화의 HTML5 게임 공유 플랫폼

Egretia의 게임 공유 플렛폼은 현재 개발중에 있으며, 위 게임은 Egretia 블록체인 연구를 기반

으로한 탈중심화 HTML5 게임 공유 플랫폼이다. 게임센터의 모든 게임은 Egretia의 기반으로 개

발되었고,  Egretia KYC 신분인증시스템,  Egreten 가상화폐, Egretia 데이터 기억장치 모듈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Egretia 게임 플랫폼에는 플레이어가 모든 HTML5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 

플레이를 통해 가상화폐 상금을 획득할 수 있으며, 게임에서 부여되는 퀘스트를 완료하면 더욱 

많은 상금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플레이어의 모든 자산은 안전하게 Egreten 디지털 지갑

으로 저장된다. 

Egretia 게임 플랫폼 상에 모든 플레이어에게 유일한 회원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록된 데이터

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며, 사용자를 위한 게임을 추천해주고 취향이 맞는 

플레이어와 매칭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게임 및 커뮤니티가 통합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적으로 상품 발행 및 운영을 담당하는 팀과 인큐베이터 

전문적으로 상품 발행과 운영을 담당하는 저희팀은 풍부한 세계 모바일 게임 및 응용 프로그램 

구축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Egretia 블록체인의 정품 게임과 응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전 세계

!29



에 보급하려고 한다. 현재 이미 많은 국내외 정보 제공업체에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Egreten 가

상화폐의 정품게임과 응용프로그램으로 개발할 것이다. 게다가 저희는 인큐베이터를 활용하여 

정보와 기술방면으로 우수한 팀을 지지할 것이며, 그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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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과협력파트너

에관하여

에관하여

주요구성원

고문진



개발팀과 협력 파트너

4.1 Egretia Blockchain Lab에 관하여 

저희 중국지역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인 Egret Technology는 세계적

으로 유명한 HTML5 엔진 프로그램 및 업계 솔루션 공급업체다. 

Egret Technology은 줄곧 개방적인 태도로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

으며, 모든 업계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고 노

력한다.  

Egretia Blockchain Lab의 핵심 구성원은 대부분 퀄컴(Qualcomm), Adobe 엔비디아

(NVIDIA) 그리고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가들로 되어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과 Egret 

Technology가 리드하고 있는 HTML5 엔진 및 프로그램 등 기술을 결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

다. 블록체인기술은 수직 시장까지 응용될 것이며, 지금 있는 세계 개발자들의 환경을 통해 블록

체인의 보급을 추진시킬 수 있고, 10억 명 이상의 모바일 사용자가 있다. 이러한 이점은 산업발

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좋은 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4.2 Egret Technology에 관하여 

Egret Technology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HTML5엔진 프로그램 및 업계 솔루션 공급업체다. 

• 2014년도 베이징, 상하이에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 W3C 구성원으로 Web기술 표준제정에 참여했다. 

• 핵심 구성원은 Adobe 아시아 태평양 연구센터에서 왔으며, 15년 이상의 기술경력을 가지고 

있다. 

• 중국 최대의 HTML5 기술개발 플랫폼, 중국 내 7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세계 20만 이상의 개발업체를 보유, HTML5 프로그램 보급되어 있는 모바일 단말기는 10억 

개 이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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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융자는 Guojin Capital ( ), Shun Wei( ),Xiao Mi( ) SIG investment (SIG

)으로 부터 투자 받았으며, B융자는 MatrixPartners China( )  Shenzhen 

Capital( ),  International Data Group(IDG) 등에서 투자했다.  

! !    !   !  !  !  !

• 세계화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현금화시키는 비지니스 모델을 모색

했다. 

• 세계 유명기업들과 협력 파트너 관계가 되었다. 

Egret Technology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Egret 엔진과 Egret 가속기, 애니메이션 편집프로그램

(Dragon Bones), VR편집기（Egret Wing 등 14가지 상품등으로 세계 최초의 완벽한 

HTML5 개발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더 많은 상세정보는 다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gret http://www.egret.com  

CCTV(중국 중앙방송국)의 보도를 따르면 Egret 

Te c h n o l o g y 애니메이션 편집 프로그램 

(DragonBones)가 국제 모바일 애니메이션 편집 프

로그램의 표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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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http://www.techweb.com.cn/ 

onlinegamerim/2017-03-22/2503768.shtml 

Youtube에 Egret Technology애니메이션 편집 

프로그램 (DragonBones) 교육 영상이 1만뷰를 

돌파하였고 세계 모든 개발업체에 자동으로 공유

되었으며 많은 환영을 받았다. 

개발업체는 협력 파트너인 Egret Technology의 

엔진 프로그램을 사용해 만든  HTML5 상품은 다

음 순서와 같다.  

 

<위주신경묘( )>위챗 타임라인에서 유행하였던 미니게임, 3일 간 플레

이한 플레이어 수 1억명 돌파하였다.  

<우공이산( )>HTML5 첫 유료게임 총 사용자 수 5000만 명 돌파 

 

<전기세계( )H5>HTML5역사상 월수입 1,000만 위안화를 갱신한 게임 

<결전사성( )>HTML5역사상 월수입 3,000만 위안화를 갱신한 게임 

<전기가 왔다( )>HTML5역사상 월수입 1억 위안화를 갱신한 게임 

저희가 Egret Technology 기술을 선택한 다른 하나의 이유는 개발자의 근무환경과 매년 Egret 

개발자 회의에도 수천명 이상 참가한다. 개발자의 충심도와 열정은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Egret Technology의 수 많은 개발자 단체는 ‘개발자를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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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 하며 저희 HTML5 블록체인 기술은 신속하게 각 게임과 응용프로그램에 보편화 시킬 수 

있다.  

 

 

위챗이 추진하는 미니게임 1주일은 Egret 프로그램을 우선적으

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으며, 단지 1주일의 시간밖에 

없지만 Egre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만든 미니게임 항목은 2921

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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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Lab 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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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k Meyer 
Adobe의 데이터 매체 사업부 PMO과 중요프로젝트 매니저를 담당했었으며 전 세계 

프로젝트 관리분야로는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Adobe의 전략적 업무계획

과 혁신적인 계획에 대해 큰 공헌을 하였고 블록체인의 창도자 및 투자자다.    

Yin Ma 
컴파일러 및 툴체인 전문가이며 기업가다.Qualcomm의 수석 주임 엔지니어이며 자

신의 기업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상담에 전념하고 있다. 모든 운영체제 플랫폼의 컴파

일러를 개발하였으며 20년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전까지 마이크로 소프트사 

(Microsoft Inc), Absoft 등의 기업에서 근무하였다. Absoft에서 컴파일러 개발 총

감독을 맡았을 당시 Inter/AMD에 초첨을 맞춰 제일 빠른 Fortran compilers를 만

들었다.

Ross Przybylski 
전 Electronic Arts프로듀서로 게임업계의 베테랑이다. 15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개

발 경력과 게임 개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작업실에서는 정품게임 연구개

발에 전념하고 있다.

Peter Huang 

EgretTechnology 공동 창업자로써  Egret에 입사하기 전에는 Adobe에서 플랫폼 

기술 매니저로 있었으며 Flash기술의 보편화와 비즈니스화를 담당했었고 근 18년간 

인터넷 프로젝트 및 게임 연구개발 관리를 담당하였다. 



4.4 고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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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오용(  
중국 게임엔진의 선구자로써 Yonghang Technology( )의 창업자이

며 회사의 CTO(Chief Technology Officer)로 근무했었다. 회사를 주도하여 

H3D 엔진을 자체개발하였고 회사는 H3D 엔진으로 만든 <QQ현무(QQ

)>, <현무시대( )> 등의 상품으로 많은 인지도를 얻었으며 수 많

은 게임 플레이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게임에서 온라인 동시접속자 600만 명이

라는 기록을 세웠었다.   

Frank Lee 
몇개의 창업회사의 창업자 및 투자자다. 세계 최초로 Litecoin ASIC채굴기계

를 연구개발을 해내는 데 성공하였다. 두개의 회사 모두 MI 환경 시스템을 포

함하고 있다. 게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등 많은 분

야에 투자 및 공동 창업회사를 만들었다. Tsinghua University( )를 

졸업했으며 전기공학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Lucas Lu  
Lucas는 2005년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에서 

입자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재직할 당시 히

그스입자의 이론과 실험연구에 참여했다. Lucas박사는 뉴욕증권거래센터에 상

장한 회사인 Light In the Box의 공동 창업자와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하였고 

또한 알리바바타오바오( ) 모바일 플랫폼의 초대 최고 경영자였

으며 다른 알리바바 업무부서의 최고 경영자였다. Lucas는 2014년에 5miles

를 창립하였다.

티엔홍페이( )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YongWang Group( )의 공동 창업자로 

인터넷 금융과 기업 소프트웨어 투자를 담당했었다. 이전 SIG 아시아(

), Oracle,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에서 근무하였으며 Oracle 재직 당시 소프트웨어 보안 엔지니어

를 담당하여 비트코인(Bitcoin)과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 

비트코인 디지털 지갑, 저작권 인증 시스템을 자체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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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정에대한단계별목표



발전과정에 대한 단계별 목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엔진프로그램 과 블록체인 기술팀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것을 약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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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선언 

본 문장은 정보를 전달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거래 관련 의견을 다루지 않으며, 이상 투자결정 

또는 구체적인 건의 에 대한 정보 혹은 분석을 다루지 않는다. 본 문장은 어떠한 매매 행위를 제

공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형식의 계약 또는 승인을 하지 않는다.  

Egretia 플랫폼은 관련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하여 사용자에게 Egreten의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며, 투자자들은 투자에 참여를 하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를 즉시 알 수 있다. 그렇

기 때문에 개인이 상응하는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지길 원한다. 

Egretia 플랫폼은 Egretia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

는다고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본 문장은 모든 정보의 안전성을 제공하며, 개인적으로 발생한 어

떠한 실수, 부주의, 불확실한 정보로 초래한 어떠한 행위도 책임지지 않는다.  

리스크 공시 

데이터 자산투자는 일종의 새로운 투자 모델로 각기 다른 리스크가 존재하며, 잠재적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투자 리스크 및 리스크 부담능력을 평가해야한다.    

• 사법적 관리 감독 리스크 :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세계 각 주요국가에서 관리 감독되는 주요

대상이 되었으며, 만약 사법기구의 영향이 미치면 Egretia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 또는 

Egreten 가상화폐는 영향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Egretia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의 발전을 

중단시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 프로젝트 기술 리스크 : Egreten은 암호 알고리즘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호 알고리즘의 

발전 또한 기술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개발 과정 중에도 결점이 발

견될 수 있다. 해커공격과 범죄리스크는 가상화폐의 익명성, 역추적이 어려운 점 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노출되거나 해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자금 세탁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  

• 예측 불가한 기타 리스크 : 상술한 리스크를 제외하고 그 외에도 예측불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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