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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광고기술 시장에서 ‘데이터’는 하나의 전략적 무기입니다.

광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여 ‘내 제품을 살 만한 사람들에게만 

광고하는’ 타겟팅 광고 상품은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각 국의 대표 검색엔진 등 거대 IT 	

기업들의 주요 수익화 방법입니다. 이 기업들은 ‘개인의 관심데이터’를 활용하여 광고를 

노출하고 개인들이 이 광고를 선택하면, 심지어 보기만 하더라도 매출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개인로부터 발생되는 ‘개인 관심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인 ‘개인’에게는 	

타겟팅 광고 매출의 1원도 돌아가지 않으며, 자신들에게서 어떠한 데이터가 수집되는지, 

자신들의 관심이 어떠한 가치로 매겨지는지, 누구에게 판매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들은 어떤 광고를 보고 싶은지, 혹은 어떤 광고를 보고 싶지 않은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부 광고주들은 개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용약관을 갑자기 변경하는 

변칙을 사용하거나 무단 크롤링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광고 

시장에서 효율적인 광고를 위해 광고주들은 자사 서비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필연적으로 

다른 광고 플랫폼이나 대행사들 등에게 공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데이터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전혀 다른 주체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으며 이때 개인의 권리가 

더욱 현저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들에게도 불만은 있습니다. 관심데이터를 사용해 과거에 비해 더욱 효율적으로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관심데이터가 개인이 직접 제공한 정보가 아닌 간접 제공한 

비정형 행동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으로 ‘추측’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광고주들은 

세밀한 광고 타겟팅을 위해 성별, 나이, 거주지 등을 넘어선 정확도 높은 관심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 등 광고 플랫폼에 많은 광고주들이 몰리면서 시작된 광고 

비용 상승으로 세밀한 광고 타겟팅이라는 주제는 광고주들에게 어느 때보다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요약

개인 데이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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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블록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투명한 	
광고 데이터 거래 네트워크이자 Dapp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관심데이터를 에어블록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에 직접 알려주면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되고, 광고주들은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신의 
제품을 살만한 개인 그룹에게 데이터 사용비를 지불하고 개인의 관심데이터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캠페인에 노출된 개인에게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심플한가요? ‘관심데이터’를 제공한 주체인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고, 광고주들은 더 이상 통계학적으로 추측한 관심데이터뿐 아니라 
개인이 직접 입력한 관심데이터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타겟팅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관심데이터는 이미 가치를 정확하게 지불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어 
어떻게 쓰더라도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활용의 자유도가 
높아지면 타겟팅 광고의 광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테스트가 가능해집니다.

에어블록은 신뢰도 높은 데이터 수집을 위해 데이터 프로바이더인 각 개인들의 
신용도 지속적으로 검증합니다. 개인 정보, 답변 및 행동데이터 정확도 테스트로 
신용을 평가하고 높은 신용도의 개인에게는 높은 보상이 주어지며 일정 신용도 이하 
개인의 관심데이터는 메인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에어블록에서 광고는 더 이상 노이즈가 아닌 하나의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에서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광고를 직접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인들의 선호를 전제로 데이터뿐 아니라 광고노출도 우리의 
생태계 아래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에어블록에서는 데이터와 광고노출을 사고 팔 수 있는 수단으로 ‘ABL 토큰’을 
발행합니다. 이 토큰은 데이터를 공급한 개인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수 있으며, 데이터 
수요자의 지불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토큰은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에 
ERC20 표준에 맞춰 올라가며, 구매된 토큰은 향후 에어블록 자체 네트워크 위에 
있는 토큰으로 교환됩니다.

새로운 광고시장 생태계, 에어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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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인 타겟팅 광고

오늘날 광고에 사용되는 개인 데이터는 주로 개인 관심과 의도에 대한 직접적인(Direct) 

데이터가 아닌 간접적인(Indirect) 행동데이터입니다. 개인의 관심과 의도를 통계적으로 

‘추측’하고 있기에 광고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검색 광고가 디스플레이 

광고보다 높은 클릭률(CTR)을 보여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The Q3 2015 Performance Marketer’s Benchmark Report - Marin Software]

검색 광고가 디스플레이 광고보다 효율이 좋은 이유는 키워드가 개인의 관심과 의도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재수 학원", “강남 성형외과", “꽃 배달”과 같은 키워드는 

통상 몇 만 원, 심지어는 10만 원 이상의 클릭당 비용(CPC)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매우 높아도 키워드를 구매하는 광고주들이 있다는 사실이 검색 광고가 실제로도 

효율이 좋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검색 광고와 달리 디스플레이 광고에는 개인이 직접 제공해준 관심데이터가 없습니다. 일부 

관심사를 추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도 직접 물어본 것이 아닌 이상 부정확하다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고양이 사진을 많이 보고, 고양이 

관련 게시물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사타겟(Lookalike)과 같은 통계적인 추측 방법도 부정확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답 데이터가 아니라 주어진 타겟에 속하는 개인들과 유사한 

개인들만을 각 광고 플랫폼마다 폐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예를 들어 개인의 설치된 	

앱 리스트, 개인의 관심 게시물, 작성 게시물 등)를 통해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종류의 

앱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항상 관심이나 개인 상태의 유사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광고 타겟팅은 광고주나 광고할 상품 별 어떤 데이터가 적합한지 A/B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표준화된 데이터 스키마와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갖춘 개인 관심데이터 

마켓플레이스가 없는 현재 광고시장에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서론

광고시장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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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데이터 권리 침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얼마나 수집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모바일의 배터리 최적화를 도와주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고 

가정해보죠. 겉으로 보기에 이 앱은 정말로 배터리를 최적화하여 모바일의 사용 시간을 

늘려주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편리한 기능을 마치 ‘무료’로 제공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앱은 설치된 모바일로부터 개인의 민감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광고 타겟팅 업체에 판매하거나 직접 광고를 노출함으로써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모바일에 설치된 앱은 모바일에 다른 어떤 앱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각 앱들의 사용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치된 앱 목록은 	

그 자체로도 개인의 중요한 관심데이터를 일정 부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기계학습 등으로 

분석하면 이 모바일의 주인이 다음에 어떤 앱을 설치할 확률이 높은지, 기혼인지 미혼인지,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지까지 다양한 사실들을 확률적으로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개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개인들은 어떠한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데이터들의 소유권과 

사용권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약식으로 서술된 고객약관 혹은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데이터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그 자체로 판매되어 수익을 내거나 광고노출을 통해 수익화를 내는 용도로 

활용되어도 개인들은 자신들이 기여한만큼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f You're Not 

Paying For It, You Become The Product” 라는 격언처럼 이미 데이터와 광고노출이라는 

서비스 사용료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개인은 광고에 일방적으로 노출됩니다. 많은 광고 플랫폼에서 개인의 취향이나 종교적 신념을 

고려하지 않고 광고를 노출하거나 필요로 하는 광고(정보)를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설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자신에게 불필요하거나 불쾌한 광고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차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개인들이 이러한 광고노출에 대해 항의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것이 대다수 광고 플랫폼의 현실입니다.	

중앙화된 데이터 수집의 문제

현재 광고시장의 중앙화된 데이터 수집 방식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집 및 	

보관 방식의 폐쇄성으로 인해, 앞서 제기한 것처럼 자신의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추출되는지 

혹은 변조되거나 팔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앙화된 방식은 보안에도 취약하여, 개인의 

데이터가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일례로 한국에서만도 대규모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 및 대형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 

서비스들은 이처럼 중앙화의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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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블록은 개인들이 ‘직접’ 데이터 프로바이더로서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보상 받을 

수 있고, 광고주들은 데이터 컨슈머로서 그 데이터를 사거나 다른 컨슈머들끼리 거래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개인들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이미 수집된 가치있는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네트워크입니다.

데이터 컨슈머들은 “데이터 캠페인”을 집행해 자신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질문하여 

컨슈머가 원하는 답변을 가진 프로바이더의 광고 지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주로 

정보 수집 용도의 권고된 표준 데이터 스키마를 따릅니다. 광고주는 데이터 컨슈머로서 

메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질문을 등록합니다. 개인은 데이터 프로바이더로서 에어블록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통해 해당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ABL 토큰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받은 데이터는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다른 

컨슈머들에게도 거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데이터가 원하지 않는 주체에게 

이용되거나 과도하게 이용되는걸 막기 위해, 데이터에 대한 최대 도달 횟수와 데이터의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뿐 아니라 광고노출 자체도 더욱 투명하게 개인들과 기업들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원하는 혹은 원치않는 광고 형식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광고를 수신하고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 기록은 에어블록 네트워크에 투명하게 저장되고, 거래는 중앙화된 주체가 아닌 

탈중앙화된 에어블록 네트워크가 주관하기 때문에 개인과 광고주들은 공개된 규칙 하에서 

안전하고 평등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에어블록 생태계에서 ‘광고’는 더 이상 정보 탐색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유용한 정보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정보’의 영역으로 올리는 것, 그것이 에어블록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효율적인 타겟팅 광고

광고주는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지금 광고할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프로모션에 

참여할 타겟 그룹을 관심 키워드와 온톨로지(Ontology) 기반으로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자동 수집한 행동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이 직접 제공한 확실한 

관심데이터로 광고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곧 결혼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누구인지 

안다면 침대나 매트리스를 팔 수 있고, 해외 여행 티켓 구매나 숙소 예약 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나 고양이를 실제로 기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 사람에게 펫 

광고시장의 혁신, 에어블록 



8

airbloc.org
Copyright ⓒ

 2018 ab180. All Right Reserved.

용품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 팬이 있다면, 그 가수의 공연이나 굿즈를 

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터의 인사이트가 적용된 여러 타겟 

그룹을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테스트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년 다이어리를 판매한다면 자기계발을 좋아하는 사람, 예쁜 다이어리 등 

팬시 문구를 좋아하는 사람, 이번에 대학에 합격한 사람, 이번에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 생일이 

다가오는 사람 등 다양한 타겟팅을 실험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계발을 좋아하는 사람의 

구매 효율이 좋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관심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올라 마켓플레이스 내의 

가격으로 반영되어 효율성을 검증해주는 거대한 A/B 테스팅의 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겟에게 광고노출까지 할 수 있다면 광고주는 데이터부터 집행까지 엔드투엔드로 

효율적인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통제하는 유용한 정보로서의 광고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는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개인이 에어블록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판매에 있어서도 어떤 데이터를 판매할 것인지, 소유권을 판매할 

것인지 사용권을 판매할 것인지 등 다양한 판매 레벨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데이터 판매에 대한 직접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은 주체적인 데이터 생산자, 

프로바이더라는 경제적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보고싶은 혹은 보고싶지 

않은 광고를 미리 설정함으로써 광고노출의 통제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수집된 간접데이터 활용으로 광고 타겟 확대

이렇게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직접 제공한 관심데이터는 효율성이 좋지만, 

직접 모으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집한 간접데이터에 비해 데이터 모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기업들이 사용자들에게 이용약관을 통해 동의받고 SDK나 IoT 디바이스를 통해 

자동 수집한 사용자 방문, 구매, 앱 설치 등과 같은 간접데이터들은 그 종류와 양이 방대합니다. 

이러한 간접데이터는 유사타겟(Lookalike) 기능을 통해 직접데이터의 타겟 모수를 확대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 키우는 개인들의 데이터를 10만 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10만 개는 대규모 타겟 광고를 송출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 때 

직접데이터와 함께 수집한 간접데이터로 유사타겟을 확률적으로 추측하여 ‘강아지를 키울 	

것 같은’ 개인들에게도 광고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들에게서 직접 수집한 관심데이터는 자동으로 수집된 간접데이터와 함께 

결합되어 더 큰 시너지를 내며 이 과정에서 개인들도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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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블록 네트워크의 기술과 생태계

에어블록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에어블록에서 거래되는 데이터는 광고 데이터입니다. 광고 데이터는 개인의 관심사와 관련된 

트래킹 가능한 정보로서, 광고주들은 이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관심에 따른 타겟팅 광고를 

집행합니다. 에어블록의 데이터는 따라서 고유 식별자 (UUID), 도달 수명, 페이로드 (내용)로 

구성됩니다.	

	

고유 식별자 (UUID)

에어블록 네트워크는 고유 식별자가 없는 광고 데이터는 가치가 0이라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에어블록의 데이터 컨슈머들은 광고주로서, 개인의 관심사를 알아내어 알맞은 타겟팅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어블록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데이터엔 고유 식별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고유 식별자는 일반적으로 타 플랫폼에서 

트래킹이 가능한 광고 ID이며, Google Advertising ID 혹은 Apple IDFA가 될 수 있습니다.	

	

도달 수명

에어블록 네트워크의 모든 데이터엔 도달 수명이란 특성이 부여됩니다. 도달 수명은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처음 데이터를 제공할 때 제한한 데이터의 판매 금지 범위와, 최대 재판매 횟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한번 프로바이더가 부여한 도달 수명은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사용자가 판매를 제한한 주체에는 판매될 수 없으며, 남은 재판매 횟수가 감소해 0이 

되면 더이상의 재판매가 불가능해집니다.	

	

도달 수명의 경제적 의의

도달 수명은 단순히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 회복을 의미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에어블록 

내 거래되는 데이터에 특수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수명을 제한하는 것은 실물 세계에서의 감가상각과 비슷한 원리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물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 처럼, 에어블록에서의 데이터 가치 또한 재판매를 

거칠수록 수명이 감소함으로서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는 데이터의 공급을 제한하는 효과를 

불러 일으킵니다.

만약 무한한 재판매가 가능해진다면 공급 과잉으로 인해 데이터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데이터의 가치는 하락할 것입니다. 도달 수명을 제한하는 것은 재판매에 한계를 둠으로서 

에어블록 네트워크 내 데이터 공급을 조절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데이터 프로바이더인 사용자가 직접 도달 수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특정 데이터의 

희소성을 만들어냅니다. 사용자에게 민감한 데이터일수록, 과도한 노출을 꺼리기 마련이므로 

사용자는 데이터의 도달 범위와 재판매 횟수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데이터의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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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므로, 해당 종류의 데이터에 희소성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페이로드

페이로드는 데이터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페이로드는 블록체인 위에 저장하기엔 

크기 때문에, 실제 페이로드는 IPFS, Swarm과 같은 외부 스토리지에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블록체인 상에는 공개 접근 키만을 저장합니다.	

	

에어블록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수집	

	

에어블록에서의 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방식의 측면에서 “간접 데이터”와 	

“직접 데이터”로 나뉩니다. 	

간접 데이터는 사용자의 디바이스 등에서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는 데이터로 예를 들어 설치된 

앱 리스트, 앱 사용 행태, Google Play 결제 내역, WIFI 데이터, GPS 데이터, 비콘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 사용자에 대해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 

데이터라고 불립니다. 반면에 직접 데이터는 말 그대로 사용자에게 직접 특정 사실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고양이를 키우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간접 데이터로는 고양이 관련 앱을 설치했는지 등의 여부를 통해 판별해야 하지만, 그 

사용자에게 직접 질문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블록에서 사용자는 두 종류의 데이터를 모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직접 

데이터 수집을 위한 질문에 답변해 얻는 보상 뿐만이 아니라 자동화된 간접 데이터 수집 및 

판매를 통한 보상까지 얻을 수 있으며, 광고주는 개인의 관심사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효율적인 타겟팅 광고가 가능해집니다.

	

데이터 캠페인을 통한 직접 데이터 수집

에어블록에선 광고주가 사용자에게 개인에 대한 특정 사실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에 대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의 캠페인처럼, 에어블록네트워크에서는 이를 

데이터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캠페인을 통해 광고주는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질문과 이를 사용자가 제공했을 

시의 보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캠페인이 집행되면, 광고주의 질문은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전파됩니다. 사용자가 이에 답변해 데이터를 제공하면, 데이터는 

광고주에게 전송되고 광고주는 사용자에게 보상을 지불하는 에스크로 거래가 성사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는 개인에 대한 직접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사용자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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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블록 네트워크 아키텍처

에어블록 네트워크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코어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에어블록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앱들을 가리킵니다. 에어블록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레이어는 

블록체인 위의 ‘에어블록 네트워크’라는 Dapp 백엔드를 가리킵니다. 코어 레이어는 에어블록 

네트워크가 올라갈 블록체인 플랫폼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를 가리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는 에어블록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각종 앱이 있습니다. 해당 

앱은 블록체인 위의 서비스 레이어와 통신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로부터 데이터를 

간접 데이터 수집

에어블록에서의 간접 데이터 수집은 사용자가 동의한 종류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에어블록 SDK나 클라이언트를 통해 어떤 종류의 

간접 데이터 (예: 설치된 앱 리스트, 앱 사용 행태, Google Play 결제 내역, WIFI 데이터, GPS 

데이터, 비콘 데이터 등)를 판매할 것인지 설정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는 

방식은 데이터가 수집될 때마다 보상을 받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광고주에게 판매될 때마다 

보상을 받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접 데이터 수집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행될 

기술 백서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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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에어블록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와 데이터를 사고파는 플랫폼인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의 총 2개의 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개된 API를 이용해 서드파티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추후 별도의 SDK를 제공하여 에어블록 네트워크를 기존 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레이어

서비스 레이어는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되는 ‘에어블록 네트워크’라는 Dapp을 의미합니다. 

에어블록 네트워크의 데이터 거래, 신용 평가, 보상 등 대부분의 활동은 이 서비스 레이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어블록 네트워크 항목과 추후 발행될 기술 백서를 참조해 

주세요.

	

코어 레이어

에어블록 네트워크는 코어 레이어 위에서 구동됩니다. 코어 레이어는 에어블록 네트워크를 

실행시킬 플랫폼과 거래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 스토리지로 구성됩니다.

플랫폼은 Ethereum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에어블록 네트워크는 EVM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로 올라가게 되며, ABL 토큰은 ERC20 표준을 따르는 토큰이 됩니다. 추후 에어블록 

네트워크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의해 다른 EVM 호환 플랫폼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레이어는 IPFS 기반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며, 후술할 스토리지 노드들에 의해 

유지됩니다. 데이터는 Intel Software Guard Extensions (SGX) 기술에 의해 보호되어 

Secure Enclave 안에서 처리되므로 스토리지 노드들에 의한 무단 열람 및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술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추후 Ethereum을 벗어나 서비스 레이어와 스토리지 레이어를 합한 독자적인 에어블록 자체 

블록체인을 구축하거나 스토리지 레이어를 Ethereum Swarm으로 대체하여 스토리지 및 

서비스 레이어를 모두 Ethereum 네트워크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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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블록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크게 데이터 프로바이더 노드, 	

데이터 컨슈머 노드, 신용평가자 노드, 스토리지 노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참여자들의 역할별로 목적과 보상, 의무가 주어지며 참여자들은 각자의 목적을 

이루려는 방향으로 네트워크에 기여하게 됩니다. 목적과 의무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참여자는 보상과 함께 높은 기여도 평가를 받게 되며, 의무를 어기는 

참여자는 패널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프로바이더

데이터 프로바이더는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 참여자입니다.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ABL 토큰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신뢰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데이터 컨슈머

데이터 컨슈머는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구매하는 광고주이자 데이터의 

소비자입니다. ABL 토큰으로 데이터에 대한 보상을 프로바이더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컨슈머와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된 광고 데이터는 	

타겟팅 광고를 집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용평가자 노드

신용평가자는 데이터 프로바이더와 컨슈머의 신뢰도를 평가해 신용 점수를 

내리고 신용을 보증해주며  지속적인 신용 평가와 악성 참여자의 개입 차단을 통해 

네트워크의 상호 거래 주체간에 신뢰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가의 대가로 

신용평가자 노드는 ABL Token Pool로부터 ABL 토큰을 지급받습니다. 	

신용평가자 노드는 거래 주체의 신뢰도를 정확히 평가해 신뢰 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노드

스토리지 노드는 에어블록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저장할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유지합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ABL Token Pool로부터 ABL 토큰을 지급받습니다. 

스토리지 노드는 데이터의 접근 요청에 대한2 온디맨드 접근을 보장해줄 가용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에어블록 네트워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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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블록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최초로 출시되는 서비스는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 

에어블록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 에어블록 네트워크입니다.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 (Marketplace)	

	 에어블록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 (Client)	

	 에어블록 메인 데이터 네트워크 (Data Network)

서비스들은 ab180 영리법인이 구축하며, 에어블록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최초로 만들어지고 

상용화되는 서비스로서 생태계 초기 안착과 발전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향후 다른 주체들도 

에어블록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같은 종류의 서비스들을 만듦으로써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 (Marketplace)

캠페인 타겟 설정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는 개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집한 혹은 간접적으로 자동 수집한 	

관심데이터의 P2B와 P2P의 자유로운 거래가 이뤄지는 공간이자, 광고주들에게는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Steemit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커뮤니티와 같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개인들은 에어블록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인 설문 서비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광고주들은 가입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메인 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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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주로 데이터(data)와 광고노출(Ad Exposure)이 거래됩니다. 

데이터는 개인들이 에어블록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기로 한 개인별(granular) 

데이터입니다. 또한 광고노출은 에어블록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 혹은 제 3의 탈중앙화된 

광고 지면을 통하여 개인에게 노출되는 광고 캠페인입니다.

광고주가 광고 집행을 원하는 타겟을 검색하고, 만약 원하는 데이터가 충분한 모수로 있다면 

이를 구매하고, 원하는 데이터가 없다면 새롭게 데이터 수집 캠페인을 런칭하여 데이터를 직접 

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광고주의 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개인의 데이터는 개인들이 

한정된 횟수 내에서 거듭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는 광고주의 쉬운 타겟 색출 및 구매를 위하여 다양한 유틸리티 

기능들(Utilities)을 제공합니다. 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그먼테이션(Segmentation)	

개인 관심에 대한 자체 온톨로지(Ontology)로 개인 관심을 분류합니다. 광고주들은 

자신이 원하는 필터링 옵션으로 조건에 해당되는 개인 세그먼트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개인 중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개인들을 

필터링해서 그 수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때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구매할 수 있으며,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데이터 수집 캠페인을 런칭하여 자신이 검색한 

세그먼트에 맞는 데이터를 새롭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검색(Search)	

데이터 컨슈머가 원하는 비정형적인 키워드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검색 키워드들은 자체 온톨로지 위에서 일종의 연관 검색어처럼 작동하며, 원하는 

키워드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 이 데이터와 비슷한 온톨로지 상의 

데이터를 추천해줄 수 있습니다. 

샘플링(Sampling)	

모든 개인들의 데이터를 다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수가 많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들의 편향되지 않은 충분한 수의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측(Prediction)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진 개인들의 경우 특정 확률을 필터링의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1개월 내에 태국으로 가는 A라는 상품 ID를 가진 여행상품을 

구입할 확률이 10% 이상인 개인 중 가장 확률이 높은 상위 1,000명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유사타겟(Lookalike Audience)	

직접 관심데이터의 모수가 적을 경우, 머신러닝을 통해 타겟 관심데이터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과 유사한 개인들의 집단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타겟 

엔진은 간접 수집된 데이터 중 비교적 통계적 균질성을 가진 데이터, 예를 들어 설치된 앱 

리스트 등을 통해서 구축될 수 있습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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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연동(Target Sharing)	

마켓플레이스에서 구입한 데이터를 원 데이터(Raw Data) 노출 위험 없이 페이스북, 	

구글 애드워즈, 트위터 등 주요 광고 플랫폼의 타겟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관심데이터 거래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기존의 전통적인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의 형식들과 더불어 보다 실험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새로운 형식의 

마케팅 캠페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고려하고 있는 

새로운 형식의 마케팅 캠페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Bargaining)	

개인의 특정 액션을 전환(Conversion)으로 설정하여 거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커머스사 A사의 앱을 삭제하고 경쟁사 B사의 앱을 설치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A사가 다시 만약 B사의 앱을 삭제하고 A사의 앱을 설치하면 10% 	

할인쿠폰을 증정하겠다는 거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학습(Education)	

학습(Education)은 합리적인 개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자신의 

제품의 장점을 심도깊게 경쟁사들과 비교 분석한 자료 등으로 고객들이 스스로 해당 

제품의 장점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식의 캠페인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 상품 

3개를 비교하여 가장 좋은 자사의 금융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Market Research)	

개인에게 직접 서베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베이는 다양한 설문지의 형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광고는 항상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하며, 스팸이 아닌 정보(information)의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기념일 몇 일 전에 자연스럽게 꽃다발이나 선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의 목록이 제공되면 

광고가 스팸이 아닌 정보로써 인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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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블록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 (Client)

	

에어블록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는 앱과 웹의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되며, 개인의 

관심데이터 공급 장소이자 그 데이터로 발생한 수익을 관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개인들은 누구나 쉽게 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챗봇 형태의 친근한 인터페이스에서 

자신에게 노출된 질문(데이터 캠페인)에 응답하면 개인의 구조화된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그리고 자체 지갑을 통해 자신의 데이터 광고 활용에 대한 보상 수익을 관리할 수 있으며, 

자신이 판매한 데이터가 어떤 누구에게 판매되고 거래되는지 언제든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블록 클라이언트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Data Collection)	

챗봇 형태의 친근한 인터페이스로 자신에게 데이터 캠페인으로써 도달한 질문에 답하며 

구조화된 세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디바이스 상에서 개인의 동의 아래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소셜로그인 등 타 데이터 저장소와의 연동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자동으로 판매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노출(Ad Exposure)	

자신이 설정한 범위 내에서 광고를 수신하고, 해당 광고에 노출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정(Configuration)	

자신의 데이터 중 어떤 데이터까지 판매대상으로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해당 데이터에 판매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혹은 어떤 광고를 받아볼 것이며 어떤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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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보지 않을 것인지 등 메인 마켓플레이스 및 개인의 데이터와 관심 활용에 대한 	

모든 설정이 가능합니다.

진단(Diagnosis)	

에어블록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에서 질문 형식의 구조화된 데이터 외 어떤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는지, 소셜로그인 등으로 타 데이터 저장소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향후 확장되어 에어블록 클라이언트가 

아닌 어떤 앱들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까지 자가 진단(self-diagnosis)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ABL 토큰 지갑(ABL Wallet)	

데이터 판매를 통해 보상받은 토큰을 관리하고 저장하며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등 토큰 

생태계에서의 기본적인 거래가 가능하며, 개인 지갑을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 다른 플랫폼과 연동하여 간편하게 BTC, ETH 등 다른 코인으로 교환 혹은 현금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어블록은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었고, 수집될 수 있는지 

개인이 직접 진단하고 데이터에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통제권을 개인에게 부여합니다. 

에어블록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아래 권한(Permission) 아래 판매가 

허용됩니다.

1회성 소유권 판매	

현재 상태의 데이터를 원 데이터(Raw Data) 그대로 데이터 컨슈머에게 전달합니다. 

이 경우 데이터의 컨슈머가 원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게 되므로, 해당 데이터가 

타협(Compromised)되거나 타자에게 허락없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1회성인 이유는 	

판매 이후에도 원 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회성 사용권 판매	

데이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각종 광고 플랫폼으로 추출(Export)하여 원 데이터 

열람없이 타겟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경우 원 데이터가 타협될 여지는 

없지만 해당 광고플랫폼으로 추출한 타겟 자체가 타협되거나 타자에게 허락없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는 단순히 자신의 데이터를 판매하더라도, 각각의 권한 단계(level)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판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집니다. 또한 각각의 통제권은 보상의 

차등이 있으며, 보상 차등을 저울질하여 개인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에어블록은 신뢰성 높은 데이터 확보를 위해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개인들이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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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고 건성으로 질문에 대답하거나, 보상을 위해 시스템을 속이려는 시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단합니다. 신용평가 시스템 항목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블록 메인 데이터 네트워크 (Network)

에어블록 메인 데이터 네트워크는 서비스들이 광고 지면이 아닌 자사 서비스의 

퍼스트파티(First Party) 데이터를 제공하고 수익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초의 P2B2B 

데이터 네트워크 입니다. 

퍼블리셔들은 자사 서비스 고객들의 데이터를 에어블록 메인 데이터 네트워크에 제공하고 

수익화할 수 있으며, 개인들은 다른 서비스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블록 

메인 데이터 네트워크는 에어블록 클라이언트라는 직접 소유 서비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타사 

서비스에서도 데이터를 취득하여 데이터의 수집과 판매의 사이클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도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아래의 원칙 아래 

퍼블리셔들이 개인을 대리하여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개인 귀속 데이터 판매	

서비스들은 에어블록 메인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전에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 

개인들의 데이터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인 개인이 추적할 수 없는 투명하지 

않은 데이터는 판매할 수 없다는 에어블록의 철학에 기반합니다.

수익 배분	

퍼블리셔들은 반드시 데이터 판매의 수익을 개인들과 배분해야 합니다. 개인은 배분 

비율은 에어블록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의 

데이터 대리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 통제	

에어블록 메인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모든 데이터들은 에어블록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의 판매나 해당 서비스의 데이터 대리 판매를 

금지하거나 메인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제 3자를 통한 데이터 판매의 권한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에어블록 메인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네트워크로의 확장성이 떨어지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데이터가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로만 수익화를 해왔던 기업들은 합법적인 데이터 대리 판매로 

수익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어블록은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의 안착 이후에도 메인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생태계가 더욱 확장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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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에서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판매자가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나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어블록은 

주로 특정 기업이나 컨소시엄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개인 데이터 프로바이더의 데이터를 

거래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컨슈머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데이터 에스크로 과정이 필요합니다.

에어블록은 고유 식별자 기반 데이터 에스크로를 통해 신뢰성이 보장되는 	

에스크로 거래를 진행합니다.

고유 식별자 기반 에스크로는 특정 비식별된 개인을 트래킹 가능한 사용자 레벨(User-level)의 

고유 식별자(UUID)가 없는 데이터는 가치가 0이라는 전제에 기반하여, 데이터에서 개인 

식별자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고유 식별자를 제거한 후 먼저 전송해 데이터 컨슈머가 거래 

전에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프로바이더는 스토리지에 고유 식별자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업로드합니다.

프로바이더는 컨슈머에게 해당 데이터의 접근 키를 전송합니다.

컨슈머는 내용을 직접 보고 해당 데이터 구매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매하기로 결정한 경우, 프로바이더는 나머지 고유 식별자 정보를 전송하고 컨슈머는 

데이터 값을 지불하는 에스크로 거래를 체결합니다.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데이터는 스토리지에서 소각됩니다.

컨슈머가 데이터의 내용을 미리 열람하고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거래가 체결되기 전까지 프로바이더가 고유 식별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슈머가 데이터의 내용을 알고 있어도 프로바이더를 유추하거나 트래킹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고유 식별자 기반 데이터 에스크로

데이터 거래의 문제점은 상호 거래 주체간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거래되는 데이터와 거래 대상을 신뢰할 수 없고, 데이터를 판매하는 

입장에선 구매자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문제와 거래 주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에어블록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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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에스크로가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한다면, 신용평가 시스템은 거래 	

주체간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에어블록 네트워크는 거래 주체간의 신뢰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신용평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각각의 네트워크 참여 주체(노드) 마다 신용도를 두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다른 

구성원들이 해당 구성원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정량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는 신용평가 점수와 기여도의 합입니다. 신용평가 점수는 각 거래 주체가 신용평가자 

노드에게 신용평가를 요청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제출하면, 신용평가자 노드는 해당 주체의 

신뢰성을 판단해 알맞은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기여도는 각 주체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얼마나 네트워크에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로 에어블록 네트워크에 의해 부여됩니다. 

우선, 에어블록 네트워크는 신용도 기준(Cliff Credibility)에 미달되는 개인의 관심데이터는 

판매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점수가 낮은 개인이 판매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줄여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신용점수를 높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반면 최소한의 신용점수를 갖춘 사용자는 신용점수가 높아질수록 더욱 많은 보상을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여도

기여도는 각 참여 주체가 각자의 역할에 맞는 방식으로 얼마나 네트워크에 성실히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신용평가 점수와는 다르게 개인 주체가 주관적으로 

판별하지 않고 에어블록 네트워크에 의해 부여되는 객관적인 척도이며,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 

주체에 적용될 수 있는 더욱 범용적인 척도입니다.

신용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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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의 판별 기준은 참여 주체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각 기준을 만족할 수록 	

높은 기여도를 얻습니다.

공통 기준	

	－네트워크에서 받은 리워드(ABL)를 홀딩한 정도	

	－AGT(ABL Genesis Token) 보유 정도	

	－네트워크 패널티 정도 (받을 수록 기여도 감소)

데이터 프로바이더	

	－데이터 제공 정도

데이터 컨슈머	

	－캠페인 집행 정도	

	－데이터 거래 정도

스토리지 노드	

	－데이터 가용성 정도	

	－데이터 용량 제공 정도	

	－노드 유지 시간

신용평가자 노드

각 거래 주체에 대한 신뢰성 평가에는 해당 주체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 및 복잡한 평가와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데이터에 대한 해석 및 신뢰 기준에 대한 주관이 개입하므로 

에어블록 네트워크 자체적으로는 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에어블록 네트워크는 

신용평가자 노드라는 참여 주체를 둠으로써 해당 노드가 신용을 평가하게 합니다.

신용평가자는 거래 주체(데이터 프로바이더, 컨슈머)의 신용도를 평가합니다. 신용평가자는 

해당 주체의 거래 기록, 관심사, 정보 제공 여부 등의 온체인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추가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한 후 분석하여 신용 점수를 0~10의 범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를 높게 부여한 거래 주체가 패널티 없이 높은 참여를 기록할수록, 신용평가자는 

ABL 토큰으로 보상을 얻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 신용점수를 높게 부여한 

프로바이더가 패널티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신용 점수를 부여한 신용평가자 노드는 보상이 

일정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낮은 정확도의 신용도 판단은 

신용평가자에게도 패널티를 유발해 지수적으로 보상 패널티 기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용평가자 노드는 신중한 신용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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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신용평가자 노드가 된다면 악의적인 이용의 소지의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200,000 ABL 이상 홀딩	

	－일정 점수 이상의 참여도

	

에어블록 신용평가자

에어블록은 ‘에어블록 신용평가자’라는 이름의 자체적인 신용평가자 노드를 운영합니다. 

모든 거래 주체가 에어블록 신용평가자로부터 신용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에어블록 

신용평가자는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해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악성 개인을 가려내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에어블록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진실된 행동을 많이 할 수록 더 많은 보상을 얻어가는 것, 

에어블록 신용평가자의 대원칙입니다.

에어블록 신용평가자는 아래의 3개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점수를 계산합니다. 

개인정보 요청	

개인들은 자신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요구받습니다. 예를 들어  

간접적으로는 써드파티(소셜미디어, Github 등) 로그인, 또한 직접적으로는 KYC 등이 

해당됩니다. 이 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일수록 더 높은 신용점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답변 정확도 테스트	

특정 신용점수를 달성하지 못한 개인들은 서비스 사용 중 불시에 이전에 답변했던 

일부 질문의 재답변을 요구받습니다. 이 때 정확한 답변을 연속적으로 다시 하는있는 

개인들에게는 신용점수에 가산점이 부여되고, 정확한 답변을 연속적으로 못하는 개인들은 

신용점수가 하락합니다.

행동데이터 정확도 테스트	

서비스 사용 및 답변 패턴 등을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 개인들에게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신용도를 하락시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서비스에서 지나치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답변 후 바로 서비스를 

닫는 ‘출석체크'식의 일관된 서비스 사용 패턴을 보이는 개인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용평가 시스템이 있어도 신용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비합리적 개인과 잘못된 정보로 

보상만을 바라는 악성 개인들이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에어블록 신용평가 시스템은 신뢰도 

높은 데이터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특정 신용도 이하의 개인들이 제출한 직접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들이 속일 수 없는 간접데이터만 거래 가능한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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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설치된 앱 리스트, 특정 앱의 사용 행태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믿을 수 있는 간접데이터로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게도 수집 및 거래됩니다.

에어블록 신용평가자는 헤드리스 브라우저(Headless Browser), 가상 디바이스(Virtual 

Device) 등 봇과 같은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로 부당 이익을 취득하려는 악성 개인들의 계정을 

폐쇄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들은 한 명에서 그치지 않으며, 복사되어 타인에게 

전파될 염려가 있으며 생태계를 대단위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컨조인트 분석 기법(Conjoint Analysis) 등 통계학적 기법이나 게임화(Gamification) 

등 소비자행동학 기법, 넛지(Nudge) 식의 행동경제학적 기법이 서비스 사용성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개인들이 진실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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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블록 토큰은 총 3억 개(300,000,000)가 발행되며, 배분이 끝난 이후 새롭게 발행되지 

않습니다. 토큰의 배분은 프라이빗 세일, 프리 세일 및 퍼블릭 세일을 통해 전체 발행량의 

56.5%인 1억 6,950만 개(169,500,000)를 배분할 예정입니다. 각 세일 단계에 대한 모금액과 

보너스 비율, 그리고 실제 교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모집 금액 보너스 비율 기본 분배량 (ABL) 보너스 분배 (ABL)

Private 3,000 45% 3천만 (30,000,000) 1,350만 (13,500,000)

Pre 4,000 15% 4천만 (40,000,000) 600만 (6,000,000)

Public 8,000 0% 8천만 (80,000,000) 0

프라이빗 세일, 프리 세일의 모집금액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각단계의 분배량과 지급 

보너스는 퍼블릭 세일에서 판매됩니다. 토큰 세일과 배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에어블록 미디엄 블로그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한편 프라이빗 세일과 프리 세일 교환 시 사용되는 토큰은 에어블록 토큰(ABL)이 아닌 

에어블록 제네시스 토큰(ABLG)입니다. ABLG은 그 자체로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고, ABL이 

공개되면 1:1 비율로 ABL과 교환이 가능한 일종의 ‘권리’를 나타내는 임시 토큰입니다. 	

에어블록 제네시스 토큰(ABLG)를 발급하는 이유는 ① 실제 ABL 토큰의 소스코드에 백서에 

기술된 다양한 기술적 내용이 추가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② 향후 기축 코인인 	

이더리움의 가격이 급등 혹은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교환 비율을 

조정해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네시스 토큰 발급은 ICO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분배되고 남은 43.5%, 1억 3,050만 개(130,500,000)의 토큰 중 일부는 팀과 추후에 

참여하게될 팀원 그리고 어드바이저의 인센티브로 활용되며, 이외의 대다수는 생태계 

운영재원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리저브 됩니다.

토큰 세일의 모금액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생태계 개발 및 운영 유지 보수: 총 45%	

	－오픈소스 프로토콜 (Dapp) 개발 20%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보수 10%	

	－표준화된 클라이언트 SDK 개발 10%	

	－표준화된 광고 데이터 스키마 개발 5%

1	

	

	

	

에어블록 토큰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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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 및 클라이언트 서비스 개발 관련: 총 55%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보상 10%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 및 클라이언트 서비스 개발 20%	

	－서비스 운영 10%	

	－데이터 사이언스 R&D 5%	

	－법률 연구 5%	

	－보안 강화 5%

에어블록의 법률 연구에는 에어블록 시스템을 위한 법률 검토뿐만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어블록의 법률 검토는 개인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각 국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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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는 데이터 프로바이더의 주도로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ab180 영리법인은 에어블록 네트워크와 Dapp을 만드는 비영리법인과 별도의 주체로서 

중앙화된 주체가 아닌 여러 데이터 컨슈머 중 하나주체로서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때 ab180 영리법인은 초기에 토큰 세일을 통해 확보한 자금의 일부(최대 10%)를 	

개인들이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다양한 단계를 거쳐 시장의 선순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초기 관심데이터 확보를 위해 ab180 영리법인에서 데이터 프로바이더(이후 ‘개인’)와 

데이터 컨슈머(이후 ‘광고주’)에게 보상을 지불하고 미리 많은 양의 관심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때 ab180 영리법인은 광고주들의 수요를 예측하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수집하며, 수집한 데이터는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거나 소각됩니다. 개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이벤트성, 배치성 데이터는 무보상으로 자동 수집되며 향후 실제 광고주에게 판매될 	

때 개인에게 보상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되면 광고주들이 보상을 지급하고 데이터를 구매하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장이 형성됩니다.

데이터 판매가 시작되게 되면, 어떤 데이터는 수요가 많아서 계속 판매되고, 어떤 데이터는 

수요가 적어서 잘 판매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어블록 네트워크는 

이를 감가상각 알고리즘으로 반영하여 개인의 데이터의 공급을 제한합니다. 에어블록 

알고리즘이 구현한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며 시장에서 거래되는'재화’로서 

일부 데이터는 수요 과잉으로 높은 가격에, 일부 데이터는 공급 과잉으로 낮은 가격에 

책정됩니다. 거래에 참가하는 플레이어로서 개인과 광고주는 어떤 데이터가 가치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가격이라는 지표로 계속하여 반영됩니다.

개인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가치가 높을수록 잘 판매되므로, 	

개인은 자신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제공될수록 더 많은 광고주가 구매하는 선순환이 시장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ab180 영리법인은 이와 같이 중앙화된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데이터 컨슈머 중 하나의 

주체로서 초기 생태계의 안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 번 생태계가 안착되면 수요와 공급이 

서로를 조율하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 초기 성장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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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에어블록은 그 어떤 서비스 보다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데이터와 관심의 완전경쟁시장 내 

투명한 거래 및 개인 권리 회복의 로드맵을 달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걸어온 길, 

걸어갈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11월 검색엔진 회사 설립 -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고민의 시작

에이비일팔공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초기의 에이비일팔공은 	
앱 내의 콘텐츠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검색엔진에서 검색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앱 인덱싱(App Indexing) 기술을 통하여 앱 내의 콘텐츠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 처리, 저장하는 것에 대한 에이비일팔공의 고민은 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7월 애드테크로 방향성 전환 - 대규모 데이터 수집의 시작

고객들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의 서비스 방향성을 검색엔진에서 모바일 
유입경로를 분석하는 애널리틱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광고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웹과 모바일 앱 데이터를 모바일과 웹 SDK를 통하여 
대규모로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6월 사람 중심의 분석 및 기반기술 연구 시작

광고 성과분석 및 타겟팅의 미래인 사람 중심의 분석(People-based 
Analytics)을 위해 기반 기술인 크로스 디바이스, 	
크로스 플랫폼 동일유저 식별 기술(Cross-device, cross-platform 
identity matching)을 통하여 웹과 모바일 앱, 	
그리고 오프라인의 데이터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하여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6월 DMP 사업 및 블록체인 기반의 신사업 시작

에이비일팔공은 전통적인 방식의 중앙화된 DMP의 경우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업들의 저조한 참여로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울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적 DMP 안에서 개인의 데이터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에이비일팔공은 개인과 광고주 모두에게 유용할 P2B, P2P 방식의 
직거래 데이터 마켓플레이스가 암호화폐 경제 안에서 가능하며 시장을 
혁신할 대안이라 판단하였고,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인 
‘에어블록 네트워크’ 개발을 시작합니다.

2018년 3월 백서 출간 및 ABL 토큰 Pre-Sale 시작

에어블록 네트워크 백서 출간으로 컨셉과 로드맵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서 사전 모집을 통해 사전 모집에 신청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Pre-Sale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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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에어블록 네트워크 퍼블릭 테스트넷 출시

Ethereum 기반으로 자체 운영하는 에어블록 네트워크의 퍼블릭 테스트 
네트워크를 출시합니다. 퍼블릭 테스트 네트워크에서는 정식버전에서 
출시될 네트워크 생태계의 신뢰성을 테스트합니다. 기본적인 프로바이딩 
및 컨슈밍 로직 및 에스크로 시스템과 신용평가시스템의 신뢰성, 
공격방지, 데이터정합성 등을 테스트합니다.

2018년 9월 메인 마켓플레이스 및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 초기 버전 출시

에어블록 네트워크의 Dapp을 활용하여 가장 단순한 형태의 데이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및 가장 단순한 형태의 데이터 
제공 및 수익화를 실현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서비스의 초기버전이가 
출시됩니다.

2019년 1분기 [에어블록 네트워크 마일스톤 0] 	
메인 데이터 네트워크 출시 

가장 단순한 데이터 네트워크 출시로 개인들이 클라이언트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 3의 서비스들을 통하여 데이터를 대리 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9년 1분기 [에어블록 네트워크 마일스톤 1] 에	
어블록 네트워크상에서 광고노출 거래 시작 	
Phase 1: 직접 입력 혹은 간접 수집된 관심데이터 거래 (광고 데이터 네트워크)

개인의 관심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이 선호하는 광고와 보고 싶지 않은 
광고의 설정에 따라서 광고노출 또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의 지면 혹은 탈중앙화된 제 3의 광고노출을 통하여 
개인들은 추가적인 수익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019년 2분기 [에어블록 네트워크 마일스톤 2] 	
에어블록 네트워크상에서 광고노출 거래 시작 	
Phase 2: 광고주가 자발적으로 캠페인 집행  
(광고 데이터 네트워크 + 광고 네트워크)

초기 버전의 시행착오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Dapp V1.0을 공식 
출시합니다. 또한 테스트 네트워크에서 실제 라이브로 네트워크 운용을 
시작합니다. 또한 광고주가 자발적으로 광고 노출 캠페인을 집행하며, 
직접 관심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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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기술력의 팀 에이비일팔공

에이비일팔공(ab180)은 디지털 광고 전문성과 이력을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그간 축적한 

표준화된 데이터와 기술로 에어블록 프로젝트를 누구보다 빨리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에이비일팔공에는 ‘기술 중심 문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구글, 네이버, 위메프 

등에서 합류한 14명의 엔지니어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역량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젝트 참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는 디자이너도 직접 퍼블리싱과 

간단한 프론트엔드 코드를 작성하고, 운영 매니저들도 SQL 쿼리와 Spark 로직을 직접 

작성하며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 중심 문화로 모바일 앱 광고성과 분석 툴 에어브릿지(Airbridge)를 

서비스하며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내 누적 총 4,000만대가 넘는 디바이스를 트래킹해왔고 

월간 약 1,300만 대의 디바이스를 실시간으로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여러 광고주와 

대행사, 미디어 렙사들과 함께 일하며 개인별 관심데이터에 대한 광고주들의 큰 수요를 

체감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데이터가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지 알고 있고, 이를 수집, 

정제, 분석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사이클을 구축한 경험으로 디지털 광고 업계의 지식을 

처음부터 습득하여 새로운 표준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빠를 것이라는 자신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디지털 광고시장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떻게하면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 데이터를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왜 개인들의 데이터는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까

어떻게하면 더 효율적인 광고, 더 ROI가 높은 광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물음들의 종착지이자 해결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에이비일팔공 팀은 블록체인 기술과 그 생태계에 대한 진지한 관심으로 	

본 프로젝트에 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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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고의 전문가 멘토진

김진화 이사 (연쇄창업가 &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광고시장은 지속적으로 민주화(democratization)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시장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 교차점에 에어블록 네트워크가 자리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한 순간에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드물게 

성공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성공적인 서비스들은 이미 형성된 흐름에 방아쇠를 당겨줍니다. 

발끝이 아닌 거인의 어깨에서 출발합니다. 	

에어블록 네트워크는 이미 거세어지고 있는, 자본시장의 민주화인 ICO를 통해 광고시장, 

데이터 시장의 민주화를 가져올 서비스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은 여전히 많은 한계과 극복해야할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류적 

실험에 에어블록 네트워크 팀과 함께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력		 (현) 블록체인 협회 공동창업자/이사	

	 	 코빗 공동설립자	

	 	 타이드인스티튜트 공동설립자	

	 	 한국은행 금융정보화 추진 유공표창 (2016)	

	 	 UN지구환경정상회의 한국대표단	

	 	 세계 최초 비트코인 해설서, <넥스트머니 비트코인>(도서출판 부키) 저자

한재선 대표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대표)

소수의 글로벌 대기업들의 광고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불러온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는 개인화된 타겟팅 광고의 핵심 

재료입니다. 블록체인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데이터로부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어블록 네트워크가 광고 업계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탈중앙화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에어블록은 탈중앙화되고, 투명한 광고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로서, 이곳에서 사용자들이 

광고주들에게 자신들의 데이터를 직접 팔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 프로젝트의 주요한 

도전과제는 어떻게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믿을 수 있게 만들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에어블록만의 독창적인 솔루션은 사용자 데이터를 통해서 각각의 사용자의 신용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로하여금 더 진실성있는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팀은 실력있는 많은 프로그래머들로 이뤄져 있고, 또한 광고 업계에서의 경험, 	

예컨대 DMP(Data Management Platform) 구축 프로젝트의 수행 경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탈중앙화된 광고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실제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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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카카오 블록체인 대표이사	

	 	 퓨처플레이 공동창업자 & CTO (기술기반 VC & 엑셀러레이터)	

	 	 NexR 공동창업자 & 대표이사 (KT에 인수)	

	 	 카이스트 MBA 겸임교수	

	 	 카이스트 Ph.D. (EECS in P2P and Distributed System)

김현중 이사 (벤처캐피탈리스트 & 크립토이코노미스트)

세계경제포럼(WEF)의 클라우스 슈바프 교수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3차례의 혁명과 

수 십 억명의 사람들을 인터넷에 접속하게 함으로써 엄청난 성장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데이터 기술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이 데이터 

기술들이 진보된 자산 관리 도구들을 통하여 비즈니스의 근본 환경을 재조직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즈니스와 조직들의 효율성을 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에어블록 네트워크는 데이터의 공급자인 사용자들과 데이터의 수요자이자 수혜자인 광고주 

둘 다가 속한 “데이터 중심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에어블록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생태계이기도 하지만, “데이터 스토리지 노드들" 위에서 오늘의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첫 번째 DappDAPP이 되기를 목표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청사진 위에서의 내딛어지는 작은 한 걸음이 마치 가상화폐 경제 

행성에서의 인류의 위대한 한 걸음과 같이 되어 가상화폐 생태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믿습니다.

이력		 (현) 수림창업투자 이사	

	 	 (현)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위원 	

	 	 빅베이슨캐피탈 서울오피스 총괄	

	 	 삼일회계법인 M&A 컨설턴트	

	 	 메릴린치(US) 애널리스트	

	 	 일본국립경제연구소 개발경제학 석사(전액 국비장학생), 	

	 	 연세대 경영, 신문방송학 학사

이성화 팀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가 & 투자자)

에어블록 네트워크는 광고시장에서 수동적 객체였던 개인들을 능동적 주체로 변화시킵니다.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데이터 마켓은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뿐 아니라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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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비일팔공의 지난 여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기에 이러한 청사진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질에 대한 집중력과 기술력, 놀라우리만치 강력한 실행력을 토대로 

광고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스스로 가능성을 증명해 왔습니다. 에이비일팔공 팀의 

역량과 열정이 결집된 에어블록 네트워크가 기존 광고시장을 어떻게 혁신해 갈 지 	

그 모습이 벌써 기대됩니다.

이력		 GS SHOP 벤처투자팀장	

	 	 다노, 스포카, 버즈니, 헬로마켓 (사외)이사	

	 	 BCG, SK텔레콤	

	 	 INSEAD, 연세대학교

서우석 (데이터 기반의 창업가 & 그로스해커)

블록체인에 기반한 투명하고 신뢰도 높고 무한 확장 가능한 에어블록 네트워크는 인터넷이 

가져온 변화만큼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의 혁명을 가져올 세계가 주목할 서비스입니다. 개인 

정보를 제어가능한 영역에 두면서도 가치를 돌려주고 동시에 무한히 활용가능한 에어블록 

네트워크는 애드테크, CRM, 데이터마켓플레이스 등 모두를 위한 광범위한 플랫폼이 

될것입니다. 에어블록 네트워크가 무한 성장할수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할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데 일조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이력		 (현)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전) DeliveryHero (Yogiyo/Baedaltong CTO)	

	 	 KAIST 석사(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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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블록 권리장전

데이터 권리장전
Bill of Private Data Rights

에어블록은 개인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통제권과 수익화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1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알 권리: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었는가

2	 수집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데이터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3	 수집된 데이터를 수익화할 권리: 데이터를 판매한다면 누구에게 얼마에 팔 것인가

모든 개인은 자신을 통해 어떤 구조화된 혹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diagnosis)받고, 확인(confirm)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개인의 식별정보(이메일, 전화번호, 집 주소 등)뿐만 아니라 개인의 디지털 행동 정보와 실내외 

위치 정보도 수집되므로 머신러닝, 딥러닝 등 각종 예측, 추천, 분류의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간접적인 데이터 수집도 진단받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보관할지 다른 대상에게 

줄지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는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으로 발생하는수익을 함께 나눌 권리를 갖고, 데이터 

판매에 따른 수익의 대부분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권리장전은 에어블록 생태계에서 개인의 데이터와 광고노출 권리의 개선 방향을  

에어블록의 철학을 담아 서술한 것입니다. 이 철학은 에어블록 생태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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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블록 권리장전

광고노출 권리장전 
Bill of Private Ad Exposure Rights

에어블록 네트워크는 개인의 광고노출에 대한 통제권과 이에 대한 “사상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에어블록 네트워크는 이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1	 원치않는 광고의 내용과 형식을 제한할 권리: 어떤 광고를 보고 싶지 않은가

2	 원하는 광고의 내용과 형식을 보며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할 권리: 어떤 광고를 	

	 보고 싶으며, 그 광고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

3	 광고와 맞바꾼 관심을 자유롭게 수익화할 권리: 내 관심을 판다면 이를 	

	 누구에게 얼마에 팔 것인가

개인의 사상과 자유는 언제나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유의 속성인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과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는 모두 존중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소극적 

자유의 측면에서 개인들이 가장 크게 침해받고 있는 것은 원치 않은 광고를 	

보지 않을 권리입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에 대한 컴플렉스를 타겟팅한 광고, 나의 일상생활의 

특정 사실을 타겟팅한 광고, 나의 사상과 맞지 않는 사상을 홍보하는 광고, 내 구매의사와 

상관없이 집요하게 반복되어 게재되는 광고 등 언제든지 나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광고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적극적 자유의 측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광고를 받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인 쿠폰을 

받더라도 패스트푸드점의 쿠폰을 원하는 개인도 있을 것이며, 비행기표를 싸게 예약할 수 	

있는 쿠폰을 원하는 개인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들은 광고주들에게 직접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배너 광고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개인들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하지만, 이러한 피드백은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광고주들의 광고 행태는 거의 

“Fire-and-forget”에 가깝습니다. 광고주에게 잠재고객으로서의 개인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판매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지불한 관심의 대가는 일정한 수익에 	

대한 배분이어야 합니다. 개인은 자신이 관심을 표한 광고에 대해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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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Glossary)

에어블록 생태계 (AirBloc Ecosystem)

에어블록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광고 데이터 거래 생태계를 통칭. 데이터 

프로바이더와 데이터 컨슈머가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데이터나 광고노출을 거래하고, 	

이 생태계 안에서 데이터 프로바이더들은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사용하여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수익화할 수 있음.

→ 에어블록 블록체인 네트워크 + 에어블록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의 Dapp +Dapp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수 많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들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와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도 포함됨)

에어블록 네트워크 (AirBloc Network)

Ethereum 기반의 자체 운용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에 속한 Node들의 EVM위에 

올라가있는 광고 데이터 거래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메인 Dapp을 통칭. 

비영리법인인 Foundation에 의해 관리되고 오픈소스화되어 공개됨. Architecture 적으로는 

Service Layer와 Core Layer의 2중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본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로직을 제공함. 전통적인 중앙화 시스템에서의 DB + API를 제공하는 

백엔드와도 같은 개념. 

→ 에어블록 블록체인 네트워크 + 에어블록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의 Dapp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 에어블록 메인 클라이언트, 에어블록 메인 데이터 네트워크 

(Main Marketplace, Main Client, Main Data Network)

ab180 영리법인이 관리하며 에어블록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최초로 만들어진 상용화 	

서비스. 개인과 기업들은 메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거래하고 수익화 하며, 개인들은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에서 본인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수익화하고 수익을 관리. 메인 

데이터 네트워크에서는 수 많은 데이터 네트워크들이 일반적인 기업들로부터 자신들이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대리 판매할 수 있도록 함.

에어블록 메인 마켓플레이스: 데이터 컨슈머(주로 기업) 사이드

에어블록 메인 클라이언트 서비스: 데이터 프로바이더(주로 개인) 사이드

에어블록 메인 데이터 네트워크 : 데이터 프로바이더(대리 판매자, 주로 기업)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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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Legal disclaimer)

저희 에어블록 팀(에어블록 파운데이션과 주식회사 에이비일팔공 및 	

그 주주, 임직원, 계열회사를 통칭합니다)은 에어블록 네트워크를 포함한 

플랫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분들에게 보다 에어블록 팀이 

계획하고 있는 플랫폼과 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드리기 위해 	

참고 목적으로만 이 백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백서는 여러분에게 에어블록 팀 또는 플랫폼에 대한 투자 

등을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에어블록 

팀은 이 백서를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as is)’ 작성하여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포함해 백서 상의 어떠한 내용도 장래 시점까지 

정확하다는 점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에어블록 팀은 이 백서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항도 정확성을 

진술 및 보장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에어블록 팀은 (i) 백서가 적법한 권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ii) 백서가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유용한지, (iii) 백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지, (iv) 백서의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등 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책임 면제의 범위는 앞서 든 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의사결정 등 행위에 있어 이 백서를 이용(백서를 

참고하거나 이를 근거로 한 경우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한 

경우, 그에 따른 결과는 이익, 손해 여부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여러분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백서를 이용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손해, 손실, 채무 기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에어블록 팀은 그에 대한 배상, 

보상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