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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재능이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

Introduction to Enterprise Blockchain

전통 자산 가상 자산 재능 자산

코로나 이후, 비대면 환경과 디지털 경제활동의 확대로 일하는 방식과 소득의 경로는 유연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긱 이코노미 관련 데이터는 부재하고,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접점은 아직  
부족합니다. 일을 둘러싼 환경은 변해도 과거 나의 경험과 재능은 데이터로 기록되고 보호받으며  
지속가능한 자산가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은 긱 워커, 크리에이터의 가치가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 존중받고, 이를 금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블록체인

Coin, NFT

월렛 등 B2C 서비스

거래소, De-Fi

블록체인 DATA ID 네트워크

DATA ID, P3

Talent Marketplace

Gig Finance, Talent Assetization

미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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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SSETIZE EVERYONE’S TALENTS
TO CONNECT MORE POSSIBILITIES
AND CREATE UNPRECEDENTED VALUE
모두의 재능을 자산화하여 더 많은 가능성을 연결하고 전례없는 가치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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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형태, 방식 그리고 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까지.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플랫폼 사업 플랫폼 사업의 시대적 요구와 
플랫폼 노동자 수요 폭발적 증가

MZ 세대의 직업관
정년이 목적이 아니라 

자아 실현과 역량 신장이 이유인 세대

Digital Native Job 그리고 메타버스
디지털에서 활동하고, 디지털에서 

돈을 버는 직업,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공간

본캐와 부캐 부캐(부업)가 존중받고, 
부캐가 본캐(본업)가 되는 세상

키워드 사회현상

일의 변화, 일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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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이코노미는 새로운 방식의 재능 활용과 소득 원천 다양화를 통해 미래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 입니다.긱 이코노미, 새로운 경제의 흐름

 

 

 긱(gig)의 어원적 의미 : 뮤지션 혹은 코미디언의 단막 공연  긱 이코노미는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

· 현재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의 긱 이코노미

· 다양한 재능 혹은 재능의 결과물을 분할, 유동화, 자산화하는 시대적인 큰 패러다임
· Gig Worker 기반 플랫폼 서비스 및 핀테크 기업 가치는, 글로벌 데카콘 기업  

    총 가치의 약 41%

Q. 재능이란 무엇인가?

· 시간 (예: 단위 작업 수행을 위한 시간)

· 지식 (예: 도메인 혹은 경험 중심의 전문 지식)

· 커뮤니티 (예: 팬덤 커뮤니티 내의 팬 미팅)

· 예술품 (예: 디지털 중심의 NFT 예술품)

Q. 어떤 직군이 포함될 수 있나?

· 배달 드라이버에서 자산관리 전문가, 전문 경영인까지

· 대중 예술가에서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 1인 셀러, 블로거, 커뮤니티 네임드

1) Freelancer Union

경제활동 인구 중 긱 워커 비율1) (미국)

2017

5,700만명
36%

긱 워커

非 긱 워커 (정규직)

1억3백만명
64%

8,700만명
51%

8,300만명
49%

2027 (E)

27년 긱 워커가 정규직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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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을 포함한 현대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은 긱 이코노미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긱 이코노미의 현재

1) Play to Earn은 게임 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의 게임 방식

   

문제점1

현재까지 긱 워커 데이터는 
정산용으로만 잠시 존재 후 휘발 

혹은 거래 구조의 이유로 부재

“긱 데이터의 휘발 혹은 부재”

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데이터 없음

- 배달 10회 10만원 정산 후 파기

-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통장 입금 내역 외에는  
  관련 데이터 부재

문제점2

현재 금융시스템 내 운영 및 평가 기준은 
과거 보편적 일의 형태에 맞추어져 있어 

긱 이코노미와의 연계가 어려움

“금융시스템과 연결성 부족”

예) 긱 워커는 대출 필요 서류 발급이 어렵거나 불가

- 연봉계약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문제점3

새로운 형태의 재능의 사용, 즉 재능의 
분할, 자산화, 유동화의 방법이 전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시도되고 있음

“긱 이코노미는 무한 진화 중”

예)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긱 잡들

- 매달 수억을 버는 유튜버

- Axie Infinity의 Play2Earn1)(P2E)으로  
  생활하는 필리핀 MZ세대들

- NFT 작품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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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이코노미의 기축 데이터를 생성하고, 블록체인 기반 신뢰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치 창출의 극대화 Our Solution

Gig Economy Challenges

Three Main Business Pillars

Foundation: Gig Economy Consortium

“긱 데이터의 휘발 혹은 부재” “금융시스템과 연결성 부족” “긱 이코노미는 무한 진화 중”

Talent Marketplace

Task와 Talent의 연결 및 거래 구조를
자동화하여 제공

Gig Finance

긱 이코노미에 최적화된  
디지털 네이티브 금융 서비스 제공

Talent Assetization

긱 워커 재능(콘텐츠, 창작물 등)의
자산화, 유동화, 수익 증권화 제공

긱 워커의 데이터 주권이 보장되는, 신뢰 가능하고, 투명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의 DATA ID 컨소시엄 네트워크

 긱 이코노미 ‘일·재능·소득’에 대한
데이터 축적, 스트리밍

데이터 기반 자동화된 실시간 거래, 
금융 네트워크 연결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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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워커, 개인사업자, 크리에이터의 시간, 이력, 평판, 소득 데이터는 검증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DATA ID를 통해 긱 워커는  
재능, 평판, 소득 데이터를 투명하게 거래하고 흩어진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온라인 창작물, 커뮤니티 활동, 예술품, 레시피 등을 자산화 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경력, 재능, 추천, 교육 데이터를 자산화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나를 증명하는 미래.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DATA ID와 함께 열어갑니다.

Our Foundation

DATA ID를 통해 재능 자산에  
대한 소유권 증명

거래 이력, 시간, 자격,  
창작물 등의 재능 상세 기록

기축 데이터, 금융,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부재

커리어 성장과  
미래 금융 혜택으로 연결

NFT CVDATA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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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쿠팡이츠에서 배달하고 
밤에는 카카오 대리를 하는 N잡러 김기사님는 

개인의 수행 시간, 소득, 거래 이력 등 재능 기반 자산을  
DATA ID 네트워크에 기록

유튜브와 클래스를 운영하는 요리 인플루언서 윤셰프님은
개인의 레시피, 클래스 진행 이력 등 재능 기반 자산을 

DATA ID 네트워크에 기록

긱 워커는 개인의 수행 시간, 거래 이력을 활용해 
더 나은 커리어로 성장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스킬, 경력을 활용해 
다양하고 유연한 금융혜택 경험

크리에이터는 개인의 IP, 관련 이력을 활용해  
잠재력과 창작물을 자산으로 인정받고 팬들과 보상 공유

개인 레슨하는 골프 강사 이프로님은
개인의 스킬, 경력 등 재능 기반 자산을 

DATA ID 네트워크에 기록
NFT CV

DATA ID와 함께 긱 워커, 개인사업자, 크리에이터 누구나  
기록하고 증명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DATA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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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신의 재능에 주도권을 갖고, 유연한 환경 속에서 가치를 발휘하고, 긱 이코노미에  
최적화된 금융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이 함께합니다.Our Roadmap

P3 (Programmable Payment Platform)

블록체인 DATA ID 네트워크

Talent Marketplace

DATA ID 기반 
지역 일거리 매칭 서비스
*요긱 (Yogig) 국내 서비스 중

Gig Finance

DATA ID 기반 
디지털 금융 솔루션 제공

Talent Assetization

DATA ID 기반
크리에이터 재능 자산화 및 가치 창출
*신규 서비스 '22 하반기 출시 예정

Globalization

DATA ID 기반
글로벌 블록체인 DATA ID 네트워크 구축



Talent Marketplace 

Business Enterprise Blockchain

Business Pilla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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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ent Marketplace 

Business: Talent Marketplace

블록체인 네트워크 DATA ID를 기반으로 긱워커의 재능과 고용주의 일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거래되는 Talent Marketplace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에 대한 정확한 정의, 경력과  
평판에 대한 인증을 통해 보다 투명한 거래구조를 제공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Task Posting Talent Sourcing

･ 스마트 계약서 기반 Work 거래
･ 상호 신뢰 가능한 데이터 교환
･ 사용자 주권이 확립된 데이터

Talent Matching HR

･ 재능에 맞는 일을 쉽게 서칭
･ 긱 워커 데이터 주권 확립
･ 스마트 계약서 기반 신뢰 가능한 일 거래
･ 이력과 경력 업데이트 자동화 

･ DATA ID 기반 신뢰도 있는 워커 스크리닝
･ 필요한 재능의 워커 신속하게 서칭 
･ 네트워크 기반 투명한 업무와 HR 이력관리 

Talent Marketplace긱 워커

Work 찾기 Work 등록

Work 수행 신속 구인

기업/고용주

NFT CVDATA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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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ent Marketplace 국내 최초 긱 워커를 위한 Talent Marketplace, 일거리 매칭 플랫폼 요긱(Yogig)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일거리를 즉시 연결해주고, 완료 후 금융 서비스와 연계해 정산까지  
제공하는 긱 워커를 위한 맞춤 플랫폼 입니다.

Business: Talent Marketplace

･ 일거리 제공 플랫폼 검색
･ 긱 워크 경력 관련 스킬 및 후기 등록
･ 실시간 일거리 랭킹 업데이트 
･ 긱 워크 시급 및 평점 비교 
･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일거리 매칭 서비스
･ 일거리 수행 완료 후 DATA ID 자동 생성

새로운 재능을 펼칠 기회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 커리어 성장의 기회

주요 서비스

일거리 매칭 서비스 요긱



Business Enterprise Blockchain

Gig Finance
Business Pillar 2

Enterprise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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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 Finance

Business: Gig Finance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긱 워커는 유연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긱 워커 이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긱 이코노미에 최적화된  
디지털 네이티브 금융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긱 워커의 유연한 일 환경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현재의 삶에 균형감과 가치를 더합니다.

･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기반 자동 정산 
･ 블록체인 네트워크 DATA ID 기반 다양한 디지털 금융 솔루션 제공 

Gig Finance

NFT CV

긱 워커 거래 특화 
금융지원서비스

스마트 자동 정산

유연한 일 환경에 맞는 
금융 서비스

스마트 자동 정산
･  스마트 계약 기반 신속하고 편리한 

정산 시스템 제공
･  유연한 재정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상품 솔루션 제공
･  효율적인 맞춤 재정 재설계 가능  

긱 워커

･  사람 개입 없는 자동화 금융의 연결로 
효율적 정산 시스템 제공

･  스마트 계약 기반으로 투명하고 
유연한 거래구조 

기업/고용주

DATA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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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Programmable Payment Platform) P3 플랫폼은 블록체인을 통한 스마트 자동 정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데이터와  
금융을 연결하여 사용의 편리성과 재무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합니다. 대표적으로 거래와  
정산구조를 자동화한 최초의 구독형 보험상품, 한화생명 구독형 보험이라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usiness: Gig Finance

P3

한화생명 구독형 보험

P3 Value

･ 서비스 요구 사항에 맞는 토큰(NF/NFT/PFT)과 
정산 프로세스 (DvP/PvP) 설계 가능 

･ 고객만의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 구성 및 운영 가능 
･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기술로 정산 과정의 자동화 
･ 어떤 형태의 블록체인 서비스와도 자유로운 연동 가능 

P3

P3

고용주

계좌 관리

긱 워커

수입 정산

보험사

중도 보험금 관리

구독형 보험

보험금 정산 포인트/쿠폰

증권사

수탁/예탁금 관리

증권 투자자

STO/ABT 증권구매 환전토큰



Business: Talent Assetization Enterprise Blockchain

Talent Assetization 
Business Pillar 3



Enterprise Blockchain 19

Talent Assetization

Business: Talent Assetization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낸 창작물과 재능을 자산화, 토큰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력이나 기여도 같이 과거 증명하기 어려웠던 경험과 전문성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DATA ID를 통해 개인부터 기관까지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증명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재능 자산화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Talent Assetization

NFT CV

판매금액 배당, 수익분배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재능의 전문성, 경험 인증
﹒홛동, 평판, 수익, 창작물 기여도  
     데이터화 및 관리
﹒재능 자산화, 유동화로 가치 확장
﹒보상 및 다양한 수익화 기회 제공

구매자

콘텐츠, 창작물 등록/증빙

Gig Finance 스마트 계약 기반 자동 거래/ 정산 서비스 

팬 커뮤니티  & NFT 마켓 플레이스

DATA ID



Our Company Enterprise BlockchainEnterprise Blockchain

Our Company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EBC)은 글로벌 블록체인 기반 DATA ID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자산화 할 수 있고, 또 다른 기회와 가치로 연결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컨소시엄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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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tart

Our Company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은 한화그룹 최초의 글로벌 플랫폼 사업을 위해 독립한 유일한 블록체인  
자회사 입니다. 포춘 500대 기업 중 하나인 한화그룹은 디지털 비지니스에 대한 관심으로 블록체인,  
핀테크 등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직접 투자영역을 높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두의 재능이  
더 많은 가능성으로 연결되고, 손에 잡히는 가치가 되도록  한화의 Digital DNA로 주도합니다. 

Invest digital platform in Asian market

$10M $24M$21M $400M$59M $54M$6M $49M$25M $310M

한화 그룹 “최초”의 글로벌 플랫폼 사업 위한 CIC1)후 독립법인 
한화그룹의 핀테크, 블록체인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 직접 투자 및 신규 회사 설립

Company in company spin-off

1) Company In Company :혁신을 주도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 내부에 조직하는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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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Achievements 출범 후 국내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국내외 사업 개발과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파트너쉽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2022 상반기
국내 Talent Marketplace  
지역 일거리 매칭 업데이트

2022 상반기
보험사 FP 대상 전자명함 출시

2022 하반기
국내 Talent Assetization  

서비스 출시 예정 

2023
동남아 Talent Marketplace

서비스 출시 예정

2021.06
(주)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출범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공식 출범,
AI전략, 핀테크 전문가 이준섭 대표 선임 

2021.08.19 블록체인 밸리

2021.08
일거리 매칭 서비스, 요긱(Yogig) 출시

N잡러 일거리앱 매칭 서비스 '요긱' 공식출시
2021.0907 벤처스퀘어

2022.03
나이스디앤비와 MOU 체결

한화그룹의 블록체인 계열사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나이스디앤비와 MOU 체결
2022.03.14 매일경제

2022.03
애플 앱스토어 '오늘의 앱' 선정

긱 워커 위한 일거리 매칭 플랫폼 '요긱',
애플 앱스토어 '오늘의 앱' 선정

2022.03.30 플래텀

2022.03
세종시와 MOU 체결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세종시와  
청년 일자리 지원 위한 MOU체결 

2022.04.04 매일경제

Talent Marketplace Talent Marketplace Talent MarketplaceGig Finance

Ou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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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s & Values

Strengths & Values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DATA ID 네트워크를 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모인 멤버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출신의 Digital DNA 를 지닌 IT  
핵심 멤버들과 함께 성공적인 파트너쉽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EBC Member

전례없는 가치창출을 
위해 모인 동반자

Foundation

블록체인 네트워크 
DATA ID

Expertise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출신의 Digital DNA

"미래 소득 예측을 통한 안정 급여 제공 시스템"  
"복수-자산 담보부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방법" 포함

특허 3건 등록

Gig Finance / Talent Assetization

"시공간 특성에 따른 긱 서비스 예측 시스템  
및 그 방법" 포함 특허 10건 등록

Talent Marketplace

EBC 특허 보유 현황



회사명
설립일
대표
회사위치
대표전화
홈페이지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
2021년 6월 17일
이준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9층
02-2051-5919

enterpriseblockchain.io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 DATA ID를 통해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이 만들어갈 오픈 이노베이션 그라운드에 참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