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K는 권한을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소개

본 회사 Permission.io는 권한을 위한 표준 암호화폐 ASK를 만들어 방해와 데이터 착취의 
레거시 모델과 대조되는 권한의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된 이커머스의 세계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ASK의 최초 적용사례는 멤버들이 상품 및 서비스를 검색하고 판매자들과 맺는 
관계에 대하여 ASK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 마켓플레이스가 될 것입니다. 최고액 입찰 
판매자는 각 상품 또는 서비스 카테고리의 상위에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권한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구축된 이 모델은 판매자들의 더 나은 ROI로 이어지는 한편 목표고객들과 
신뢰 및 투명성을 구축합니다.

Permission.io는 앞으로 ASK를 이용한 수많은 적용사례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트, 인재채용, 게이밍, 이메일 마케팅을 비롯해 거의 모든 종류의 영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방해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 연령 
미만의 60% 이상이 애드블로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광고주들의 꾸준한 ROI의 
감소를 야기해왔습니다. 

베타 버전

본 회사는 거의 전무한 광고비 지출로 27만5천개 이상의 활성 ASK 지갑을 6개월 이상 베타 
버전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저희는 권한 마켓플레이스에 진입하고자 하는 700명 이상의 
판매자들로 구성된 생태계를 구축하였으며 이 목록은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의 MainNet의 런칭 이후, 저희는 권한 블록체인에서 일간 평균 1만9천회의 트랜잭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이커머스가 전세계적으로 스케일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Permission.io는 이용자층의 확대에 주로 투자하기 위해 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2년 이내에 2천만명 이상의 월간 활성 유저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타이밍

- 밀레니얼 세대 연령 미만의 60% 이상이 애드블로커를 사용하고 있고 애드블로커가 
전세계적으로 10억회 이상 설치되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듯이 소비자들은 방해에 지쳐 
있습니다.

-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데이터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세계최대 규모의 회사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착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대두는 소비자들이 즉시 지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 소비자의 주의를 끄는 데 드는 비용인 디지털 광고 ROI는 지난 20년에 걸쳐 8배까지 
증가해왔습니다.

- 데이터 제어와 프라이버시를 둘러싸고 GDPR과 같은 전세계적 규제가 계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소비자들은 상거래 시의 리워드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져왔습니다. 미국만 해도 
40억개의 리워드 계정이 존재하며 이는 1인당 10개 이상의 계정에 해당합니다.



회사 역사

Permission.io는 텍사스 오스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본 회사는 2004년에 창립되었으며 
이전에는 Algebraix Data Corp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본 회사는 심화된 기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9개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본 회사는 4천9백만 달러의 
자본을 모집하였습니다.

팀

Charles Silver, CEO:

Charles Silver는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회사들을 만들고 주주들을 위한 유동성 이벤트를 
해왔습니다. 닷컴 시대에 그는 RealAge를 창립하였으며 이 회사는 권한을 기반으로 브랜드들을 
소비자들과 연결시켜 주는 데이터 사용 분야의 선구자였습니다. 이 회사는 Hearst 
Corporation에 수억 달러의 가격에 아주 성공적으로 매각되었습니다. RealAge 이전에 Silver 
씨는 미시건에서 석유보급 프랜차이즈 기업을 창립하고 키웠습니다. 이 회사는 미시건에서 
독립 신속석유교환 운영사로 성장하였으며 Jiffy Lube에 성공적으로 매각되었습니다.

또한 Silver 씨는 7개의 상장 ETF를 가지고 있는 SEC 등록 투자자문사인 Reality Shares 
Advisors의 모회사인 Reality Shares Inc.(Blockforce Capital 경영 중)의 공동창립자이자 이 
회사의 이사진에 속해 있습니다. 이 회사는 Nasdaq과 파트너십을 맺고 최초의 블록체인 
ETF(BLCN)를 런칭하였으며 2개의 암호화폐 헤지펀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Rob Gregory, 회장:

Rob Gregory는 광고와 브랜드 전략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이사입니다. Permission에 들어오기 전에 Rob은 WhoSay Inc.(Viacom 계열사)에서 Eva 
Longoria, Channing Tatum, Novak Djokovic, Rory McIlroy, Tom Hanks, Sofia Vergara, 
CeeLo Green, Steven Tyler 등과 같은 TV, 영화, 스포츠, 음악계의 영향력 있는 이름들을 
비롯한 많은 셀러브리티들과 그들의 팬들을 위한 미국의 소셜미디어 서비스 및 브랜딩에 
특화된 영업 및 마케팅 부문 사장으로서 근무했습니다.

WhoSay 이전에 Gregory 씨는 The Newsweek Daily Beast Company의 회장으로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는 2008년 4월부터 PWD1 LLC(다른 이름: Plum TV Inc.)의 네트워크 영업 
및 마케팅 부문 사장으로서 근무하였습니다. Plum TV 이전에 Gregory 씨는 Maxim의 그룹 
발행인으로서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Rolling Stone과 Men’s Journal의 발행인으로서도 
근무하였습니다. Gregory 씨는 Adweek의 Hot List에 여러 번 등장하였으며 Media Industry 
Newsletter의 “미디어계의 가장 흥미로운 사람들”로서도 거명되었습니다. 

Andy Shah, 기술 담당 최고책임자:

Andy Shah는 엔지니어링, 이머징 테크놀러지, 상품개발, 비즈니스 전략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 이사입니다. 최근에 그는 고객과 광고주를 연결해주는 클라우드 
기반의 광고 플랫폼을 만들었으며 그는 텍사스 오스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의 
CTO였습니다.

Andy는 Westell Inc(NYSE:WSTL)에서 소프트웨어 및 기술 AVP로서 근무하였으며 이 회사에서 
그는 최종사용자의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유하고, 동기화하는 특허를 받은 권한 
기반 플랫폼을 혁신하고 그 구축을 도왔습니다. 그의 지휘 하에서 이 회사는 8천만 달러 규모의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Andy는 Sears Holding Corp(NYSE:SHLD)의 엔지니어링 및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디렉터였으며 이 회사에서 그는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최적화하였습니다. Cleversafe Inc에서 그는 나중에 IBM에 13억 달러에 팔리게 되는 플랫폼의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Cleversafe 이전에 그는 Motorola Inc(NYSE:MSI)의 
솔루션 아키텍트,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다양한 기술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Andy는 일리노이 공과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화공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Matt Erhart, 파이낸스 및 컴플라이언스 부문 VP:

Matt Erhart는 브로커리지, 외환시장, 자산관리, 은행업, 소비자 대출 등을 비롯한 규제가 심한 
업계에서 10년에 가까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련한 규제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그는 Blockforce Capital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회사에서 그는 약 3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SEC 등록 투자자문사인 Reality Shares Advisors의 컴플라이언스 담당 최고책임자로서 
근무하였습니다.

Matt은 미국에서 브로커리지 회사와 외환시장의 규제를 담당하는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관(FINRA)에서 규제 컴플라이언스 커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FINRA 
시리즈 7, 24, 66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Matt은 캔자스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였으며 이 대학에서 파이낸스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Steven Wilkinson, CISSP, CBP – 정보보안 담당 최고책임자 겸 데이터 보호 책임자:

Steven Wilkinson은 공인된 암호화폐, 블록체인, 신분 및 정보 보안 전문가입니다. 그는 기술 
리더십, IT, 보안 컨설팅 분야에서의 20년 이상의 경험을 활용하여 Permission.io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Steven은 인터넷을 통한 가치이전을 위한 솔루션을 구축하면서 2011년 초에 
비트코인을 발견하였으며 곧바로 채굴자이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디지털 자산 
공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블록체인 및 보안 프로젝트들을 이끌며 자문을 제공해왔습니다.

2013년, Steven은 Austin Bitcoin이라는 비트코인 컨설팅 회사를 창립하였으며 이 회사는 
초기의 BitPay 판매자 통합 파트너들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그는 Texas Bitcoin Association의 
이사진에 속해 있으며 Texas Bitcoin Conference의 공동창립자이자 부사장입니다. Steven은 
공인 정보시스템 보안 전문가(CISSP) 인증과 공인 비트코인 전문가(CBP)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큰 경제학

다음과 같이 배분되는 1천억개를 고정 공급량으로 하는 토큰이 있습니다:

•         공급량의 20%는 이용자층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         20%는 SAFT 참가자, 직원, 공급자, 전략적 파트너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         60%는 Permission Foundation에 의해 관리됩니다.

고지사항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정보는 가정과 예측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계획에 해당하며 사전에 
서면을 통한 통보 또는 설명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전향적 서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그 특성 상 상당한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