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고지문 |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모든 의견은 자료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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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경제적 가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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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시얼
 티커 AXL

블록체인 기반 엔터테인먼트 공연 관람권 예매 플랫폼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예매 시스템을 통하여 공정한 수익 분배 및 투명한 거래 보장 
당사는 2019년 12월 19일 액시얼 (AXL)을 상장한다. 액시얼은 플랫폼 블록체인으로서 문화 컨텐츠 시장에
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 암표 판매와 판매권 독점을 바탕으로 높은 가격 측정에서 이어지는 과도
한 소비자 지출을 근절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P2P 온라인 티켓 예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액시
얼은 암표방지 솔루션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관람객은 공연 30분 전 QR 코드 티켓을 발급받기 때문
에 재판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모든 거래는 액시얼의 티켓 거래 시스템인 Master Wallet 
Application에서 이루어지며 액시얼의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AXL 토큰은 티켓 구매를 위한 거래 수수료
로 사용되며 티켓 판매자와 블록체인 운영 노드에게 분배된다. 액시얼 플랫폼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먼저 
컨텐츠 제공자가 플랫폼에 판매하고자 하는 티켓을 등록한다. 일반 사용자는 해당 티켓을 구매하기 위하여 
AXL 토큰을 지불하면 AXL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하여 컨텐츠 제공자와 블록체인 운영 노드에게 수익이 분
배되고 일반 사용자는 티켓을 지급받는다. 이 모든 거래 내역은 액시얼의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정보의 불변
성 확보를 통한 불법 재판매 혹은 불공정한 이익 분배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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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발행량

총 발행량 380,000,000

총 유통량 300,000,000

로드맵

2019년 4분기
- 자체 기획사 공연기획
- Redision과 MOU 체결
- AXL, Master Wallet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탑재

2020년 1분기
- 아스티아루아 8,000석 규모 공연 주최
- THE 1975 공연 주최

2020년 3분기
- 뮤즈 25,000석 규모 공연 주최
- 포스트말론 30,000석 규모 공연 주최
- 카밀라카베오 7,000석 규모 공연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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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성 | Jisung Jung

정지성 연구원은 현재 코인원 상장팀 소속이다. 보스턴 대학교의 Questrom Business School 졸업 후, 중
국 상해에서 루프링 재단(Loopring Foundation)의 사업 개발팀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블록

체인 스타트업의 전략/기획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

김동현 | Tony Kim

김동현 연구원은 현재 코인원 상장팀 소속이다. 이 전에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SparkLabs Accelerator
와 초기투자전문 VC인 SparkLabs Global Ventures에서 근무했으며. 이에 더해 스타트업에서 사업개발 및 
전략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학업으로는 토론토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으며, UC 버클리대학교 
산하기관인 BerkeleyX에서 Blockchain Fundamentals Professional Certificate Program을 수료했다.

이원석 | Won Suk Lee

이원석 연구원은 현재 코인원 사업개발팀과 상장팀 소속이다. 이 전에는 자산운용사인 신한BNP파리바자산
운용의 액티브주식운용실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대표를 역임하며 
사업개발 및 전략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학업으로는 고려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였다.



법적고지서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장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자신의 판단으로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정보, 의견, 예측은 본 자료가 작성된 날짜 기준이며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미래 실적에 대한 지침이 아니며 미래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모든 의견은 자료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 되었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를 작성하는데 관여하지 않았으며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당사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본 자료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