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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OMPANY
회사개요

ALCO(주식회사 알코)는 공공거래장부(Public ledger)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랜 시간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채굴 및 장비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지속해 왔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블록체인 산업의 지식 및 암호화폐 채굴 시장에
대한 검증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시장의
리더로서 미래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시스템의 전문 기술진과 블록체인 시장에
정통한 ALCO의 전문 컨설턴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변화를 반영하여 항상 고객 여러분께 최적의 마이닝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끊임 없는 기술개발과 연구를 통해
고객 여러분께 The Best Solution을 제안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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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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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OMPANY
회사소개

The Best Solution in Blockchain

High Quality

Leading

다년간 쌓아온 암호화폐 채굴 및
장비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타사 대비
높은 수익성과 안정적인 채굴량을
자랑하는 최고 성능의 채굴기를
제작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와 급변하는 블록체인 시장의
트렌드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예리한 시각으로 분석하여 시장을
리드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채굴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채굴장의 환경입니다
채굴장 설계부터 운영까지
국내 최고의 기술사가 참여하여
채굴에 최적화된 채굴장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의 리더로서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혁신적인 미래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Non-Stop
알코의 전직원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가로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초기 상담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 및
코인의 설명 그리고 채굴기의 원리와
실제 설치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쉽고 빠르게 진행합니다
채굴기의 부품 외 전기 및 공조시설
설계에 관해서도 해당 기능사의 참여로
초기 상담부터 설치까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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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BUSINESS
사업분야

자체 R&D센터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채굴기를 판매하며 전문 기능사의 설계로 제작된
채굴에 최적화된 채굴장에서 채굴기를 위탁 관리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산업에 정통한 전문가 그룹의 운영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채굴기 제작판매
AlCO는 우리나라 블록체인의
역사와 함께 마이닝 기술의
진보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암호화폐 채굴 및 장비
시스템 연구를 통해 검증된
자체 기술력과 노하우로 타사대비
최고 성능을 보장하는 채굴기를
제작 및 판매합니다
단순한 가격적인 비교를 하기 이전에
품질과 성능 그리고 서비스 면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타사 대비
안정적이고 고효율의 채굴기를
제공합니다

채굴기 위탁관리
채굴기가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마련된 쾌적한 환경의
채굴장(경기도 화성)에서 위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LCO 채굴장은 채굴장 운영에 가장
중요한 전기 및 공조시설의 설계부터
관리까지 전문 기능사가 직접 참여하여
채굴장 운영환경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원격 프로그램을 통해 채굴장 내의 채굴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필요시 ALCO 채굴장의 상주관리인에게
직접 문의가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및 채굴산업 컨설팅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블록체인 시장을
암호화폐 및 채굴산업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집단을 통해 냉철한
시각으로 잠재력이 무한한 블록체인 산업과
이와 연계한 다양한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하여
채굴장비의 성능과 효율적인 운영,
채굴장의 부지 선정부터 시설 및 설비와
운영 노하우 등을 종합하여 최적 방안을
제안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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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범위에서 필요하신 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장과 암호화폐 관련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강의
성능과 안정성이 모두
교육

검증된 채굴기 제작
채굴기
/구매

해외 제조사와 직거래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 루트 확보

블록체인 시장과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ICO

블록체인 시장의 트렌드 분석 및

마케팅

중요 정보 제공

기획

주요서비스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을 통한

신규 코인 기획 및 발행

제1채굴장(경기도 화성)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시장 분석 및
사업기획

위탁
운영

R&D

채굴기 위탁 관리 서비스 확장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자체 R&D센터에서 암호화폐 채굴 및

상담

채굴기 관련 상담부터 설치까지 빠르게 진행
(연락가능 시간 : 오전 10시~ 오후 7시)

장비 시스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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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가격의 최고의 마이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검증된 기술력을 통해 최적화된 채굴 컨디션과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코인 채굴

암호화폐 채굴 시스템 연구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코인 채굴이 가능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술 수준

다년간의 암호화폐 채굴 및 장비 시스템 연구를 통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빠른 산업 변화 예측

블록체인 시장의 빠른 변화를 예측하여 이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거래처

해외 제조사와의 직거래 루트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시스템(SCM)을
구축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채굴장내 채굴 현황을 확인 가능합니다

확실한 A/S 유지관리

제조사의 A/S 기간 외 필요시 자체 기술진을 통한 A/S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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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콘텐츠 제공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강의합니다

알코 리포트 발행

오프라인 세미나 운영

블록체인 시장에 관한 전문적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

리서치를 통한 알코 리포트 발행

오프라인 세미나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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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프로세스(1) : Private 설치

고객님의 마련된 공간에 채굴기의 모델 선정부터 채굴장의 구성 및 운영까지 ALCO가 현장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보여드립니다

기본적인 상담부터 채굴기 설치까지 빠르게 진행되며 오픈 후 기본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유선 상담
설치 기종, 목적에 맞는
상품 상담

방문 미팅 및 전문 컨설턴트 상담

사무실에 내방하여
실질적인 상품에 대해 상담

채굴장 답사 및 시스템안내
채굴장의 인프라 및
운영 시스템 직접 확인

채굴기 샘플 확인

채굴기 및 시스템 설치
Client’s private
공간에 최적의
조건으로 설치

검수 및 테스트

시스템오픈

채굴기 부품 검수 및
설치된 채굴기의
성능 점검

최종 테스트 완료 후
운영정보 인계

계약서 작성
계약조건 및
운영방식에 대한
확인 후 계약

운영 기본교육
시스템 모니터와
기본적인
관리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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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프로세스(2) : ALCO 위탁 운영

기본적인 상담부터 채굴기 설치까지 빠르게 진행되며, 상담을 통해 채굴 시장의 트렌드 및 고객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굴유형을 설정해 드립니다
채굴기는 ALCO의 최적화된 채굴장에서 위탁 관리되며 오픈 후 실시간으로 채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유선 상담
설치 기종, 목적에 맞는
상품 상담

방문 미팅 및 전문 컨설턴트 상담
사무실에 내방하여
실질적인 상품에 대해 상담

채굴장 답사 및 시스템안내
채굴장의 인프라 및
운영 시스템 직접 확인

계약조건 및
운영방식에 대한
확인 후 계약

시스템오픈

실시간 모니터링

채굴기 샘플 확인

채굴기 및 시스템 설치
ALCO 채굴장내
최적의 조건으로 설치

검수 및 테스트
채굴기 부품 검수 및
설치된 채굴기의
성능 점검

계약서 작성

최종 테스트 완료 후
운영정보 인계

실시간으로 채굴
현황 확인 가능

CONTACT
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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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사무실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오비즈타워 2215호

제1 채굴장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78-1

상담문의

(연락 가능 시간 : 오전 10시~오후7시)

대표번호 : 1666-4350

전화 : 031-689-5717
팩스 : 031-689-5718
이메일 : info@al-co.co.kr
홈페이지 : www.al-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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