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기관을 위한 캐스퍼
캐스퍼랩스 전문 서비스 팀은 블록체인에서의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전문가 트레이닝을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여러 진보적인 정부 기관들은 블록체인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고 점점 더
확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수상 및 국무총리 내각의 관리들 가운데에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관리와 정책 입안자들은 캐스퍼랩스 전문 서비스 팀에 문의하여 미지의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캐스퍼를 선
택해야 할까요?

캐스퍼 블록체인은 비공개 및 하이브리드 배포를 위해 구축되었기에 저희의 정부 기관 
클라이언트는자신들에게 필요한 유연한 환경과 함께 공개 캐스퍼 체인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캐스퍼의 뒤어난구성 가능한 속성과 모듈식 아키텍처는 매우 개발자 친화적이어서 특별한 
배포의 경우에도 몇 주 만에 가동 및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전문 서비스 팀은 직접 현장에서 
지원함으로써 귀하의 팀이 자신감을 가지고서구축을 하고 해당 국가의 시민들을 위해 블록체인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도전 과제 저희가 도움을 드린 방법

• 블록체인은 아직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 정부 관리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블록체인의 
잠재적인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확실하게알고 있지 못합니다.

• 많은 정부 기관들은 안전하지 않고 
시민들이사용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중앙화된 
프로세스를가지고 있습니다.

• 정부 기관들은 해당 혜택들이 자원 투자를 
정당화할수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캐스퍼랩스의 전문 서비스 팀은 세계 최고 수준의 
트레이닝,현지 자문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처음으로블록체인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쉽게 배우고, 계획하고,배포할 수 있게 합니다. 
저희 팀원들은 IBM과 Google에서Cisco와 
Microsoft에 이르기까지 선도적인 글로벌테크놀로지 
기업들에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이들은블록체인에 대한 새로운 유스 케이스를 
지속적으로혁신하고 있기에 블록체인 작동 방식에 
대해 자세히알아보고자 하거나, NFT의 강력한 공개 
및 프로모션에 대해이해하고자 하거나, 또는 특정 
유스 케이스에   대해논의하고자 하는 경우, 저희는 
여러분과 공유할 많은 경험을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하기에 저희는 블록체인 채택여정 가운데 
가이드 역할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정부 기관들이 시민들의 혜택을 위해 블록체인의 모든 이점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부 기관과 
정책입안자에게 기존의 레거시 프로세스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세스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함으로써데이터가 보호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정부 기관을 통해 원활한 경험을 하고, 또한 정부 기관들이 더 나은 
컴플라이언스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있게 하고 있습니다." 
– Ashok Ranadive (캐스퍼 전문 서비스 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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