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 한국 가상자산 시장 보고서 속 Xangle이 전하는 메시지

본 보고서는 Chainalysis와 Xangle이 2019년 7월부터 20년 10월 27일까지 국내 암호 자산 시장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고서 내 대부분의 데이터는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10월 27일까지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입력된 분석값들, 예를 들어 코인 가격, 거래량, 온·오프체인 코인 이동,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동향, 동아시아 지역 인덱스 및 글로벌 인덱스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했습니다. 데이터의 출처는 전세계 몇몇 곳에 위치한 거래소 및 월렛 주소로
이루어져 다양하며, 데이터 포인트들은 Chainalysis가 수집하였습니다.

보고서의 목표는 2020년 3분기에 분석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명확한 동향을 충분히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고서 자료로부터 한국 시장의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투자를 위한 기술적 분석, 지정학적 우려 또는 기타 많은 이슈들과 관련하여 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패턴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내 분석 내용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보다는 객관적인 관찰자료 입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내용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본인의 투자 전략에 추가될 하나의 연구 자료로 사용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 Xangle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에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해당 보고서는 가공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시장을 넓은
시각으로 보여주며, 현재 다른 어떤 기업도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 Xangle은 모든 사람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의 제도화는 저희 사명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이번 보고서와 같이 다른 추가적인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쉽고 효율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저희는 가상자산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중들에게 암호
자산이 더 잘 이해되고 유입되는 세상을 상상하며, 이번 보고서에 자부심을 갖고 독자 여러분께 한국 가상자산 시장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기원하며,
Analyst: Jehn Kim
RA: TJ Kim



1. 시장분석
주요지표및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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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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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운영 중인 거래소는 +77여개 이상
주요 4대 거래소의 지난 5개월 간 누적 거래대금은 930억 달러(+100조원) 규모 (6월 1일~10월 27일) 

주요 한국 거래소 리스트 한국 4대 거래소 누적 거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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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로젝트 해외 프로젝트

Trading 
volume Market Cap Project symbol

1 $102m TMTG

2 $7m ANW

3 $5m FLETA

4 N/A KLAY

5 N/A AHT

6 $7m EGG

7 $12m MLK

8 $19m BORA

9 N/A GOM2

10 $9m FCT

국내 거래량 Top10을 차지하는 한국 프로젝트
시가총액은 Coinmarketcap 기준

한국에서 트레이딩 가능한 가상자산 개수는 +260여개
주요 4대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중 한국 프로젝트 비중은 33%

국내 4대 거래소 별 거래 가능한 토큰 수 한국 프로젝트의 비중은 전체 중 약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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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 트렌드, 1) 알트코인 투자 비중이 높고 2)글로벌 트렌드와는 디커플링 되는 모습
국내 4대 거래소의 전체 거래량 중 비트코인 비중은 15%에 그쳤으며, 알트코인 거래가 상대적으로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2분기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디파이 토큰 상장 및 거래 비중 또한 국내는 높지 않았음

비트코인 거래 비중: CMC 26.0% vs 한국 4대 거래소 15.3% 누적 거래대금 가운데 디파이 관련 토큰의 비중: 5.96%



한국, Chainalysis 크립토 도입 지수 기준 154개 국가 중 17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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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구성:

온체인 거래 수신량:
1인당 구매력 평가지수(PPP)에 따라
가중치 부여

온체인 리테일 거래대금 (거래금액 < $10K):
1인당 구매력 평가지수(PPP)에 따라
가중치 부여

온체인 예치금 수:
인터넷 사용자 수에 따라 가중치 부여

P2P 거래량:
1인당 구매력 평가지수(PPP)와
인터넷 사용자 수에 따라 가중치 부여

1.

2.

3.

4.

Sources:
Chainalysis, LocalBitcoins, Paxful via CoinDance, SimilarWeb, The World Bank

Currencies included:
BAT, BCH, BTC, BUSD, CRO, CRPT, DAI, ETH, GNO, GUSD, HT, HUSD, ICN, LEO, LINK, LTC, MCO, MKR, 
MLN, OMG, PAX, PAXG, TGBP, TUSD, USDC, USDT, WETH, ZIL, ZRX

글로벌 크립토 도입 지수



동아시아 6개국 가운데 Chainalysis 크립토 도입 지수 기준으로는 2위

동아시아 크립토 도입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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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Chainalysis, LocalBitcoins, Paxful via CoinDance, SimilarWeb, The World Bank

Currencies included:
BAT, BCH, BTC, BUSD, CRO, CRPT, DAI, ETH, GNO, GUSD, HT, HUSD, ICN, LEO, LINK, LTC, MCO, MKR, 
MLN, OMG, PAX, PAXG, TGBP, TUSD, USDC, USDT, WETH, ZIL, ZRX

한국은동아시아국가중
크립토활용도측면에서
중국에이어 2위로평가됨

지수의 구성:

온체인 거래 수신량:
1인당 구매력 평가지수(PPP)에 따라
가중치 부여

온체인 리테일 거래대금 (거래금액 < $10K):
1인당 구매력 평가지수(PPP)에 따라
가중치 부여

온체인 예치금 수:
인터넷 사용자 수에 따라 가중치 부여

P2P 거래량:
1인당 구매력 평가지수(PPP)와
인터넷 사용자 수에 따라 가중치 부여

1.

2.

3.

4.



한국은 온체인 거래 수신량 기준으로 154개국 중 3위를 기록

지난한해동안한국의
온체인거래수신량은
2,200억달러규모

Sources:
Chainalysis, SimilarWeb

Currencies included:
BAT, BCH, BTC, BUSD, CRO, CRPT, DAI, ETH, GNO, GUSD, HT, HUSD, ICN, LEO, LINK, LTC, MCO, MKR, 
MLN, OMG, PAX, PAXG, TGBP, TUSD, USDC, USDT, WETH, ZIL, ZRX

온체인 거래 수신량 (USD기준) 글로벌 154개국 중 상위 20개국
19년 6월 ~ 20년 6월



한국은 온체인 거래 수신량 기준으로 동아시아 6개국 중 2위를 기록

온체인 거래 수신량 (USD기준) 동아시아 6개국
19년 6월 ~ 20년 6월

지난한해동안한국의
온체인거래수신량은
2,200억달러규모

Sources:
Chainalysis, SimilarWeb

Currencies included:
BAT, BCH, BNB, BTC, BUSD, CRO, CRPT, DAI, ETH, GNO, GUSD, HT, HUSD, ICN, LEO, LINK, LTC, MCO, 
MKR, MLN, OMG, PAX, PAXG, TGBP, TUSD, USDC, USDT, WETH, ZIL, ZRX



6개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P2P 거래대금 순위는 4위에 해당

온체인 거래 수신량 (USD기준) 동아시아 6개국
19년 6월 – 20년 6월

지난한해동안한국의
P2P 거래량은 320만달러

Sources:
Chainalysis, LocalBits, Paxful via CoinDance, SimilarWeb

Currencies included:
BTC



온체인을 통해 송수신 된 총 거래대금 및 불법자금 규모
Jul ’19 – Jun ’20

Please note:
illicit values are estimated based the region’s 
share of illicit activity on average and could 
therefore be higher or lower.

Sources:
Chainalysis, SimilarWeb

Currencies included:
BAT, BCH, BTC, BUSD, CRO, CRPT, DAI, ETH, GNO, GUSD, HT, 
HUSD, ICN, LEO, LINK, LTC, MCO, MKR, MLN, OMG, PAX, PAXG, 
TGBP, TUSD, USDC, USDT, WETH, ZIL, ZRX

Illicit categories:
child abuse material, darknet markets, ransomware, 
sanctions, scams, stolen funds, terrorism financing

한국은 온체인 거래
수신량 기준으로
전체 154개국 중

3위를 기록

1.6%
불법자금 수신규모

동아시아 평균

$21.9B
한국의

온체인 거래 수신량

$351M
한국의 불법자금

수신규모

0.7%
불법자금 송신규모

동아시아 평균

$22.2B
한국의

온체인 거래 송신량

$156M
한국의 불법자금

송신규모



2. 시장 현황
규제및가상자산관련제품/서비스도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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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예정
빗썸

압수수색

2020년 세법개정안:
가상자산 거래로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 과세
기획재정부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를 위해

세법 개정에 나설 계획
기획재정부

업비트 해킹
580억원 규모

특금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
10인의 의원 발의

국회에 계류 중

2017 2016 2012

2018

201920202021

빗썸 해킹
350억원 규모

01/02

민간주도 성장 지원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비트,
사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 진행

국회

한국은행,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할 확률 높아
<디지털 타임스>

“암호화폐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이

선 공개 돼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 마련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
출범

금융위원회

“암호화폐
버블

빠질 것”
최홍식 금융감독

원장

가상통화 TF,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이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발표

정부,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빗썸에
과징금 부과

(6천만원 규모)
방송통신위원회

“비트코인 거래
전면금지를 포함한
규제안을 검토 중”

최종구 금융위원장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및 과세

방향 모색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합동

가상통화 대책 TF 
추가 발족:

가상통화 거래 엄정
규제 방안 모색

범정부 입법
논의 본격화

ICO
전면금지

발표
정부(금융감독원)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화폐 제도화
TF 구성 논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블록체인
협의회’ 출범

(금융위)

가상화폐팀
최초 발족
금융위원회

[1]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 및 관련 범죄 증가하는 등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한 정부의 결정
[2] 해당 발언 이후 한국 주요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3시간에 걸쳐 약 33% 급락
[3] 세법과 특금법이 각각 과세와 자금세탁 방지 목적을 위함이어서 가상자산의 제도화 관점에서는 한정적인 의의를 가짐

01/12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Sector 상장사 시가총액 순위 내용

금융업

16위 가상자산 거래소(GOPAX) 투자/협업 확대 및 가상자산 서비스 상표 ‘KBDAC’ 출원

31위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간접 투자 거래소’MOU 채결

19위 CBDC 개발 위한 실험 착수 및 카사코리아 증권과 MOU 채결

87위 기관투자자를 위한 커스터디 플랫폼 개발 및 특금법 대응 위한 컨소시엄 발족

315위 암호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 투자, 증권형 토큰(STO)개발 및 거래소 인수

20위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발행 및 제공
블록체인 기업인 ‘컨센시스(Consensys)’ 조성의 100억원 규모 펀드 참여

78위 그라운드X의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 합류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은 +15개 이상
이 가운데 코스피 시가총액 50위 안에 드는 기업은 총 8개로, 50개 기업 중 16% 이상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진행 중

IT 서비스 및 통신

1위 dAPP 유치 및 암호자산 월렛 서비스 제공
22위 ‘ThingQ Wallet’ 월렛 상표권 출원, CBDC 실험 착수 및 마곡 지역화폐 제공

10위 퍼블릭 블록체인 Klaytn 출시 및 NFT 시장 진출

6위 LINE 비트멕스 월렛 일본 런칭, CBDC개발 지원 및 자체 코인 LINK. 출시

45위 김포시에 100억원 규모 김포 암호화폐 구현
기타

(비상장사) N/A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스탬프, 코빗 인수

*2020년 11월 18일 기준



3. 인터뷰
가상자산업계전문가대상



최근 한국 투자자들은 소문이 아닌 확인된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모습으로 차츰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투기적 성향에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
향으로 시장이 조금씩 고도화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Xangle 사용자들의 정보 소비 성향을 보면 실제로 공시, 리서치, 감사 결과 등
정보 기반 컨텐츠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는 물론 거래소 양측에서 투자 시장에 대한 성숙도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거래소들은 단순 거래 기능을 넘어서 성숙한 투자 시장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 투명성 제공 및 검증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1. 한국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최근 동향은? 2.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최근 동향은?

Xangle은 글로벌 가상자산 공시 기반 정보 포털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시장을 투명하게 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hainalysis는 블록체인 분석 기업으로,
세계 유수의 은행과 기업, 정부에 컴플라이언스 및 연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온체인 활동은 P2P(개인거래), 소액거래, 
온체인 상의 전송 건수보다는 대규모 온체인 전송이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hainalysis 의 온체인 도입 지수 측면에서
한국이 글로벌 17위, 온체인 활동에서는 8위를 나타낸 점을 바
탕으로, 한국은 향후 몇 년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하고도 전문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1. 한국 특유의 온체인 주요특징은? 2. 한국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준비는 어떻
게 되고 있는지?

이번 정권의 엄격한 규제는, 지난 2년 동안 앞서 발전했던 규제
체제들 일부와 일치합니다.

업계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잠재적으로는 고객과 운영에 관한
새로운 대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잠재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이로 인해 과거 한국에서 있었던
불법 활동(사기 및 자금세탁)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제시 스파이로(Jesse Spiro), Chainalysis 글로벌 정책실장- 킴 그라우어(Kim Grauer), Chainalysis 리서치 총괄



1. 올해 한국 시장에서 두드러졌던 특징은?
2020년 가상자산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은 '금융의 한 영역으로 인
정’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의 가상자산 시장은 고위
험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만 관심 받는 영역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전통 금융기관의 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한, 국민, 하나, NH농협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보관) 사업 진출 계획을 밝히며
진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정부/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태도로 가상자산 시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3월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1월에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함
한 세법 개정안도 진행 중입니다.

2. 한국의 대표적 거래소로서 향후 성장 전략은?
위 변화와 구체적인 액션들은 내년부터 당사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변
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잘 준비하고 주도하는 것이 빗썸의 제일 중요한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2021년 3월 개정 특금법이 발효되면 자격요건을 갖춰 금융
위원회에 신고한 거래소만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며, 
검증이 되지 않은 거래소들이 난립한 현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
될 것이므로,

1. 빗썸은 이미 특금법 신고를 위해 준비한 대부분의 요건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프레임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업계
재편을 리딩해 갈 예정입니다.

2. 장기적으로는 법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게
되도록 업권법의 제정을 위해서 힘쓰고, 이를 통해 빗썸은 블록체인/가
상자산 기반의 다양한 금융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3.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을 쏟아, 가상
자산 생태계의 활성화도 리딩하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빗썸은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빗썸은 한국과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거래량 기준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본보고서에사용된모든정보의출처는크립토공시플랫폼인 Xangle입니다. Xangle의모든정보는대상기관또는 Xangle Research Team으로부터직접제공받았습니다.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당사는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하지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