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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아직 초기 단계 산업에서 먼저 가는 기업의 발자국이 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스트리미는 언제나 정도(正道)를 걸어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스트리미 창사 이래 지난 6년간의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막 태동기를 지나 규제 산업으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 스트리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고민을 담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를 주주,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당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사업 현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금융의 개척, GOPAX

스트리미는 창사 이래 초지일관 블록체인 금융의 대중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에 전념해 왔습니다. 2017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출시 이후

 "가치의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크립토 

퍼스트(Crypto-first)" 종합금융사를 목표로 그 누구도 밟아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스트리미가 만들어가는 길이 곧 대한민국 블록체인 

금융의 정도(正道)라 믿고 산업을 선도한다는 소명의식 아래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시대의 길잡이 역할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스트리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42, 18층

https://kr.stream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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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고팍스 고객님과 스트리미의 투자자, 그리고 파트너사 여러분,

2015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미래 금융의 한 축이 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자본금 5천

만원으로 설립 한 스트리미가 어느덧 임직원 100명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설립이

래 스트리미는 어려운 국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시종일관 수많은 

도전을 해왔으며, 당사가 2017년 11월에 출시한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경우 4년 연속 

크립토컴페어* 국내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고객님들과 

투자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지원 그리고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은 스트리미가 새롭게 태어나는 중요한 해이자, 제2의 도약을 위한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은행과의 협상이 길어져 기한 내에 실명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받지

는 못했지만 기나긴 여행의 시작에 앞서 작은 과속방지턱을 넘는 중이라 생각하고 더욱 더 이

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의 성공적인 제도권 안착을 위해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산업은 이제 막 태동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블록

체인과 가상자산이 제시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토대로 고팍스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동시에 

스트리미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커지기를 희망합니다. 신고 수리 이후에도 

스트리미는 한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래소이자 블록체인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고팍스의 

고도화 및 저변 확충에 힘쓰며, 고객님들께서 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 역량과 경쟁

력 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스트리미는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스트리미의 

노력과 혁신의 여정에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팍스 고객님과 투자자, 그리고 파트너사 여러분,

스트리미는 2015년부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미래 금융의 한 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를 동시에 창출하고자 새롭고 다양한 도전을 실행하였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모든 고객과 투자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

뢰와 지원 그리고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2021년은 스트리미가 새롭게 태어나는 중요한 해이자, 제2의 도약을 

위한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번 9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

행에 발 맞추어 스트리미는 후발주자로서 기존에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일하게 확약서를 획득하여 성공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가상자산의 성공적인 제도

권 정착과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산업은 이제 막 태동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은 단지 시작

에 불과합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제시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토대로 고팍스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

는 바가 커지기를 희망합니다. 신고 수리 이후에도 스트리미는 한국에

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래소로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

업 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스트리미는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

다. 앞으로도 스트리미의 노력과 혁신의 여정에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리미 대표이사 이준행

새로운 금융, 스트리미가 함께 합니다

01
—
CEO 인사말

01
—

대표이사 이준행

*크립토컴페어 (CryptoCompare)는 매년 거래소의 준법,  보안,  시장조성,  데이터, 팀, 투자, 거래 투명성 등에 대한  평가 리포트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가상자산 시장 평가 업체입니다.

(주)스트리미 대표이사 이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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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스트리미
회사 개요

블록체인 기반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저렴하며,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MISSION

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단기적인 이익추구 행위를 지양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열린 금융의 중심축이 된다.

VISION

CORE VALUE
회사명

주식회사 스트리미 

설립연도

2015년 7월

대표이사

이준행

본사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42, 18층

임직원 수

89명 (2021년 9월 현재)

신용등급

BB- (한국기업데이터 평가기준)

자본금

70백만원
2020년 12월 31일 현재

고객 수

803,746명
2021년 6월 30일 현재

자산총계

48,734백만원
2020년 12월 31일 현재

Streami Inc. 

세상에 파급력 있는 문제에 집중한다
Focus on Big Problems for Users

길게 보고, 깊게 고민하여, 빠르게 실행한다 
Think Long-term, Approach Creatively, Act Swiftly

최고의 인재들이 최고의 팀웍을 만든다
Build the Best Team of Stellar Talents

수 많은 도전과 실패를 통해 배움으로써 혁신을 이루어낸다
Innovate through the Lessons from Trial-and-errors

• 

• 

• 

• 

• 

• 

• 

• 

• 

• 

• 

• 

이익 보다 유저의 효용을 우선시 한다
User Value Comes Before Profit

높은 도덕적 기준을 견지한다 
Maintain High Ethical Standard

이익이 아닌 대의를 위하여 연대한다
Coalition for Goodness

상호 호혜 및 공정의 원칙에 기반하여 협력한다
Deals must be Fair and Mutually Beneficial

함께 성장하며 성취한다 
Grow Together, Achieve Together

서로를 아끼고 존중한다 
Help and Respect One Another

영감을 공유한다 
Frequently Share Inspirations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율적으로 일한다 
Think Freely, Work Autonomously

시장을 리드한다   Lead the Market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Be Socially Responsible

여정을 즐긴다   Enjoy the Journey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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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09월

12월

스트리미 설립

비트코인 송금 솔루션 
StreamWire POC 완료

신한은행 및 
엔젤투자자들로부터 
Seed 투자유치

연혁

03
— 스트리미는 2015년 창사 이래 블록체인 금융의 

대중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전념해 왔습니다.

리퀴드(Liquid) 
상임 위원으로 선출

정보보호 산업발전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정보보호 공시 우수기업 선정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선정

하반기 흑자 기록

01월

11월

12월

01월

07월

11월

12월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02월

03월

06월

11월

12월

고팍스 일 거래량
3천억원 돌파

고팍스 거래량 순위 국내
3위(세계15위 등극)및
누적 회원 수 20만명 돌파

가상자산 상장 원칙 공개

국내외 블록체인 업계 
최초로 ISO/IEC 27001
인증 취득

한국 블록체인 기업 중 
최초로 ISMS 인증 취득, 
주요 거래소 중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방지 
및 AML 실적 우수

06월

06월

11월

12월

고팍스 누적 회원 수 
30만명 돌파

가상자산 범죄 근절 및 자금
세탁방지를 위한 보이스피
싱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주요 거래소 중 보이스 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방지 및
AML 실적 우수

유경PSG자산운용 & 
Strong Ventures 등 
참여 Series A 투자유치

03월

04월

05월

06월

08월

고팍스 누적 회원 수 
60만명 돌파

DCG 전략투자 유치

고팍스 누적 회원 수 
70만명 돌파

고팍스 누적 회원 수 
80만명 돌파

ISO/IEC 27017, 
27018 확장 인증 취득

홍콩 외화송금 라이센스 취득

Enterprise Ethereum 
Alliance(EEA) 공식 회원사 
가입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GOPAX) 출시 출출

고팍스 누적 회원수 
10만명 돌파 출출

05월

06월

07월

09월

Digital Currency Group 
(DCG)&Fenbushi 
Capital 투자유치 

Pre-Series A 투자유치
Liquid 컨소시엄 가입 
및 개발

MEDICI 가 선정한 아
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혁신적인 7대 블록
체인 기업

StreamWire 시스템 완성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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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구조 및
주주 현황

04
—

각 주주별 설명

스트리미 주주 구성

중화권 최대의 블록체인 전문 벤처펀드로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린 부테린, 중국의 1세대 자산

운용사인 보세라 자산운용의 창업자 펑 샤오, 비트셰어의 개발자 출신 보 셴이 공동으로 설립하였

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인 완샹그룹이 핵심 투자자이며 다양한 블록체인 기업 및 가상자산에 

투자하였습니다.

Fenbushi Capital

인공지능, ICT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빌리티, 바이오 및 헬스케어 등 다양한 기술영역에 

전문성을 가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초기 창업 전문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국내 15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하였으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지원과 육성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Bluepoint partners

국내 핀테크 기업으로서 중국 최대 전자결제 업체인 '알리페이'의 국내 공식 대행사입니다. 

온오프라인 결제와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 국내 브랜드들의 중국 역직구 배송을 위한 물류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ICB

글로벌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을 초기에 발굴하여 젊고
열정있는 창업가들이 '단단한' 기업
을 만들 수 있도록 투자 및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벤쳐캐피탈입니다.

Strong Ventures

인적 역량과 산업 이해도, 경험
과 기회를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룩셈부르크의 벤쳐펀드입니다.

2BE.LU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방면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 우량 자산운용사로 현재 2.5조원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가치투자 뿐만 아니라 대체투자에도 강점이 있어
안정적 장기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경PSG자산운용

2015년 현 CEO인 배리 실버트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블록체인 기업 및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펀드이자,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Grayscale Investments), 

기관 투자자를 위한 가상자산 전문 중개업체 제네시스(Genesis Trading), 디지털 미디어인 

코인데스크 (CoinDesk), 가상자산 채굴 및 스테이킹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Foundry) 등

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 등 유력 인사가 멤버로 참여하는 

등 가상자산 산업 내외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DCG  DIGITAL CURRENCY GROUP

63% 
Founders 

17% 
기타

13.9% 
DCG 

2.0% ICB

1.1% 
Fenbushi 
Capital

2.2% 
Bluepoint Partners

0.8% 
Strong
Ventures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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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미 
조직도

05
—

CEO

리스크관리실 경영지원팀

정보보호팀 자금세탁방지기획팀 재경팀 사업개발팀

자금세탁방지팀 법무팀 마케팅팀

인사총무팀

운영

FDS팀

개발

고객지원팀

R&D

UI/UX팀

보안전략실 준법감시실 경영관리실 사업개발실 UX실 연구소

감사

감사팀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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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사업
소개

스트리미는 

건강한 블록체인 금융을 위한 

제반 인프라 기술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스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 아키텍쳐 및 투명한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솔루션 입니다. 암호화된 개인키를 여섯 개의 한계치 서명(Threshold Signature)으로 분리하는 6중 금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관리연속성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DASK  
한국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예치/연동 인프라

고팍스는 꾸준히 국내 최고로 평가받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안주하지 않고 고객님을 위하여 새로운 가치를 더해드리고자 하는 금융혁신 

플랫폼입니다. 세계 최초 ISO/IEC 27001,국내 최초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인증을 받아 보안 걱정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상자산을 

매매, 보관, 투자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금융을 위한 관문입니다.

GOPAX  새로운 금융을 위한 개척

• 72개 가상자산 지원
• Cryptocompare 국내 1위(세계 12위)
• 국내 최초 ISO/IEC 27001, ISMS 인증 취득

회원수 803,746 명 누적 거래액 36 조원

•15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지원(9.12 기준)

•예치 서비스 74회차 진행 
누적 모집금액 1 조원 돌파 누적 이자 지급액 57 억원

고파이는 유휴 가상자산을 예치하여 예치 기간 동안의 이자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받을 수 있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입니다. 

가상자산의 시세변동과 함께 예치 기간 동안의 이자수익을 함께 얻을 수 있어 변동성과 무관하게 장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GOFi  디지털 세대를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

고정형 예치상품

모집 및 예치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모집 기간 내 가상

자산을 예치할 시, 만기일이 도래하면 원금과 이자수익을 

돌려 받습니다. 

연 이율의 변동이 없어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장기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적합한 상품

입니다.

자유형 예치상품

별도로 정해져 있는 모집 및 예치기간 없이 자유롭게 가상

자산 입출금이 가능하며, 원금은 출금 신청 시, 이자수익은 

매일 일할 계산되어 고팍스 지갑으로 지급됩니다. 

연 이율이 주기적으로 변동되고 입출금이 자유로워 

시장 상황에 따른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소개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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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정책07
— 상장 실무협의체의 실사를 통과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전문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보안 전문가 등 각 전문 

분야별 1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된 상장 심의위원회의 검토에서 승인을 받아야 상장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다크코인과 같은 익명성 기능이 

있는 가상자산은 상장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경영

진이 자의적으로 상장을 추진하

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경영

진을 제외한 내부 임직원 중 전

문가를 선출하여 상장 심의위원

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장 

관련 모든 절차에는 당사의 경

영진이 별도로 개입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2017년 거래소 개장 이후 총 113건의 상장, 41건의 상장 폐지가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상장 기준 및 

절차를 통해 가상자산을 상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폐지 건수총 상장 건수

2017 4 0

33 0

14 0

37
7

25 34*

누적

현재 지원 가상자산 수

113 41

2021

2020

2019

2018

113
전체 상장 건수

상장 절차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준수

상장 문의 및 사전 검토 신청
(10 영업일 내 회신)

상장 실무협의체의 실사

상장 심의위원회 검토

상장

스트리미는 투명하고 
공정한 상장을 위해 다음의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경영진의 리더십과 

해당 팀의 전문성 그리고 사업 확장을 위한 

팀 내부의 절차 등을 검토합니다.

Team

프로젝트의 로드맵과 구현 가능성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적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합

니다.

Tech Specs
프로젝트의 관련 법령 및 관계 당국의 정책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Legal

해당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마케팅 인프라를 검토합니다.

Marketing
프로젝트의 명확한 사업 내용과 실제 운영

중인 플랫폼의 유무 등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시장성을 검토합니다.

Business

토큰의 유용성 및 지속 가능성, 분배의 투명성

과 명확성 등 토큰 이코노미의 전반적인 구조

를 검토합니다.

Token Economy

고팍스의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상장

을 위한 청탁, 접대, 금품 수수 등을 

하지 않습니다.

01

상장 관련 부패관행과 관련된 사기, 

자금세탁 등의 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

니다.

02

충실한 부패방지 윤리경영을 위해

의심되는 부패행위 적발 시 보복이나 

비밀 유지에 대한 걱정 없이 고발이 

가능하도록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03

*  관련 법규제도 및 감독당국의 정책 취지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PRO마켓 31종목에 대한 거래 지원 종료

72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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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미는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및 가격 변동성이 커진 가상자산에 대해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한 시장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 제도는 투자주의와 투자경고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발동되며, 해당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거나 심화될 경우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스트리미는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당사 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상장폐지 등의 조치를 통하여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모니터링 및 상장 유지 심사 투자자 보호 - 시장경보 제도

모니터링 기준

투자주의 제도

투자주의 투자경고 상장폐지

시장경보 제도

정부기관, 금융감독기관 및 기타 행정기관의 지시 및 정책 취지 부합 여부와 불법적인 

악용 사례 여부에 대해 확인합니다.

1. 준법 여부

가상자산의 기반이 되는 기술의 지속 가능성과 실제 사용사례 존재 유무에 대해 확인

합니다.

2. 기술 개발의 지속성

가상자산의 운영 주체가 공개된 로드맵에 적합한 목표를 추구하는지 여부, 지속적인 

개발 및 운영 노력 유지 여부, 프로토콜 상의 중대한 변경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합니다.

3. 제품 개발 진행상황

고팍스 이용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의 존재 유무에 대해 확인합니다.

4. 이용자 보호 여부

가상자산의 개발팀 임직원 또는 관계자가 횡령 배임 등의 범죄 행위 연루 여부와 상장 

당시 합의하였던 계약 또는 협약서의 조건 이행 유무를 확인합니다.

5. 도덕적 해이

가상자산의 발행사 혹은 재단에 대한 해산, 청산, 파산, 회생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재무적 안정성

주의종목 지정 요건

1. 가상자산의 가격이 24시간 이전 가격에 대비하여 30% 

이상 등락한 경우

2. 고팍스 내의 단일 계정에서 24시간 동안 발생한 특정 가상

자산 순매수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되어 있는 가상자산 총 

수량의 10% 이상인 경우

3. 고팍스에만 단독으로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이며, 당해 

가상자산의 월평균 거래량이 전체 발행량의 2% 미만인 경우

주의종목 해제 요건

투자주의 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된 가상자산에 한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 투자주의 

종목 지정을 해제

주의종목 예외 대상

신규 상장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30일간은 가격이 24시간 

이전 가격에 대비하여 30% 이상 등락하더라도 투자주의 종목 

지정에서 제외

투자경고 제도

경고종목 지정요건

1. 모니터링 과정에서 결격 사유 발생으로 인해, 당해 가상자산 

발행사 혹은 재단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및 소명을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 영업일 내 소명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2. 고팍스 내의 단일 계정에서 발생한 특정 가상자산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되어 있는 가상자산 총 수량의 10% 이상

이며, 이러한 거래가 7일간 지속되는 경우

경고종목 해제요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의 발행사 혹은 재단이 

필요한 조치를 기간 내에 충실히 이행하여, 더 이상 추가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종목 지정요건 2번의 사유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 경과한 경우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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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모니터링 과정에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

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결정 이후에는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정리매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장폐지 이후에도 최소 30일간 출금을 지원합니다. 

투자자 보호 - 상장폐지 정책

상장폐지 사유

당해 가상자산의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정부 기관, 금융감독기관 및 기타 행정기관의 지시 및 정책 취지에 반하는 경우•

당해 가상자산의 기반이 되는 기술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었거나, 기술 지원이 어렵게 되어 당해 가상자산의 거래를 유지

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당해 가상자산의 개발팀 임직원 또는 관계자가 회사와 상장 당시 합의하였던 계약 또는 협약서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

당해 가상자산의 실제 사용 사례가 없거나 향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당해 가상자산의 운영 주체가 공개된 로드맵에서 벗어난 목표를 추구하거나, 지속적인 개발 및 운영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프로토콜 상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경우

•

당해 가상자산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보기 힘든 문제 또는 외부 효과가 생기거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이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

•

시장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가상자산의 발행사 혹은 재단에 대한 해산, 청산, 파산, 회생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개시되는 경우

당해 가상자산의 발행사 혹은 재단에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 경우

당해 가상자산의 상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중 중요 사항이 허위 또는 누락되었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

상기 사유 외에도 당해 가상자산으로 인하여 고팍스 이용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장폐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

모니터링

상장폐지 상장유지

상장 위원회
회부

상장 폐지 사유 발생

투자자
보호조치

가결 부결

30일간
출금가능

7일간
거래가능

* 거래 및 출금 지원 기간은 상장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당해 가상자산이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또는 당해 가상자산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여 

거래를 지속시키는 것이 이용자들의 편익을 해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관련 기술의 발전 및 변화로 인해 당해 가상자산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이용자들의 편익을 해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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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윤리 경영

스트리미는 청렴하고 올바른 경영으로 신뢰받는 회사가 되기 위해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트리미는 회사와 직원의 영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윤리

강령을 시행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수립하여 윤리경영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한 금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스트리미의 전(全)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윤리경영 체계

스트리미는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을 통해 대내외에 윤리경영 의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더불어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윤리강령에서 

정한 임직원의 근무윤리 등을 실천하고 준수하도록 윤리강령 실천 지침을 마련하여 공표하겠습니다. 아울러 윤리강령에 자사

거래소에서의 임직원거래 금지를 명시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1.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윤리경영 의식에 대한 개선 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2. 윤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 윤리 및 준법 신고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윤리경영 프로그램

스트리미는 청렴하고 투명한 직무 윤리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 고취와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제정 

     스트리미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임직원들의 청렴을 유지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임직원 윤리헌장 준수 서약서

     스트리미는 각종 규정과 제도 및 절차 미준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에 매년 전(全)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 리스크 예방을 위한 제반 법규 절차 준수 및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윤리•준법 자가점검 실시

     스트리미는 연 2회 전(全)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준법 자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임직원의 윤리행위 준수 여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겠습니다.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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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인재 경영영ㅍ1

스트리미는 구성원들의 투명한 피드백과 코칭을 통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리미는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스터디 및 교육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개인의 삶을 존중하기 위

한 유연근무제 도입과 더불어 솔직

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 on 1

Growth Review

스터디 지원

교육비 도서 지원

유연 근무제

수평적 조직 문화

현 지 혜
법무

경제학과를 졸업해서 2년 정도 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에 로스쿨에 들어가 현재 스트리미에

서 사내 변호사로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전 영역에 걸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스트리미에 오기 전에는 대형 금융기관과 대기업

에서 근무했었는데, 이전 직장과 다른 자유로운 

분위기와, 업무를 했을 때 바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

는 점이 매력적이게 다가왔습니다. 

스트리미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책임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닌 다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뻐하는데 

그 순간순간이 기억에 크게 남아있습니다.

잠재력

최 한 결 
사업개발

본래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었고 증권사, 은행에서 

투자 관련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블록

체인 및 비트코인을 알게 되었고, 이 산업이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 계속 

성장할 산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 아예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리미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운 업무 환경과 

개성만점의 능력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견

이든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고 현실화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협업하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신뢰

박 하 
백엔드 개발

몽골에서 태어났지만 2006년 카이스트에서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한국에 왔고 삼성전자, 티몬, 라쿠텐에서 

개발자로서 근무했었습니다. 현재는 스트리미의 백엔드

팀에서 고팍스 서비스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미에 합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

에 대한 경험을 쌓기 위함이었고, 앞으로도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꾸준히 쌓아 스트리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스트리미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팀원들 간의 

협업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건데, 이러한 여정을 함께 

쌓아가다 보면 언젠간 저희가 항상 추구하고 있는 금융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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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AX 시스템

10
— 독자적 기술 보유

스트리미 시스템은 자체적인 노드를 구성하여, 외부 의존적인 다른 거래소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합니다. 

노드 서비스의 장애에 다른 거래소들이 동시에 서비스 불능상태에 빠지는 사태에도 고팍스는 홀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자체 개발된 주문 시스템으로 빠르고 정확하며, 다양한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특허
스트리미는 단기간의 수익추구가 아닌, 국내 블록체인 인프라 형성 및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 

개방형 블록체인 관련한 국내 특허를 최다(5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
초당 5건의 처리 속도를 보장해야 하는 거래 시스템의 제약사항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초당 29만 건의 빠른 

주문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더 빠르고 정확한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래픽에 유연한 구조
스트리미의 시스템은 급작스러운 사용자와 거래 증가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래량 증가시 서버량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사전 차단
스트리미는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정사항은 

여러 번의 리뷰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극소수의 인원에게 분할되어 있는 권한을 통해 확인

에 확인을 거칩니다. 작은 수정사항 하나도 개발자, 리뷰어, 배포자, 승인자, 배포 참관자에 걸친 여러 사람의 

동의와 확인을 거쳐야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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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에 가까운 망분리 
스트리미는 다중의 보안 시스템을 통해 출입할 수 있는 3면이 유리로 이루어져있고, 

2인 이상이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만 Production System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터넷, 업무환경과 분리되어 있고, 고립되어 침입 시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상급 엔지니어
스트리미는 다수의 코딩 테스트와 까다로운 면접 과정을 거쳐서 우수한 엔지니어만을 

선별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올림피아드 수상, 전세계 50위 내 대학 출신, 국내외 

정상급 IT 회사를 두루 거친, 국내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꾸준한 노력
스트리미는 각종 사내 스터디와 세미나 자격증 지원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역량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국내 정상급 엔지니어링 스킬을 보유하고 있지만,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그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장애 처리와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
모든 장애와 에러는 사내에서 처리 과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티켓팅되고 기록되어 

추적되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후 대책을 세우고 문제점을 

수정하여 실수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운영 능력
네트워크와 인프라에 전문 지식과 자격증을 보유한 유능한 시스템 운영 전담 엔지니어

들과 보안전문 엔지니어들이 협력하여 해킹사고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철

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WS 엔터프라이즈 지원을 통해 해외의 유능한 

인재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협력하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팍스 망분리 시스템

PublicSubnet2

WebSocketServer

PublicSubnet1

WebSocketServer

PrivateSubnet2

WebSocketServer

AvailabilityZone

PublicVPC

PublicVPC

AutoScaling

AWSAurora AWSElasticCache AWSElasticSearch AWSLambda AWSCloudWatch

AutoScaling

AvailabilityZone

PrivateSubnet2

WebSocketServer

ElasticLoadBalancing

OrderMatching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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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정책

11
—

정보보호 공시

정보보호 정책 선언 

스트리미는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단계에서부터 정보보호 개념과 준수해야 할 기본활동을 정의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정착과 임직원 인식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보보호 방향 및 원칙을 회사의 중요 정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미는 데이터센터, 사무실, 서비스 등을 구성하는 인력, 정보시스템과 정보는 회사의 주요한 자산이며, 이의 신뢰 있는 

제공 없이는 회사 업무의 효과적 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회사의 자산을 보호, 향상시킬 의무가 있음을 

인식시키고, 정보시스템과 정보의 오류, 파괴, 테러,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자연재해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스트리미의 정보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회사의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 자료를 정기적

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보

시스템 보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

과 절차서의 수립 및 제정을 포함한 모든

활동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보안감사는 연 1회 이상 주기적

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수시점검을 수행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미는 또한 자율공시에 참여하여 고객 누구나 회사 정

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공시1를 통하여 정보보호의 투자•인력구성 

•인증•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객관적인 기업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초기부터 정보

보호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 아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주관으로 최고경영자(CEO) 확인을 통해 2018년부터 매년 

자율공시를 진행하고 있고, 2020년에는 정보보호 투자 확

대와 성실공시 풍토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을 인정받아 정

보보호 공시 우수 기관•단체로 선정되었으며2, 2020년 11

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정보보호 산업발전 

유공 표창을 받았습니다.

1 
 

스트리미는 정보보호 활동을 보증하고 대고객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2018년 블록체인 국내외 업계 최초로 국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표준인 ISO/IEC 

27001 인증 및 국내 정보보호관리체계 표준인 ISMS 인증1을 취득하였고, 사후 심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스트리미 정보보호 활동에 대해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ISO/IEC 27001 인증2 을 ISO/IEC 270173, 270184 로 확장하였습니다. 

 

정보보호 인식문화 조성

스트리미의 정보는 민감성, 가치, 심각도에 준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정보가 저장되는 매체, 처리되는 시스템, 전송수단에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안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신속히 보완대책을 강구, 시행하여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교육 보안 감사 보안 인식 제고

모든 회사 구성원 참여

보안 관련 교육 자료 정기적 제공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

필요 시 수시 점검

‘정보보안점검의 날’을 지정

보안의 중요성을 스스로 제고하도록 함

정보보호 활동 및 인증 취득

2018

ISMS 취득

2021

ISO/IEC 확장

1  『정보 통신망 이용측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2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3  Information Security in Cloud Services
4  Protection of PII(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 Public Cloud

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8조

정보보호
인텔리전스

정보보호
인텔리전스

모니터링내부통제

30 31



33

Streami Business Repor t 2021 Streami Business Repor t 2021

32

보안정책 성과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 취득

업계 최초

 국제 정보보호품질경영

(ISO/IEC 27001) 

인증 취득

업계 최초

 정보보호 산업발전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업계 유일

다양한 보안 활동

• 연1회 이상 과기정통부/KISA 모의침투테스트/취약점 점검 참여

• 연2회 이상 자체 모의침투테스트/취약점 점검 참여

• 활동 측정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보호 전략 방향을 제시

• 기업의 경쟁력 강화 촉진 및 전사적 정보보호 수준제고 

• 신규입사자 및 임직원의 연1회 이상 정보보호 교육 진행

•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정보보호의 날 진행

• 디지털 포렌식 기반 사고대응 프레임워크 

• 위협 인텔리전스 활용 및 위협 사냥

주기적 보안 취약점 점검 진행

정보보호 활동 측정

정보보호 교육 진행

사이버 위협 대응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C-TAS 회원사 활동

공시우수 정보보호기업 선정

보안정보이벤트관리(SIEM) 
시스템 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CISO협의회 활동

경찰청 사이버테러범죄 전문가
그룹 위원 활동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 활동

UN 산하기구 INCB(마약류원
료물질통제위원회)에서 한국대
표 발표(자금세탁방지 및 마약
유통억제 사례)

경찰청 사이버테러범죄전문가 
자문위원 활동

블록체인특구 자문위원 활동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
가상자산 범죄 관련 강의

KISA 사이버보안전문단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을 통한 위협정보 상호 공유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성실공시 풍토 조성

정보보안 대시보드 운용

해킹 침해 사고

0 건 
개인정보보호 현장조사 관련 
과태료 0 건 

1

2

3

4

전체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부문 
업계 최상위권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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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12
—

자금세탁이란?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

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위한 

조직구성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

스트리미는 제도운영을 위해 보고책임자를 임명하고 자금세탁방지기획팀과 자금세탁방지팀을 

구성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사의 각 부서별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슈 전파, 위험관리수준평가, 

직원알기제도(Know Your Employee), 신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 등을 통해 전사적으로 자금

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미는 연간 자금세탁방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전사차원의 교육, 신규 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준법의식 및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슈 전파 위험관리
수준평가

Know Your 
Employee

신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시스템 구축

스트리미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업무에 필요한 AML시스템, RBA시스템, 가상자산 입출금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AML(Anti Money Laundering) 시스템

•고객확인(Know Your Customer): 고객에 대한 확인절차
•고객위험평가(Risk Assessment): 신규 및 기존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식별 및 평가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의심거래패턴 분석을 통한 

   거래모니터링 및 보고

•요주의 인물 필터링(Watch List Filtering) 등의 기능을 수행

RBA(Risk Based Approach) 시스템

KYT(Know Your Transaction)•KYW(Know Your Wallet) 시스템

•ML/TF 위험분류•위험식별•위험평가•위험분석모델 구축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고위험 영역에 대해 원인 파악 및 경감전략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

•거래흐름 및 지갑주소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거래 발견 등의 기능 수행

자금세탁방지 업무

스트리미는 불법적 자금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범죄에 악용되지 않기 위해 

전사적인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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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성과

2018년 8월 자금세탁방지팀에서 구매대행에 대한 불법성을 인지한 후 동일 패턴거래를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GOPAX는 N번방 관련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N번방 관련 거래 사전차단

N번방 사례

KYT•KYW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크넷마켓 입금패턴’ 및 ‘마약거래로 추정되는 패턴’을 인지한 

후 분석을 통해 거래를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GOPAX를 통한 마약거래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2019

년 3분기 이후 현재까지 마약거래를 전면 차단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마약 구매 및 판매자금 

현금화 차단

마약거래 차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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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피해 차단

보이스피싱 차단

최근 문제가 되었던 ‘거래소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발송’ 사태에 대해 ‘GOPAX의 7단계 심사 절차’

를 통하여 피해를 전면 차단하였으며 그 결과 스미싱 피해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3분기에 보이스피싱 대응 전담부서를 조직하였고 GOPAX 자체 보이스피싱 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GOPAX로 유입되더라도 외부로 유출

되지 않도록 절차를 시행함으로써 보이스 피싱 피해자금이 GOPAX로 유입되는 사례가 대폭 감소

하였습니다. 

'174Q '181Q '182Q '183Q '184Q '191Q '201Q'192Q '202Q'193Q '203Q'194Q '204Q '21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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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시도    금액 단위: 백만 원

자금세탁방지 구축
전사적인 자금세탁방지 구축

불법 거래 차단
보이스 피싱 및 여러 불법적 거래 차단

스트리미는 전사적 자금세탁방지 
구축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및 
여러 유형의 불법적 거래를 차단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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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10 거래대금 코인 2021년 6월 기준

1
2
3
4
5
6
7
8
9
10

BTC
CTC
ETH
XRP

DOGE
 MCT

LED
SRM
EOS
XLM

자산 보유액 분포도

44%
19%

5%

32%

고팍스 사용자 분석
12
—

GOPAX FACTS

고팍스 가입자 수 추이

21년 상반기

803,746

2020년

434,790

2018년

230,825

2019년

298,946

2017년

43,440

2021년 6월 기준

누적 금액 6조원누적 거래

총 누적 거래액총 누적 원화 입금

36조원

71

29남자

여자

가입자 성별(%)

30� 40� 50� 60����20�

5,000,000 434��

208��

50��45��

4,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28��

연령대별 일평균 거래대금

30� 40� 50� 60����20�

50,000,000 4,495��

2,271��
2,743��

3,940��
40,000,000

30,000,000

20,000,000

10,000,000528��

연령대별 평균 자산 보유액

30� 40� 50� 60����20�

0.23

0.76

0.290.480.5

1.0

1.5

2.0

2.5

3.0

3.5 3.13

연령대별 일평균 거래횟수

35.6

29.7

21.2

9.4
4.230대

2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8.3

KB 카카오 신한 기업 케뱅

기타

농협 우리 하나

18.3 14.8 13.8 10 7.8
5.5

5.1 8.3

PC

Android

ios

60.2

29.1

10.1

가입자 연령대(%)

매매 플랫폼 비중(%)

사용자별 등록 은행 비중(%)

100만원 이하

100~1000만원

1000만원~1억원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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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금융의 개척, 고팍스

7,391명
총 누적 모집액 

모집시점 원화 가격 기준
 참가 인원 수

1조 249억원

총 이자 지급액

평균 참여 금액

모집 자산군

57억원

2천 948만원

15건 

BTC, ETH, XRP, BCH, XLM, LTC, LINK, DOGE, 
EOS, CTC, BERRY, KTT,UNI, AAVE, COMP 

고파이 

성과

고객 지원
센터

응대 횟수 204,794건

오입금 복구 요청

오입금 복구 완료

661건

659 건 (99.7%)

'21년 9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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