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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가상자산'의 개념조차 생소하던 2014년 1월, 빗썸은 그 가능성 하나를 보고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7년간의 빗썸은 급격한 시장의 변화와 수많은 위기를 거쳐왔지만, 늘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고 도전해온 결과 이제는 국내 최고의 거래소, 명실상부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 성장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로 거론되는 ABCD(AI, Blockchain, Cloud, Data)는 이미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언택트, 뉴노멀 이라는 사회적 흐름에서 금융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도 혁신과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 및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고객 중심의 

새로운 혁신 금융의 탄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빗썸은 이러한 제도적, 사회적 흐름을 기회 삼아, 빗썸이 확보하고 있는 핵심경쟁력을 발판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합니다.

빗썸은 지난 7년간의 거래소 운영 경험을 통해 플랫폼 구축과 운영, 블록체인 기술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조직을 기반으로 동종업계에서 가장 많은 블록체인 기술 인력, 

금융/보안 전문가 등 최고의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빗썸은 가상자산이라는 다소 생소한 

영역에 투자해주시는, 변화를 즐기시고 도전적인 성향을 가지신 빗썸의 500만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태동기에는 늘 어려움이 상존합니다. 빗썸이 걸어온 길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빗썸은 혁신적인 기술과 

도전정신으로 극복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산업에 있어서 선도기업으로서 

건전한 시장 형성과 관련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기술을 통한 금융의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안되는 이유보다 되게하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빗썸의 DNA를 발현하겠습니다.  

신뢰성, 혁신성, 최고추구, 고객 최우선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항상 고객과 사회, 주주와 임직원들께 행복을 

드리는,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초일류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빗썸이 보여드릴 혁신과 도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혁신과 도전, 빗썸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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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세상을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빗썸코리아는 2014년 서비스를 오픈하여 글로벌 규모로 빠르게 성장한 빗썸 

거래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결제, 자산 수탁·보관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 플랫폼 기업입니다.

지난 7년간 쌓아온 블록체인 기술, 금융 플랫폼 운영 부문의 세계 최고 경쟁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빗썸코리아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도약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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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리아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 플랫폼 기업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을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끊임없는 혁신으로 더 편리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갑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를 연결하는 

금융 플랫폼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Mission

Core value

Vision 비  전

미  션

핵심가치

가상자산
Cryptocurrency

블록체인
Blockchain

핀테크
Fintech

    신뢰성  |  TRUST

고객과 협력사,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하 

여 기술개발과 책임을 다합니다.

    고객 최우선  |  USER ORIENTED

고객의 편의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 

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혁신성  |  INNOVATION

디지털 금융 선도 기업으로서 신기술과 변화에 

먼저 도전하여 이전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과 

고객 서비스를 창조합니다.

    최고 추구  |  WORLD BEST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를 목표로 최고의 기술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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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구축과 운영 노하우,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으로 글로벌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로 성장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 풍부한 고객 자산과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신사업을 확장, 

글로벌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

가상자산 거래소

Virtual 
Asset Exchange

국내 최대 회원 빗썸 
패밀리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안정적
시스템과 서비스

풍부한 
고객자산 및
재무안정성

은행 실명계좌 
연계
법정화폐 
입출금 지원

체계적 
보안 및
자산보호시스템

분산 본인인증
(DID)

가상자산 결제
(Payment)

금융서비스
(DeFi)

기술개발 및 컨설팅
(Research Center)

COMPANY OVERVIEW

개요

핵심가치

사업영역

주요연혁 

06

08

10

12

금융 서비스

Financial 
Services

블록체인 

Blockchain

501만명 15개 국가

디지털자산
수탁·보관
(Custody)

모바일 지갑
(W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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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구축과 운영 노하우,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으로 글로벌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로 성장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 풍부한 고객 자산과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신사업을 확장, 

글로벌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

가상자산 거래소

Virtual 
Asset Exchange

국내 최대 회원 빗썸 
패밀리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안정적
시스템과 서비스

풍부한 
고객자산 및
재무안정성

은행 실명계좌 
연계
법정화폐 
입출금 지원

체계적 
보안 및
자산보호시스템

분산 본인인증
(DID)

가상자산 결제
(Payment)

금융서비스
(DeFi)

기술개발 및 컨설팅
(Research Center)

COMPANY OVERVIEW

개요

핵심가치

사업영역

주요연혁 

06

08

10

12

금융 서비스

Financial 
Services

블록체인 

Blockchain

501만명 15개 국가

디지털자산
수탁·보관
(Custody)

모바일 지갑
(W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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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 History

2020
06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우수기업 선정(KISA) 

         가상자산 거래소 브랜드 평판 조사 1위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빗썸, 옥타솔루션 AML·FDS 솔루션 

         공동개발 업무협약

05     KSQI 우수 콜센터 2년 연속 선정

04     거래 전용 앱 ‘빗썸 트레이더’ 출시

02  빗썸-고려대, 블록체인 기술연구 산학협력 

         MOU 체결

01 기업 부설 기술연구소 설립

2017-14
17년  08  업계 최초 고객센터 오픈(서울 강남)

         07  세계 1위 거래금액(1조원) 

                    최초 기록(19일)

16년   04  간편송금 모바일웹 출시

         01  상품권몰 오픈

15년   07 ‘빗썸’으로 거래소명 변경

         01  비트코인 상품권 출시

14년  11  국내 최초 시세 알림 서비스 오픈

         05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오픈

         03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 1위 등극

               국내 최초 월드트레이드 서비스 오픈

 01  비트코인거래소 ‘엑스코인‘ 오픈

2019 2018
12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서비스 평가 1위   

 (금융소비자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2018 웹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

11 글로벌 쇼핑플랫폼 ‘큐텐(Qoo10)’ 결제 서비스 론칭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패 수상(서울 강북경찰서)

10 시리즈원 社와 증권형토큰거래소 설립 협약

       빗썸 가상자산지수(BTCI) 공개

07 빗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오픈

       빗썸캐시 상품권몰 오픈

05  빗썸캐시 바코드결제 서비스 오픈

04  금융권 콜센터 서비스 품질 조사 1위(한국능률협회)

03  가상자산 거래소 브랜드 인지도 1위(엠브레인)

       가상자산 거래소 브랜드 평판 조사 1위   

 (한국기업평판연구소)

       키오스크 서비스 ‘TouchB’ 출시

01 월 거래금액 115조원

       역대 최대 일 거래금액 7조6천억원(1월 16일)

08  글로벌 표준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ISO/IEC 27001:2013) 

          가상자산 업계 최초 글로벌 표준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BS10012:2017) 획득

07  국내 거래소 최초 자금세탁방지(AML)센터 신설

06     신세계면세점 4개 매장 가상자산 결제서비스 론칭

05     가상자산 상장심사/공시 플랫폼 크로스앵글社

         파트너십 체결

05     증권형 토큰 플랫폼 전문기업 코드박스社 투자 

         및 전략적 제휴

05  KSQI 우수 콜센터 선정(한국능률협회컨설팅)

04  중국 Standard&Consensus 社와 MOU 체결

 신세계면세점 가상자산 온라인 결제서비스 론칭

02  UAE 엔벨롭 社와 MOU 체결

01 국내 주요 거래소 間 자금세탁방지 공조 협약

Achieve
1 trillion

COMPANY OVERVIEW

개요

핵심가치

사업영역

주요연혁 

06

0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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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 History

2020
06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우수기업 선정(KISA) 

         가상자산 거래소 브랜드 평판 조사 1위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빗썸, 옥타솔루션 AML·FDS 솔루션 

         공동개발 업무협약

05     KSQI 우수 콜센터 2년 연속 선정

04     거래 전용 앱 ‘빗썸 트레이더’ 출시

02  빗썸-고려대, 블록체인 기술연구 산학협력 

         MOU 체결

01 기업 부설 기술연구소 설립

2017-14
17년  08  업계 최초 고객센터 오픈(서울 강남)

         07  세계 1위 거래금액(1조원) 

                    최초 기록(19일)

16년   04  간편송금 모바일웹 출시

         01  상품권몰 오픈

15년   07 ‘빗썸’으로 거래소명 변경

         01  비트코인 상품권 출시

14년  11  국내 최초 시세 알림 서비스 오픈

         05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오픈

         03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 1위 등극

               국내 최초 월드트레이드 서비스 오픈

 01  비트코인거래소 ‘엑스코인‘ 오픈

2019 2018
12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서비스 평가 1위   

 (금융소비자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2018 웹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

11 글로벌 쇼핑플랫폼 ‘큐텐(Qoo10)’ 결제 서비스 론칭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패 수상(서울 강북경찰서)

10 시리즈원 社와 증권형토큰거래소 설립 협약

       빗썸 가상자산지수(BTCI) 공개

07 빗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오픈

       빗썸캐시 상품권몰 오픈

05  빗썸캐시 바코드결제 서비스 오픈

04  금융권 콜센터 서비스 품질 조사 1위(한국능률협회)

03  가상자산 거래소 브랜드 인지도 1위(엠브레인)

       가상자산 거래소 브랜드 평판 조사 1위   

 (한국기업평판연구소)

       키오스크 서비스 ‘TouchB’ 출시

01 월 거래금액 115조원

       역대 최대 일 거래금액 7조6천억원(1월 16일)

08  글로벌 표준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ISO/IEC 27001:2013) 

          가상자산 업계 최초 글로벌 표준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BS10012:2017) 획득

07  국내 거래소 최초 자금세탁방지(AML)센터 신설

06     신세계면세점 4개 매장 가상자산 결제서비스 론칭

05     가상자산 상장심사/공시 플랫폼 크로스앵글社

         파트너십 체결

05     증권형 토큰 플랫폼 전문기업 코드박스社 투자 

         및 전략적 제휴

05  KSQI 우수 콜센터 선정(한국능률협회컨설팅)

04  중국 Standard&Consensus 社와 MOU 체결

 신세계면세점 가상자산 온라인 결제서비스 론칭

02  UAE 엔벨롭 社와 MOU 체결

01 국내 주요 거래소 間 자금세탁방지 공조 협약

Achieve
1 trillion

COMPANY OVERVIEW

개요

핵심가치

사업영역

주요연혁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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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 ARE

빗썸코리아 소개

조직/맨파워

핵심역량

브랜드

IT 기술

투자자 보호/투명성 

AML & FDS

16

18



WHO 
WE ARE

빗썸코리아 소개

조직/맨파워

핵심역량

브랜드

IT 기술

투자자 보호/투명성 

AML & FDS

16

18



Who We Are

조직/맨파워

핵심역량

16

18

각 부문 최고의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된 Tech/Business/Man-

agement 조직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빗썸거래소의 안정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신성장 사업 발굴과 개발을 위해 신속하게 결정하고 민첩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맨파워

Organization/
Manpower

조직/맨파워

조직현황

빗썸코리아 대표이사

ING증권 서울지점

한국씨티그룹캐피탈

한국씨티은행

홍익대학교 기계공학

허백영 대표이사

빗썸코리아 신사업개발실장

스파크플러스 대표이사

블루홀 스튜디오 전략/투자담당

Bain & Company 전략 컨설턴트

Kellogg School MBA

서울대학교 도시공학

신민철 이사

빗썸코리아 총괄부사장

빗썸홀딩스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

이정아 총괄부사장

빗썸코리아 CSO

솔본/솔본인베스트먼트 

기획재무팀장

삼성전자 경영지원팀

서울대학교 경영학

조신근 CSO

빗썸코리아 CTO

뉴런시스템 개발 팀장

아이엠아이 거래개발 파트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

이재근 CTO

빗썸코리아 CFO

HSENC CFO

이현회계법인 

세무사(CTA)

고려대학교 경제학

김영진 CFO

빗썸코리아 사업관리실장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총괄이사

(요기요, 푸드플라이)

삼성전자 Smart TV service 

Senior PM

네이버 컨텐츠서비스 팀장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한성희 상무이사

빗썸코리아 CAO

CJ CGV 변화혁신추진담당

POSCO 인재창조원 

POSTECH 리더십센터

영남대학교 인사조직 박사

홍익대학교 인사조직 석사

홍익대학교 회계학

황승욱 CAO

AML/운영 마케팅/홍보

서비스기획 재무회계

경영기획/지원 법무/준법

TECH

BUSINESS

MANAGEMENT

빗썸거래소 Payment

금융사업 Custody

신규사업 Glabal Biz.

시스템 개발 정보 보안

기술 연구소 Wallet

경영진

(이사회)

주요인력

빗썸코리아 금융사업실장

SK텔레콤/SK플래닛

사업개발/제휴 매니저

(중국/일본/모바일 결제 등)

고려대학교 경제학

문선일 이사

빗썸코리아 법무실장

SK커뮤니케이션즈 

법무팀/대외협력팀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

서승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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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맨파워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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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ment 조직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빗썸거래소의 안정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신성장 사업 발굴과 개발을 위해 신속하게 결정하고 민첩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맨파워

Organization/
Manpower

조직/맨파워

조직현황

빗썸코리아 대표이사

ING증권 서울지점

한국씨티그룹캐피탈

한국씨티은행

홍익대학교 기계공학

허백영 대표이사

빗썸코리아 신사업개발실장

스파크플러스 대표이사

블루홀 스튜디오 전략/투자담당

Bain & Company 전략 컨설턴트

Kellogg School MBA

서울대학교 도시공학

신민철 이사

빗썸코리아 총괄부사장

빗썸홀딩스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

이정아 총괄부사장

빗썸코리아 CSO

솔본/솔본인베스트먼트 

기획재무팀장

삼성전자 경영지원팀

서울대학교 경영학

조신근 CSO

빗썸코리아 CTO

뉴런시스템 개발 팀장

아이엠아이 거래개발 파트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

이재근 CTO

빗썸코리아 CFO

HSENC CFO

이현회계법인 

세무사(CTA)

고려대학교 경제학

김영진 CFO

빗썸코리아 사업관리실장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총괄이사

(요기요, 푸드플라이)

삼성전자 Smart TV service 

Senior PM

네이버 컨텐츠서비스 팀장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한성희 상무이사

빗썸코리아 CAO

CJ CGV 변화혁신추진담당

POSCO 인재창조원 

POSTECH 리더십센터

영남대학교 인사조직 박사

홍익대학교 인사조직 석사

홍익대학교 회계학

황승욱 CAO

AML/운영 마케팅/홍보

서비스기획 재무회계

경영기획/지원 법무/준법

TECH

BUSINESS

MANAGEMENT

빗썸거래소 Payment

금융사업 Custody

신규사업 Glabal Biz.

시스템 개발 정보 보안

기술 연구소 Wallet

경영진

(이사회)

주요인력

빗썸코리아 금융사업실장

SK텔레콤/SK플래닛

사업개발/제휴 매니저

(중국/일본/모바일 결제 등)

고려대학교 경제학

문선일 이사

빗썸코리아 법무실장

SK커뮤니케이션즈 

법무팀/대외협력팀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

서승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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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 Are

조직/맨파워

핵심역량

16

18

핵심역량 1 - 브랜드빗썸은 안정적인 운영과 풍부한 거래량, 고객 중심 서비스로 No.1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였습니다. 국내 거래소 중 최다 회원 수(누적 

501만 명 돌파)를 확보하였으며, 거래금액은 최대 일 7천억 원, 월 11조 원(20년 

3월 기준)으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Brand
브랜드

거래량 국내 1위 국내 회원수 국내 1위 브랜드 평판 1위

검색량 국내 1위 방문자수 1위 3년 연속 고객 서비스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종합평가 랭킹 사이트 트러스트 스코어 랭킹 사이트 유동성 순위

7천억 원일 최대

11조 원월 최대

A등급거래소

501만 명

누적 가입자

1위국내  30여개 거래소 중

6,700만여개 빅데이터 분석

* 일 기준 2020년 3월 13일
* 월 기준 2020년 3월 * 2020년 9월 기준

148만 회

브랜드 검색량

* 2020년 3월
  네이버 데이터랩 브랜드 키워드 기준

크립토컴페어
가상자산 거래소 종합평가

* 2019년 6월 19일
  CryptoCompare Exchange Benchmarking

* 2020년 5월 27일
  CoinGecko Trust Score 기준

* 2020년 5월 27일
  Coinmarketcap Liquidity 기준

550 만 명

순 방문자

10점 (10점 만점)

신뢰도/거래량 종합평가수치 1위국내 거래소 유동성

2020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9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8
금융소비자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20년 8월

  Similar Web 기준 (중복 포함)

* 2020년 6월 한국기업평판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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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 Are

조직/맨파워

핵심역량

16

18

핵심역량 1 - 브랜드빗썸은 안정적인 운영과 풍부한 거래량, 고객 중심 서비스로 No.1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였습니다. 국내 거래소 중 최다 회원 수(누적 

501만 명 돌파)를 확보하였으며, 거래금액은 최대 일 7천억 원, 월 11조 원(20년 

3월 기준)으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Brand
브랜드

거래량 국내 1위 국내 회원수 국내 1위 브랜드 평판 1위

검색량 국내 1위 방문자수 1위 3년 연속 고객 서비스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종합평가 랭킹 사이트 트러스트 스코어 랭킹 사이트 유동성 순위

7천억 원일 최대

11조 원월 최대

A등급거래소

501만 명

누적 가입자

1위국내  30여개 거래소 중

6,700만여개 빅데이터 분석

* 일 기준 2020년 3월 13일
* 월 기준 2020년 3월 * 2020년 9월 기준

148만 회

브랜드 검색량

* 2020년 3월
  네이버 데이터랩 브랜드 키워드 기준

크립토컴페어
가상자산 거래소 종합평가

* 2019년 6월 19일
  CryptoCompare Exchange Benchmarking

* 2020년 5월 27일
  CoinGecko Trust Score 기준

* 2020년 5월 27일
  Coinmarketcap Liquidity 기준

550 만 명

순 방문자

10점 (10점 만점)

신뢰도/거래량 종합평가수치 1위국내 거래소 유동성

2020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9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8
금융소비자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20년 8월

  Similar Web 기준 (중복 포함)

* 2020년 6월 한국기업평판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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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거래 플랫폼 구축 노하우, 다양한 이슈 대응 솔루션 등 블록체인 기술이 

집약된 IT/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최대 수준의 IT 인프라와 

전문인력으로 시스템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핵심역량 2 - IT 기술

IT Technology
IT 기술     업계 최대 주문처리능력 및 안정적 서비스

다년간의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가 집약된 IT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최고 성능(주문처리 능력)의 매칭엔진,  오라클 DBMS 및 

자체 IDC 인프라 구축 등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부문 최고 전문가들이 강력한 IT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지갑 자체 개발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한 지갑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외부 지갑/위탁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거래소와 달리, 메인넷 전환, 에어드롭 등 기술 

이슈에 즉각 대응 가능하며 최신 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수준의 보안 인프라

망 분리뿐만 아니라 외부 침입에 대한 차단·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국내 최고 보안업체의 컨설팅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최초로 시중은행과 동등한 통합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백신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및 글로벌 표준 인증

     (ISO/IEC 27001:201 및  BS10012:2017) 획득

국가 공인 보안 인증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2018년 12월 획득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글로벌 표준 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IEC 

27001:2013) 및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글로벌 표준 개인정보보호 경영 

시스템(BS10012:2017)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인증범위] 암호화폐 거래소(빗썸) 서비스 운영

[유효기간] 2018.12.27 ~ 2021.12.26

Who We Are

조직/맨파워

핵심역량

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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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거래 플랫폼 구축 노하우, 다양한 이슈 대응 솔루션 등 블록체인 기술이 

집약된 IT/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최대 수준의 IT 인프라와 

전문인력으로 시스템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핵심역량 2 - IT 기술

IT Technology
IT 기술     업계 최대 주문처리능력 및 안정적 서비스

다년간의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가 집약된 IT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최고 성능(주문처리 능력)의 매칭엔진,  오라클 DBMS 및 

자체 IDC 인프라 구축 등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부문 최고 전문가들이 강력한 IT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지갑 자체 개발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한 지갑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외부 지갑/위탁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거래소와 달리, 메인넷 전환, 에어드롭 등 기술 

이슈에 즉각 대응 가능하며 최신 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수준의 보안 인프라

망 분리뿐만 아니라 외부 침입에 대한 차단·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국내 최고 보안업체의 컨설팅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최초로 시중은행과 동등한 통합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백신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및 글로벌 표준 인증

     (ISO/IEC 27001:201 및  BS10012:2017) 획득

국가 공인 보안 인증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2018년 12월 획득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글로벌 표준 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IEC 

27001:2013) 및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글로벌 표준 개인정보보호 경영 

시스템(BS10012:2017)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인증범위] 암호화폐 거래소(빗썸) 서비스 운영

[유효기간] 2018.12.27 ~ 2021.12.26

Who We Are

조직/맨파워

핵심역량

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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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선도기업으로서 준법감시인제도, 상장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시장 형성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엄격한 윤리 원칙을 정립·시행하며 외부감사를 통해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시합니다. 

핵심역량 3 - 투자자 보호/투명성

Investor Protection/
Transparency

투자자 보호/투명성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준법감시인 제도를 선제적으로 채택, 

내부통제제도 및 준법감시 규정을 수립하고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임직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상자산의 신규 상장 및 투자유의 종목 지정은 

독립성이 보장된 상장 심의 위원회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 정책의 

일환으로 상장된 가상자산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고객이 보유한 원화 및 가상자산에 대해 반기마다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합니다.

준법감시인 제도 채택

독립된 상장 심의 위원회 운영 및 투자자 보호 정책

재무실사보고서 공시

모든 재무 상황 및 내부회계관리제도(K-SOX) 등 경영 

전반에 대해 독립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매년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를 통해 감사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외부감사보고서 공시

Who We Are

조직/맨파워

핵심역량

16

18

빗썸코리아 재무실사보고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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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선도기업으로서 준법감시인제도, 상장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시장 형성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엄격한 윤리 원칙을 정립·시행하며 외부감사를 통해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시합니다. 

핵심역량 3 - 투자자 보호/투명성

Investor Protection/
Transparency

투자자 보호/투명성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준법감시인 제도를 선제적으로 채택, 

내부통제제도 및 준법감시 규정을 수립하고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임직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상자산의 신규 상장 및 투자유의 종목 지정은 

독립성이 보장된 상장 심의 위원회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 정책의 

일환으로 상장된 가상자산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고객이 보유한 원화 및 가상자산에 대해 반기마다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합니다.

준법감시인 제도 채택

독립된 상장 심의 위원회 운영 및 투자자 보호 정책

재무실사보고서 공시

모든 재무 상황 및 내부회계관리제도(K-SOX) 등 경영 

전반에 대해 독립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매년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를 통해 감사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외부감사보고서 공시

Who We Are

조직/맨파워

핵심역량

16

18

빗썸코리아 재무실사보고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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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협회 자율규제안 및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시행을 앞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조건 또한 이미 충족한 

상태로 제1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역량 4 - AML/FDS

AML/FDS
자금세탁방지/이상거래탐지 시스템

Who We Are

조직/맨파워

핵심역량

16

18

이상계정탐지/분석 및 시스템구축 기관

    자금세탁방지(AML) 프로세스

업계 최초로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조직해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고객확인(KYC),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레그테크 

기술을 선도하고 전파하기 위해 별도의 레그테크 전문 기업과 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진입을 위한 준비사항

자금세탁방지센터

업계 최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노하우

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 전문가 조직 보유

사고 예방 방지 및 사후 처리를 위한 최적화된 프로세스 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기 충족한 상태로 제1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목표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협회 자율규제안 및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

현재 체이널리시스 및 다우존스를 사용하여 이상 계정 탐지 및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에 최적화된 AML/FDS 구축을 완료하여 FATF 

권고안 준수 및 제도권 진입 요건을 충족

준법감시실 정보분석실AML 관제실

자금세탁
방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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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협회 자율규제안 및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시행을 앞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조건 또한 이미 충족한 

상태로 제1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역량 4 - AML/FDS

AML/FDS
자금세탁방지/이상거래탐지 시스템

Who We Are

조직/맨파워

핵심역량

16

18

이상계정탐지/분석 및 시스템구축 기관

    자금세탁방지(AML) 프로세스

업계 최초로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조직해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고객확인(KYC),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레그테크 

기술을 선도하고 전파하기 위해 별도의 레그테크 전문 기업과 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진입을 위한 준비사항

자금세탁방지센터

업계 최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노하우

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 전문가 조직 보유

사고 예방 방지 및 사후 처리를 위한 최적화된 프로세스 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기 충족한 상태로 제1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목표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협회 자율규제안 및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

현재 체이널리시스 및 다우존스를 사용하여 이상 계정 탐지 및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에 최적화된 AML/FDS 구축을 완료하여 FATF 

권고안 준수 및 제도권 진입 요건을 충족

준법감시실 정보분석실AML 관제실

자금세탁
방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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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빗썸거래소

신성장사업

금융서비스(DeFi)
결제(Payment)
디지털자산 수탁(Custody)
블록체인 기반 사업(Blockchain)

28

34

사업영역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성장한 빗썸코리아는 가상자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도하는 종합 금융 플랫폼 기업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결제 서비스, 핀테크까지 미래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며, 창조적 혁신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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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사업

금융서비스(DeFi)
결제(Payment)
디지털자산 수탁(Custody)
블록체인 기반 사업(Blockchain)

28

34

사업영역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성장한 빗썸코리아는 가상자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도하는 종합 금융 플랫폼 기업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결제 서비스, 핀테크까지 미래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며, 창조적 혁신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빗썸거래소 소개

일 최대 거래금액 7천억 원, 월 최대 거래금액 11조 원의 

압도적인 거래량을 자랑하는 국내 1위, 글로벌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풍부한 유동성, 고객 만족 서비스, 거래 안정 

성과 편의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거래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소

주요 은행 실명계좌를 연동해 입출금이 가능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을 통해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 

니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고객자산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믿을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거래가 원활하고 편리한 거래소

업계 최대 규모 거래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최적의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쉽고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고객 지향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KSQI 우수 콜센터로 선정되는 등 최고 수준의 

고객서비스를 입증받았습니다. 24시간 365일 상담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목소리를 

거래소 서비스에 반영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Bithumb
빗썸거래소

국내 점유율 45.6%로 1위 *20년 6월 평균
일 최대 거래액 7천억
사이버위기대응 훈련 우수기업 선정 (2020년)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고객서비스 평가 1위 (2018년)
2년 연속 콜센터 품질 지수 1위 (2019~20년)

45.6%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다년간 축적된 거래소 운영 노하우와 높은 거래량, 고객 지향 서비스로 글로벌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로 성장하였습니다. 국내 거래소 중 최다 고객 수(누적 501

만 명 돌파 -2020년 9월 기준)를 확보하였으며, 거래금액은 최대 일 7천억 원, 월 

11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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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거래소 소개

일 최대 거래금액 7천억 원, 월 최대 거래금액 11조 원의 

압도적인 거래량을 자랑하는 국내 1위, 글로벌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풍부한 유동성, 고객 만족 서비스, 거래 안정 

성과 편의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거래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소

주요 은행 실명계좌를 연동해 입출금이 가능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을 통해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 

니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고객자산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믿을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거래가 원활하고 편리한 거래소

업계 최대 규모 거래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최적의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쉽고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고객 지향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KSQI 우수 콜센터로 선정되는 등 최고 수준의 

고객서비스를 입증받았습니다. 24시간 365일 상담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목소리를 

거래소 서비스에 반영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Bithumb
빗썸거래소

국내 점유율 45.6%로 1위 *20년 6월 평균
일 최대 거래액 7천억
사이버위기대응 훈련 우수기업 선정 (2020년)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고객서비스 평가 1위 (2018년)
2년 연속 콜센터 품질 지수 1위 (2019~20년)

45.6%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다년간 축적된 거래소 운영 노하우와 높은 거래량, 고객 지향 서비스로 글로벌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로 성장하였습니다. 국내 거래소 중 최다 고객 수(누적 501

만 명 돌파 -2020년 9월 기준)를 확보하였으며, 거래금액은 최대 일 7천억 원, 월 

11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29 Bithumb Korea Profile 2020



빗썸거래소 주요지표

WHAT WE DO

빗썸거래소

신성장사업

28

34

일평균 약 7,000억 원의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매일 35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17년 이후) 누적 거래금액 1,06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고객 예치금은 약 4조로 원화 자산은 외부 은행 계좌에, 

가상자산은 콜드월렛 등 안전한 곳으로 분리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고객층과 높은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풍부한 마케팅 자산과 501만 명의 누적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3조 5,000억
*2020년 9월 기준

가상자산 예치금

5,000억
*2020년 9월 기준

  원화 예치금

501만 명
*2020년 9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

35만 명
*2020년 6월 기준

일 방문자

7,000억
*2020년 6월 기준

일 평균 거래 금액

1,062조
*2018년 1월 ~ 2020년 6월 기준

누적 거래 금액

580만 명
*2020년 6월 기준

App
누적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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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거래소 주요지표

WHAT WE DO

빗썸거래소

신성장사업

28

34

일평균 약 7,000억 원의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매일 35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17년 이후) 누적 거래금액 1,06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고객 예치금은 약 4조로 원화 자산은 외부 은행 계좌에, 

가상자산은 콜드월렛 등 안전한 곳으로 분리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고객층과 높은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풍부한 마케팅 자산과 501만 명의 누적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3조 5,000억
*2020년 9월 기준

가상자산 예치금

5,000억
*2020년 9월 기준

  원화 예치금

501만 명
*2020년 9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

35만 명
*2020년 6월 기준

일 방문자

7,000억
*2020년 6월 기준

일 평균 거래 금액

1,062조
*2018년 1월 ~ 2020년 6월 기준

누적 거래 금액

580만 명
*2020년 6월 기준

App
누적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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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빗썸거래소

신성장사업

28

34

빗썸거래소 목표 및 비전

1. 크립토 마켓 구축

2. 모바일 서비스 강화

3. 기관 고객 확대

1. 금융 서비스 강화

2. 자금세탁방지(AML) 고도화

3. 다양한 투자 정보 제공

1. 효과적 고객 유치 마케팅

2. 고객서비스 품질 강화

유망 가상자산 상장 및 검증 강화 등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용자 환경 개선 및 수요자 별 최적화된 거래 플랫폼 제공 등 거래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신규 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고객을 유치하겠습니다.

규제 등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업계 선도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을 

선도하는 빗썸거래소는

국내 1위 수성 및

글로벌 1위 도약을 목표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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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빗썸거래소

신성장사업

28

34

빗썸거래소 목표 및 비전

1. 크립토 마켓 구축

2. 모바일 서비스 강화

3. 기관 고객 확대

1. 금융 서비스 강화

2. 자금세탁방지(AML) 고도화

3. 다양한 투자 정보 제공

1. 효과적 고객 유치 마케팅

2. 고객서비스 품질 강화

유망 가상자산 상장 및 검증 강화 등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용자 환경 개선 및 수요자 별 최적화된 거래 플랫폼 제공 등 거래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신규 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고객을 유치하겠습니다.

규제 등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업계 선도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을 

선도하는 빗썸거래소는

국내 1위 수성 및

글로벌 1위 도약을 목표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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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DeFi

사업소개

가상자산 기반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

예치 :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에 대한 이자 제공 

렌딩 : 고객에게 가상자산을 대출

스테이킹 : PoS, dPoS알고리즘 기반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리워드 지급

사업정의

운영 경험 : 빗썸은 국내 대형 거래소 중 유일하게 예치, 렌딩, 스테이킹 서비스를 

거래소 플랫폼에서 직접 서비스 중이며,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 중   

뛰어난 팀 : 글로벌 금융회사 및 블록체인 업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가들로 이루어진 팀

우수한 플랫폼 및 확장성 : 빗썸의 모든 금융서비스는 외부파트너가 쉽게 입점할 수 

있는 구조로 확장이 용이하며, 현재 입점을 희망하는 다수의 파트너와 논의 중

핵심역량

고객에게 가장 다양하고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제공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시장점유율 및 매출 기준 글로벌 Top 5 달성 

사업목표

가상자산 기반의 렌딩, 예치 시장은 각각 15억 달러, 1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 규모는 

빠른 속도로 성장 중

스테이킹 또한 안정적인 성장세로 

7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 

시장현황 

가상자산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 플랫폼

예치, 렌딩,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합니다.

*출처 : Crypto Asset Management 
             by Solution,June 2020

Insurance Deposit

Investing Staking

L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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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DeFi

사업소개

가상자산 기반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

예치 :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에 대한 이자 제공 

렌딩 : 고객에게 가상자산을 대출

스테이킹 : PoS, dPoS알고리즘 기반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리워드 지급

사업정의

운영 경험 : 빗썸은 국내 대형 거래소 중 유일하게 예치, 렌딩, 스테이킹 서비스를 

거래소 플랫폼에서 직접 서비스 중이며,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 중   

뛰어난 팀 : 글로벌 금융회사 및 블록체인 업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가들로 이루어진 팀

우수한 플랫폼 및 확장성 : 빗썸의 모든 금융서비스는 외부파트너가 쉽게 입점할 수 

있는 구조로 확장이 용이하며, 현재 입점을 희망하는 다수의 파트너와 논의 중

핵심역량

고객에게 가장 다양하고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제공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시장점유율 및 매출 기준 글로벌 Top 5 달성 

사업목표

가상자산 기반의 렌딩, 예치 시장은 각각 15억 달러, 1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 규모는 

빠른 속도로 성장 중

스테이킹 또한 안정적인 성장세로 

7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 

시장현황 

가상자산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 플랫폼

예치, 렌딩,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합니다.

*출처 : Crypto Asset Management 
             by Solution,June 2020

Insurance Deposit

Investing Staking

L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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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캐시 결제 프로세스 

결제

Payment

사업소개
WHAT WE DO

빗썸거래소

신성장사업

28

34

사업정의

빗썸캐시 이용 가능 대표 사용처

세계 최초 가상자산 복합 결제 서비스 개발력

빗썸 회원 기반 및 대형 커머스, 면세점 등 파트너사 확보

핵심역량

국내 최대, 글로벌 선두 가상자산 간편 결제 / 송금 플랫폼

빗썸 회원 기반으로 신규 오프라인(O2O) 간편결제 시장 개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사업목표

가상자산(빗썸캐시) 온·오프라인 복합 결제/송금 사업으로,

빗썸 앱 설치 시 QR코드/SMS로 간편하게 온오프라인 결제 및 송금 가능

*빗썸캐시란 회원이 보유 중인 총자산(원화 +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시장현황 

빗썸캐시를 이용한

세계최초 가상자산 복합 결제·송금 서비스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가치를 확장하며

가상자산 페이먼트 시장의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품 
판매처 

국내 구매자 해외 구매자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쇼핑몰 

상품 구매 신청1

빗썸캐시 결제 2

실시간 정산3 수수료 : 신용카드 대비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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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캐시 결제 프로세스 

결제

Payment

사업소개
WHAT WE DO

빗썸거래소

신성장사업

28

34

사업정의

빗썸캐시 이용 가능 대표 사용처

세계 최초 가상자산 복합 결제 서비스 개발력

빗썸 회원 기반 및 대형 커머스, 면세점 등 파트너사 확보

핵심역량

국내 최대, 글로벌 선두 가상자산 간편 결제 / 송금 플랫폼

빗썸 회원 기반으로 신규 오프라인(O2O) 간편결제 시장 개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사업목표

가상자산(빗썸캐시) 온·오프라인 복합 결제/송금 사업으로,

빗썸 앱 설치 시 QR코드/SMS로 간편하게 온오프라인 결제 및 송금 가능

*빗썸캐시란 회원이 보유 중인 총자산(원화 +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시장현황 

빗썸캐시를 이용한

세계최초 가상자산 복합 결제·송금 서비스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가치를 확장하며

가상자산 페이먼트 시장의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품 
판매처 

국내 구매자 해외 구매자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쇼핑몰 

상품 구매 신청1

빗썸캐시 결제 2

실시간 정산3 수수료 : 신용카드 대비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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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빗썸거래소

신성장사업

28

34

디지털자산 수탁

Custody

사업소개

차별화된 디지털 자산 관리·운영 노하우를 통한

국내 최대 수탁·관리(Custody) 서비스

높은 수준의 보안기술, 분야별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 

축적된 운영 관리 노하우를 통해 고객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합니다. 

Digital Asset 관리

Asset의 안전한 보관

거래소, 가상자산사업자(VASP), 개인 대상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디지털 토큰 등)의 

수탁 및 관리

디지털 수탁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이로 인해 파생된 부가서비스를 통한 효용 창출

사업정의

자체 원천 기술을 통한 최고의 보안 수준 및 시스템 안전도 평가

업계 Best Practices 제시를 통해 Global Standard 서비스로 채택

국내 최대 디지털 자산 수탁고 달성, Global TOP 5 Platform으로 도약

사업목표

높은 수준의 원천 보안기술로 100% 온라인에서 차단된 수탁 서비스

Grade에 따른 다중 인증 시스템 및 금웅권 수준의 리스크 관리 정책 적용

선도적인 부가서비스(크립토 파이낸스, OTC, 스테이킹, 스마트 에스크로) 제공

핵심역량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의 표준화된 보관 서비스가 부재한 가운데 디지털 자산을 

임의로 보관함에 따라 해킹, 횡령 등 디지털 자산 관리의 위험 이슈가 상시 대두

법적 제도화 가속화, 시장 투명성 개선을 위해 커스터디 필요성 점증

시장현황 

서비스 모델
Powered by

Custody

Blockchain
Network

Vaultrust
Verification

Center

요청자

승인자

1. 요청 2. 전송 요청

6. 승인요청 5. 승인요청

7. 승인 8. 승인확정

11. 트랜잭션 전달

12. 전송

Internet Isolated

비접속식 터널링 기반
자체 프로토콜 통신 방식

(특허출원) 

WALLET

VAULT

4. 승인요청

9. 승인확정

3. 전송 요청

10. 트랜잭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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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O

빗썸거래소

신성장사업

28

34

디지털자산 수탁

Custody

사업소개

차별화된 디지털 자산 관리·운영 노하우를 통한

국내 최대 수탁·관리(Custody) 서비스

높은 수준의 보안기술, 분야별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 

축적된 운영 관리 노하우를 통해 고객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합니다. 

Digital Asset 관리

Asset의 안전한 보관

거래소, 가상자산사업자(VASP), 개인 대상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디지털 토큰 등)의 

수탁 및 관리

디지털 수탁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이로 인해 파생된 부가서비스를 통한 효용 창출

사업정의

자체 원천 기술을 통한 최고의 보안 수준 및 시스템 안전도 평가

업계 Best Practices 제시를 통해 Global Standard 서비스로 채택

국내 최대 디지털 자산 수탁고 달성, Global TOP 5 Platform으로 도약

사업목표

높은 수준의 원천 보안기술로 100% 온라인에서 차단된 수탁 서비스

Grade에 따른 다중 인증 시스템 및 금웅권 수준의 리스크 관리 정책 적용

선도적인 부가서비스(크립토 파이낸스, OTC, 스테이킹, 스마트 에스크로) 제공

핵심역량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의 표준화된 보관 서비스가 부재한 가운데 디지털 자산을 

임의로 보관함에 따라 해킹, 횡령 등 디지털 자산 관리의 위험 이슈가 상시 대두

법적 제도화 가속화, 시장 투명성 개선을 위해 커스터디 필요성 점증

시장현황 

서비스 모델
Powered by

Custody

Blockchain
Network

Vaultrust
Verification

Center

요청자

승인자

1. 요청 2. 전송 요청

6. 승인요청 5. 승인요청

7. 승인 8. 승인확정

11. 트랜잭션 전달

12. 전송

Internet Isolated

비접속식 터널링 기반
자체 프로토콜 통신 방식

(특허출원) 

WALLET

VAULT

4. 승인요청

9. 승인확정

3. 전송 요청

10. 트랜잭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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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사업

Blockchain

사업소개

월렛 :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자산 조회, 송금, 투자, 사용까지 

가능한 통합 디지털 지갑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컨설팅 :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을 위하여 Node 운영, 월렛 

보안 등 블록체인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우수 기술과 서비스 업체에 대한 컨설팅과 

인큐베이팅 진행

DID(Decentralized ID) : 개인 정보를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해 개인 정보 인증 

시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출하도록 해주는 전자신원증명 기술로 중앙 기관이 아닌 

개인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는 신원 증명 기술

사업정의

DID를 통한 KYC 인증으로 고객 편의성 증대

국내 최대, 글로벌 선두 가상자산 통합 월렛 구축 

사업목표

세계 유수 인재들로 구성된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방대한 자산 데이터 처리/가공 능력

핵심역량

은행 API를 공유하는 오픈뱅킹, 정보주체가 개인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확립하는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을 통한 디지털금융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정부가 추진하는 『2020 블록체인 시범사업 및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로 인해 국내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 선진화 기대

시장현황 

인증·보안 기술로

차세대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

우수한 인재들로 이루어진 기술 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블록체인과 금융의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인증, 자산관리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WHAT WE DO

빗썸거래소

신성장사업

28

34

01 02 03 04

회원가입

· 알림톡(SMS)/
   ARS 인증
· E-mail 인증

본인인증

· 휴대폰 본인 
   확인 

서약서 작성

· 서약서 다운받기
· 핸드폰번호 입력
· 서약서 첨부

거주지 증명

· 거주지 증명서 제출
   (발급 3개월 이내)

As-ls

To-be

DID(Decentralized ID) 간편 KYC 인증
계좌 증명 및
세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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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사업

Blockchain

사업소개

월렛 :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자산 조회, 송금, 투자, 사용까지 

가능한 통합 디지털 지갑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컨설팅 :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을 위하여 Node 운영, 월렛 

보안 등 블록체인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우수 기술과 서비스 업체에 대한 컨설팅과 

인큐베이팅 진행

DID(Decentralized ID) : 개인 정보를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해 개인 정보 인증 

시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출하도록 해주는 전자신원증명 기술로 중앙 기관이 아닌 

개인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는 신원 증명 기술

사업정의

DID를 통한 KYC 인증으로 고객 편의성 증대

국내 최대, 글로벌 선두 가상자산 통합 월렛 구축 

사업목표

세계 유수 인재들로 구성된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방대한 자산 데이터 처리/가공 능력

핵심역량

은행 API를 공유하는 오픈뱅킹, 정보주체가 개인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확립하는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을 통한 디지털금융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정부가 추진하는 『2020 블록체인 시범사업 및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로 인해 국내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 선진화 기대

시장현황 

인증·보안 기술로

차세대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

우수한 인재들로 이루어진 기술 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블록체인과 금융의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인증, 자산관리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WHAT WE DO

빗썸거래소

신성장사업

28

34

01 02 03 04

회원가입

· 알림톡(SMS)/
   ARS 인증
· E-mail 인증

본인인증

· 휴대폰 본인 
   확인 

서약서 작성

· 서약서 다운받기
· 핸드폰번호 입력
· 서약서 첨부

거주지 증명

· 거주지 증명서 제출
   (발급 3개월 이내)

As-ls

To-be

DID(Decentralized ID) 간편 KYC 인증
계좌 증명 및
세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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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ROAD MAP

비전과 로드맵 

빗썸코리아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라는 이름에 만족하지 않고, 

가상자산, 블록체인, 핀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 

플랫폼 기업에 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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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ROAD MAP

비전과 로드맵 

빗썸코리아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라는 이름에 만족하지 않고, 

가상자산, 블록체인, 핀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 

플랫폼 기업에 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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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비스
사업 분야 확장

유저 및 서비스 확대를 통한
금융 플랫폼 진화

비전과 로드맵  | Vision and Roadmap 

VISION &
ROAD MAP

Crypto
Exchange
/ Trading

Platform
/DApp

Payment

Wallet /
Custody

Media & 
Communities

Capital 
Markets

Investment

Blockchain

Analysis 
& Ratings

㈜빗썸코리아는 No.1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라는 이름에 만족하지 

않고, 가상자산, 블록체인, 핀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 플랫폼 기업에 도전합니다.

2014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빗썸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빗썸은 빠르고 안전한 서비스로 쾌적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며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빗썸의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사업에 진출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기반 금융서비스, 고객 

가상자산/디지털 자산의 전문 수탁 보관 서비스, 가상자산/블록체인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등 진행 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빗썸코리아는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화와 사회적 신뢰 구축,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고객과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2023
The middle

~2025
Long-term

~2021
Short term

Roadmap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한
글로벌 No.1 가상 자산 거래소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국내 최초 가상자산 사업자 (V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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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비스
사업 분야 확장

유저 및 서비스 확대를 통한
금융 플랫폼 진화

비전과 로드맵  | Vision and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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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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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Wallet /
Custody

Med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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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리아는 No.1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라는 이름에 만족하지 

않고, 가상자산, 블록체인, 핀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 플랫폼 기업에 도전합니다.

2014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빗썸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빗썸은 빠르고 안전한 서비스로 쾌적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며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빗썸의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사업에 진출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기반 금융서비스, 고객 

가상자산/디지털 자산의 전문 수탁 보관 서비스, 가상자산/블록체인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등 진행 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빗썸코리아는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화와 사회적 신뢰 구축,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고객과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2023
The middle

~2025
Long-term

~2021
Short term

Roadmap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한
글로벌 No.1 가상 자산 거래소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국내 최초 가상자산 사업자 (V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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