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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01. 회사 요약

사업 핵심

블록체인과 금융이 결합된
가상 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디언홀딩스의 오아시스 거래소는

가상 자산 담보가치 부여
디지털 자산 시스템 제공

확보 기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불법자금세탁방지(AML)

다중 서명(Multi-Sig) 지갑

최고의 보안 시스템 보유

핵심 역량

50여 종의 거래소 상장

무사고 거래소 운영(일 거래 30만 건)

5만 명에 육박하는 회원 관리

거래소 운영 노하우

보안 & 시스템 최고급 엔지니어

기획 & 운영 전문가

프로페셔널 디자이너

운영 & CS 전문가

최고의 맨 파워 자금세탁 방지(AML)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구성 전담 부서

사전 대비 및 사후 대처 프로세스

관련 전전문 기업 협업의 시스템 체계화 및 고도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체계화

신 사업 진출

블록 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및
NFT/메타버스

블록체인 디파이 금융 상품

가상 자산 관련 금융 서비스

NFT 마켓 플레이스

메타버스 플랫폼



Executive Summary

주요 포인트 Ⅰ

사용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정보보안체계를 갖춘 정부수리 디지털 자산 거래소

보안시스템
최고의

가상자산신고
수리

정부 인증

운영 노하우
무사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무사고 거래소 운영

최고의 맨 파워 조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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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계좌 발급 가능성 증대에 대응

Executive Summary

원화 마켓 운영을 위한

주요 포인트 Ⅱ

중소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이 안될 경우 중소 거래소의 운영 난항
운영 중단되는 거래소 확산 시 상장 폐지로 인한 피해 규모 확대
피해 규모 축소 정책화 예상(2021년 9월 기준 3조 7,233억 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거래소들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제 준수 및 솔루션 도입 확대 중

중소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지원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들의 적극적인 진입 기대.

국내 가상 자산 시장의 단독 상장된
가상 자산의 비중 60%

자금세탁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한
실명 계좌 제한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도입
321
S T E PS T E P

자금세탁방지 전담 부서 조직
트래블 룰을 위한 베리파이바스프, 코드, 시그나브릿지
등의 솔루션 도입

자금 세탁 방지 체계 도입 중
규제 준수 및 솔루션 도입 안정화 시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 증대 예상

54
S T E PS T E P

S T 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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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융사와의
가상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협업 가능성 증대

기관 투자자의 가상 자산 투자 확대로

Executive Summary

주요 포인트 Ⅲ

가상 자산에 대한 기관 투자 확대로 인해
가상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가상 자산 수탁 운용 서비스) 확대

기관 투자자의 안전한 가상자산보관 운용 필요성 확산 중

해외에서는 은행들이 블록체인 업체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 협력 진행 중 거래소 운영을 통해 쌓아온 자산 관리 및 지갑 구축,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자산을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는 커스터디 지갑 서비스를 구축

기업 대상의 커스터디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도 모바일로
가상 자산을 손쉽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지갑 서비스 기획 및 개발 기능

은행 및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해 커스터디 사업으로의 확장 가능
(기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 중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사업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상자산 관련 커스터디를 비롯 관련 금융상품으로의 사업확장을 위해 국내 기존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협업 추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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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 가상 자산 시장 규모가
1,000조 원 전망(BCG KOREA)

2021년 가상 자산 거래액, 코스피 추월해 3,584조 원 - 개인 투자자 거래규모 24조 원

Industry Background

시장 전망

가상화폐 및 코스피 거래대금 추이
단위 : 원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기준.
올해 코빗은 1~6월만 집계.

단위 : 명

가상화폐 투자자 현황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에서 해당 기간에 1차례 이상 투자한
사람 기준.
올해 코빗은 1~6월만 집계.

1227조
4925억

3025조
7034억

529조
3159억

3584조
1985억

3125조
8638억

447조
8530억

2019 2020 2021년 1~9월

코스피
가상화폐

2019 2020 2021년
1~9월

51만
6654

89만
8703

570만
8254

자료 :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 금융위원회

가상 자산 활용 금융상품(가상자산 대출, 예치) - NFT - 블록체인게임(P2E), 메타버스 등 시장 확장

다양한 분야로의 가상 자산 시장 확장

NFT 매출액 : 2020년 약 1,157억 원 → 2021년 약 32조 원 / 전년 대비 262배 성장
메타버스 시장 : 2020년 약 564조 원 → 2024년 약 923조 원 - 댑 레이더(Dapp Radar) 분석 전망

기관 투자로 인해 가상 자산을 수탁하고 운용하는 가상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확대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 확대
비트 코인을 넘어 알트 코인으로 본격 확산(2022년)

기관 투자자의 안전한 가상자산보관 운용 필요성으로 이미 해외에서는 은행들이 블록체인 업체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 중

02. 시장 분석



보안 등 강화된 정부심사제도가 실시되어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있음

Industry Background

무분별한 가상자산과 거래소로 인한 투자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문제점

"이번�주에만 O천만원�수익"
유튜브만�틀면�판치는
자동매매프로그램�광고

실제로�사기행위의�정황이�포착되기도�했다. 해당�자동매매프로그램�업체의�홈페이지�서버�주소를�검색할�경우�미국 
캔자스주의�체니�저수지�한�가운데가�잡혔다. 해외에�서버를�두고�당국의�감시망을�피하려는�정황이�의심되는�상황이다. 
아울러�영상을�여러�번�바꿔가거나�지적하는�댓글을�삭제하며�여론을�관리하는�것으로도�알려졌다. 정모씨(44세·남성)는 “
지적하는�댓글은�모두�가려지고�해당�프로그램에�대해�문의하거나�수익을�인증하는�댓글만�남는다”며 “이전에도 700만 
조회수가�넘는�영상에서�이런�행위를�반복한�바�있다”라고�설명했다.

전문가들은�업체가�자동매매프로그램의�설정을�제공할�경우�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으로�볼�여지가�크며 
금융당국의�감시�체계�아래에�없으면�사기를�당할�가능성이�농후하다고�지적했다.

2021. 10. 12

불법으로�추정되는�주식·코인�자동매매프로그램�광고�유튜브에서�기승
대부분�유사수신행위�해당해

보안시스템
부재

안전한

거대 거래소의 해킹 피해 속출
보안 사고에 대한 투자자 보상 미진

인증 기업
부재

정부가 검증한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신고수리한 거래소 선택이 중요

가상자산거래소
부재

믿고 맡길

중소형 거래소들의 폐업으로
투자자 피해 속출

02. 시장 분석



Industry Background
거래소 사업 현황

2022년 2월 기점으로 총 33곳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가상자산 일 거래대금 11조 3천억 원에서 원화마켓이 차지 비율 95%

원화 마켓 운영 거래소 4개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국내 시장은 글로벌 대비 주요 가상자산 비중보다 비주류 단독상장 가상자산 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중소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코인을 거래하려는 수요가 높기 때문.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중 : 글로벌 59% > 원화마켓 27% > 코인마켓 9%)

중소거래소가 원화마켓 운영을 재개 시 이전 점유율 회복 예상

금융위 가상자산시장 실태조사 결과

가상 자산 예치금(억 원)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371,450

101,845

32,607

10,644 6,612 2,628 3,884 2,251 2,020 1,091 1,032 612 550 348

가입자수(천 명)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8,299

3,106

996

175
561

338 176 109 7 34 110 23 16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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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Background

Market Needs

02. 시장 분석

젊은 투자자의 참여 증대를 위한 새로운 거래 방식의 요구
가상 자산 투자 유인 증대에 따른

거래확대
변동성 확대에 의한 긍정적 측면의 거래 변동성 요구

청년층의 투자 유인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깨지고 방향성이 결정되었을 시, 폭발적인 거래가 발생

가상 자산 투자자는 24시간 멈추지 않고 주식처럼 상한, 하한 제한 없는 변동성을 선호

가상 자산 투자자의 63.7%는 20대와 30대로 위험성 감수 성향
(2021년 30대 이하 청년층이 코인 시장에 지출한 자산이 총 19조 - 금융감독원)

투자 수요 요인
Low risk Low return의 안전 투자 요구

변동성에 의한 투자 효과

수익보다 손해에 민감하고 시장보다 약간 높은 수익으로 꾸준한 자산 증식을 희망

적은 위험과 적은 인적 리소스로 낮은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 다수 출시 중

‘KB 골든라이프’ 분석 : 일반인의 투자 성향 중 안정형 40.7%, 안정추구형 37.3% 비율
‘파운트 분석’ (2020년) “안정형 32.6%, 안정 추구형 21.8%”

다양한 정보의
수급 요청

주관적 인사이트의 중요성 부각
전문가의 인사이트 선호

객관적 정보 이외에 주관적 정보 및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원하는 시장 투자자

주관적 해석 정보를 제공하는 ‘네임드, 인플루언서’ 추종 현상

(코인 뉴스 사이트보다 코인판이나 코박, 디시인사이드가 더 많은 인기)



Industry Background

Market Needs

02. 시장 분석

젊은 투자자의 참여 증대를 위한 새로운 거래 방식의 요구
가상 자산 투자 유인 증대에 따른

새로운
투자 상품의

요구

새로운 상품과 투자 시장 요구
성공 사례 창출

De-Fi의 흥행

2021년 NFT 마켓 플레이스(오픈씨)에서 거래 대금 15조 원

테라에 예치된 De-Fi 투자 자산은 22년 2월 기준 20조 원에 육박

손쉬운
거래 방식

요구

직관적인 거래 절차와 이해 요구
성공 사례 창출

인증 절차와 입출금 및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필요

간소화 된 주식 서비스

오더북, 차트에 대한 직관적 이해

토스 증권, 카카오 증권은 사기, 팔기, 보유 주식, 수익 관리 등 제한적인 정보만 직관 제공



Service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운용을 위한

오아시스(디지털 자산) 거래소 구축 개요

03. 사업 소개

제도권 진입
입준법한 운영정책

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시

안전한 서비스
무한 멀티 연동

최신 기술 최대 적용
강력한 보안체계 구축

다양한 에코시스템 탑재
각 에코시스템 호환

인공지능 알고리즘 도입
맞춤형 상품 추천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

중형거래소
오아시스 운영 노하우 축적

보유회원 5만명 육박
3.6만 명 대상 KYC 중

전문인력 구성
체계적인 협업

Alliance와 긴밀한 협력 및
검증된 솔루션 도입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자산 보관 및
투명한 수탁관리가 가능한 통합 BaaF 플랫폼 구축



Service

오아시스(디지털 자산) 거래소

03. 사업 소개

안전한 디지털자산 투자를 위한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오아시스(디지털 자산) 거래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증

������
�����������



Service 03. 사업 소개

특징

기존 오더북을 이용한 전통적인 트레이딩 UI 탈피
초보자도 쉽게 사용 가능한 ‘금액을 입력하면 몇개를 살 수 있는지’ 
반대로 몇개를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만 간단하게 표현하여 
초보자들도 손쉬운 직관적 거래

간편 구매

독립적인 마켓으로 거래 방법을 원하는대로 선택
일정 시간 동안 매수만 가능하게 하거나, 한번 도달한 가격 아래로 
매도 주문이 불가하는 등 이벤트 요소를 더해 특정 가상 자산이 첫 
상장할 때 프라이빗 마켓에서 이벤트를 진행, 프라이빗 마켓 
상장하는 가상 자산에 많은 수요 창출 및 신규 회원 영입 효과 획득

프라이빗 마켓

회원 보유 가상 자산을 일정 기간 예치하면
이자 보상을 주는 서비스

비트코인을 스테이킹하면 1년 기준 이율로 10%의 이율 제공
주로 오아시스에만 상장된 단독 상장 가상 자산이 대상으로 개인 
지갑에만 보관하던 회원들도 스테이킹 상품으로 오아시스를 이용

스테이킹

오더북 연동, 유동성 제공
주요 글로벌 거래소의 오더북 카피, 오아시스에 주문 생성 서비스
바이낸스,스 후오비, 오케이엑스에 최초 상장하는 코인을, 
오아시스에도 동시에 상장시켜 원화로 거래 할 수 있는 편의성 제공

오더북 연동

거래 페어 현황
3개 이상의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된 메이저 코인 18종,
단독 또는 국내만 상장된 코인 14종

바이낸스를 포함한 주요 글로벌 거래소와 오더북 연동이 되어 있고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매도, 매수의 슬리피지(거래 갭)은 2%로 높은 편

10호가 기준 호가 유동성은 약 2~4천만 원으로 평균 수준

메이저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폴리곤

파일코인

체인링크

엔진

비트코인 캐시

세럼

(3개 이상 글로벌 거래소 상장)

클레이튼

연 파이낸스

오키드

치아코인

아르고

캐리프로토콜

베이직어텐션

오미세고

제로엑스

중소형

피지골드

위드블록

지오비티

메모리코인

도어오픈

메타마인

비엘비

블링블록

셀라우드

(단독 또는 국내만 상장)

오에스지

팩툰

라이브스왑

배틀튜브

크립토아키토큰

거래 편의성과
회원 확대의
서비스 제공

(조건 부합 시)

(특급법 시행 전)



Service
오아시스(디지털 자산) 거래소 구축 개요

보이스피싱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콜드 월렛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전문 컨설팅 업체 노르마와의 협업을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고객의 중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고객 정보 보안 시스템

해치랩스의 헤네시스 지갑을 도입하여 콜드월렛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스마트 계약 보안 감사 및 디지털 자산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치랩스는 삼성, SK증권,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금융권 및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파트너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 업체입니다.

안전한 고객 자산 보호

가상자산 보안 솔루션 기업 CoolbitX의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시그나 브릿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및 자금세탁을 

방지합니다. 람다256의 VerifyVASP, CODE, CoolbitX의 

솔루션을 도입하여 트래블룰을 준수하며 국내외 거래소 

간의 송금을 지원합니다.

불법자금세탁방지

고객의 자산을 다중 서명 방식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정보보안 전문 기업인 펜타시큐리티가 제공하는 

다중 서명 방식은 지갑에 접근하기 위해 다수의 관리자가 

복수의 키를 생성하여 동시에 서명할 때 거래가 발생하는 

서명 방식으로 자산 운영권한을 나누어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다중 서명(Multi-Sig) 지갑

Partnership with

Partnership with Partnership with

Partnership with

가상자산 보안 솔루션 기업 CoolbitX와
해치랩스와의 협력을 통해

03. 사업 소개



Service
오아시스(디지털 자산) 거래소 구축 개요

쟁글(Xangle) 플랫폼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디지털 

자산 정보를 제공합니다. 쟁글은 디지털 자산 정보 공시 

포털로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한 프로젝트들로부터 공시 

정보를 수집, 검증 및 통합하여 공개하며 온체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투자자에게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는 투자 지표를 제공하여 현명한 투자를 지원합니다.

실시간 코인 정보 제공

신용카드 및 모바일로도 디지털 자산이 구입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구나 빠르고 간편하게 

신용카드 혹은 모바일 소액 결제를 통해 원하는 디지털 

자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준비 중)

간편 구매 서비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테이킹 

서비스란 투자자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일정기간 예치하면 

보상으로 이자수익을 제공하는 일종의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디지털 자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알트코인 대상 스테이킹 서비스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준비 중)

스테이킹(Staking)

디지털 자산 ETF 등 다양한 파생 상품을 제공합니다. 

오아시스의 ETF 마켓은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의 가격을 

일정 비율로 추종하여 자산의 상승 뿐만 아니라 하락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마켓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오더북 연동을 통해 안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준비 중)

다양한 파생상품

Partnership with

03. 사업 소개

보이스피싱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콜드 월렛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가상자산 보안 솔루션 기업 CoolbitX와
해치랩스와의 협력을 통해



재단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
가상자산 특성 숙지 및 Risk-Taking 방안 확보
다양한 노드 및 지갑의 구축/운영/관리 메뉴얼 숙지

300여종의 거래소 상장을 통한
+300

상장 종목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확보
신속하고 명확한 고객센터 운영 메뉴얼 보유
대용량 트래픽 처리 기술 운영

5만 명에 육박하는 회원관리를 통한

+5만 명
누적 회원수

+30만 건
일 거래 건수

실시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방안 확보
신속한 입·출금 처리 프로세스 보유
회원 간 자산거래 체결 알고리즘 확보

일 거래 30만 건의 거래 체결을 통한

(2021. 9. 24 이전)

사건·사고/해킹/사기 전지적 예방 메뉴얼 보유
DDos 외 물리적 방어 솔루션 운영방안 숙지
견고한 보안정책관리 메뉴얼 보유
침해사고 및 장애처리 대응능력 보유
생체 인증 어플리케이션 도입

무사고 거래소 운영을 통한

0 건
사고 건수

일 거래 30만 건의 거래체결과 5만 명에 육박하는 회원관리 운용 노하우
300여종의 거래소 상장 경험과 무사고 거래 운영

오아시스(디지털 자산) 거래소

03. 사업 소개Service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법정화폐)

제도권
금융사

가상자산
운용사

온라인 마켓

이자
결제

가상자산
예치

대출(레버리지)
가상자산가상자산

담보제공
대출

원리금

보관/평가/보증/관리 가상자산
예치자

원화
대출자

가상자산
대출자

가상자산 담보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시스템을 구축

가상자산 기반의 담보대출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서

오아시스(디지털 자산) 거래소

03. 사업 소개Service



Service 03. 사업 소개

구축 로드맵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지갑

개인 및 법인 고객의 안전한
자산 보관·운용

블록체인
금융상품(DeFi)

예치, 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

디지털 자산
결제 서비스

디지털 자산을 사용한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제공

디지털 자산
펀딩 상품

다양한 투자 상품과 클라우드 펀딩,
스타트업 가치 펀딩 등의 상품 제공

회원정보 및 자산정보 유실 방지

비정상적인 접근 물리적 차단

플랫폼 전용 고객센터 구축 및 운영

기술협력업체 구성 및 기능 고도화 공동개발 착수

은행권 수준의 보안 구축

플랫폼 실시간 연동 및 DB 보안체계 구축

관련 정책 수립 및 법적 이슈 관리

플랫폼 간 실시간 연동 및 DB 보안체계 구축

가맹점 정산 및 수수료 정책 수립

멤버십 전화 포인트 정산 로직 수립

스타트업 및 프로젝트 회원사 관리체계 구축

AI 상품추천 알고리즘 개발 및 고도화

펀딩 원금 및 이자 상환 리스트 관리

공식 인증된 가상 자산 사업자로서
규제 준수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권 진입

~2022
관련 금융 서비스 및
비관련다각화 전략으로사업 확장

~2023
글로벌 통합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성장

~2025

블록 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구축 추진



“블록 체인 3.0” 실현을 위한 3대 전략

Service 03. 사업 소개

블록체인 NFT 기반의,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블록체인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용되어 
산업전반에 변화를 주는 단계

블록체인 3.0이란?*

NFT 디지털 유통 인증서
DST코인, DeFi금융 서비스

지역(독점) 유통사업권

NFT 유통
플랫폼 구축

실물자산의 디지털 자산화
NFT 실물자산 수익증권

NABS 수익증권 주식거래

NFT O2O
플랫폼 구축

사용자가 운영, 웹 3.0 구현
명품 컨텐츠 커뮤니티

NFT 커뮤니티 수익증권 발행

NFT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구축 로드맵



Service 03. 사업 소개
시장 정보
주요 일정, 주가 지수,
VC 정보

철저한 투자계획을 위한 베이스 정보 제공(일정 체크)

VC 투자 정보

주요 지표 나스닥은 지금 얼마야? 美 증시 몇 시에 열리지? 비트코인 미 체결 계약수는??)

소셜 기반 정보
(인플루언서 피드)

크립토 시장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및 전문가들의 개인 채널을 수집하고

하나의 타임라인에 취합 수집

안전 자산 관리 개인 금고, 커스터디 :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가상 자산의 커스터디 서비스 지원

존버 박스
어떠한 가상 자산이든 예치 조건(종목, 최소 수량, 기간, 패널티)을 설정해 존버 박스를

개설하고 초대 링크를 발행해 함께 존버할 사람들을 모집

오아시스 페이 QR을 이용한 간편한 결제와 결제 내역 관리 기능 제공

소셜 기능
(유저 포트폴리오,
채팅, 커뮤니티)

트렌드 도출과 투자 방향성

실시간 채팅

다른 투자자들이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이 무엇인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공개해요(공개 여부는 투자자 개인이 선택)
기간별 누적 수익률로 랭킹보드를 운영해 투자 수익률 상위 투자자는 명성과 영향력 획득
사용자들은 랭킹 상위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팔로우하고 신규 투자가 진행될 때 알림 수취

트레이딩 서비스
알고리즘 트레이딩 : 뇌동매매를 막아주는 얼러트 보조 지표 매매

거래 편의 제공

카피 트레이딩 : 수익률 상위 투자자의 매매를 똑같이 복사

구축 예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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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인수 현황

04. 사업성 분석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거래소를 향한 관련 기업들의 투자 및 인수가 활발하게
진행중으로, 특히 메타버스, NFT 등 블록체인 신사업 분야 진출을 위해
엔터테인먼트, 금융사, 게임사 등 다양한 기업이 거래소 및 블록체인 업체와의 협업을 추진 중

투자 인수 현황

2022년 2월 KB 인베스트먼트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약 3,500억 원의 평가

Case review (고팍스)

2021년 9월 24일 이전 고팍스의 거래량은 한빗코 대비 약 3배 정도 많았지만
원화마켓 중단 이후 고팍스의 거래대금은 68억,득 기존부터 원화마켓을 운영해오지 않았던
한빗코의 거래대금은 270억 원의 수준.
한빗코의 경우 당시 거래대금 270억 원 대비 396억 원의 기업가치 평가를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고팍스의 경우 396억 원 X 3배 = 1,188억 원(한빗코 대비 3배 거래량)에 비해
KB 인베스트먼트로부터 더 높은 기업 가치 평가 획득

→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실명계좌로 인한
원화마켓 재개에 따른 가치를 포함하여 약 2,000억 원의 기업가치가 더해졌다고 볼 수 있음

고팍스는 2021년 9월 특금법으로 인해 원화 마켓을 중단하여 일 거래대금이 68억 원으로
특금법 시행 전 대비 약 60% 하락하였지만 최근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을 맺어
4대 거래소 이후 5번 째로 원화 마켓을 오픈하게 되어 투자 획득의 밑바탕이 됨.

가상 자산 거래소 투자 및 인수 현황

거래소 인수사
사업분야 협업분야 거래소

기업가치
인수사

기업가치 인수 지분

업비트
(두나무)

엔터테인먼트
(BTS) NFT 10조11조 2.48%

(5,000억 원)

빗썸 게임사 블록체인 게임
(P2E), NFT 1조3.5조

코인원 게임사 블록체인 게임
(P2E), NFT 3,850억1.5조 13%

(312억 원)

코빗

게임사 블록체인 게임
(P2E), NFT

2,571억

30조

통신사,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메타버스 23조 35%

(900억 원)

후오비
코리아

인수사

하이브

위메이드

컴투스

넥슨

SK텔레콤

한국토지
신탁

부동산 신탁
회사

가상자산 커스터디,
NFT 2,000억6,000억 8%

(160억 원)

1,000억 원
*최대 주주 비덴트에 투자

65% (930억 원)
*2017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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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기반 가치 산정 비교Ⅰ - 업비트

업비트 오아시스

2020년 한국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22,000

1.76 2021년 9월 원화마켓 폐지 전 오아시스
마켓쉐어 0.16%(거래액 200억/일)

0.3% 수수료

0.8 연 8억 수준(기존 수준)

1.13 18년 11조 대비 2X 증가

30 제시 투자 단가

27 가상자산 시장 규모 확대와
원화마켓 개시에 따른 거래소 수익 정상화,
NFT 마켓 플레이스 등의 사업 확장으로 인한
수익 구조 다변화 고려

1,100

550 2021년 말 현재 마켓쉐어 80%이나
독과점 등 사안으로 인해 50%로 계산

현재 수준인 0.1% 가정

60 월 50억 수준(기존 수준)

141

1,680 금번 투자단가

12 일거래량이 주식 거래량 대비 5% 수준으로
안정화 된다 하더라도 금번투자단가는
EV/OP 12X 수준으로, 성장하는 기술기업의
Multiple로는 충분히 낮은 수준

가상자산 시장 주식 대비 일 거래량

예상 마켓쉐어/일

1년 수수료 매출

영업비용

영업이익
(1년 수수료 매출 ‒ 영업비용)

기업가치

EV/OP
(기업가치/영업이익)

1)

2)

3)

1.927 5)2014)

1) 2018년(11조) 대비 2배 증가
2) 2021년 현재 가상자산 일거래량 10조 수준(2018년 최저 일거래량 5천억) 일 때, 추후 시장 안정화 시 보수적 관점에서 주식시장의 5% 수준으로 가정
3) 1.1 조 * 0.16% = 1.76(17.6억)
4) 일거래대금 550*0.1%*365일 = 201(2010억)
5) 일거래대금 1.76*0.3%*365일 = 1.92(19.2억)

(2021년 기준) ( 단위 : 십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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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기반 가치 산정 비교Ⅱ - 상대가치 비교(한빗코)

04. 사업성 분석

기업가치평가
396억 원

(2021년 8월 7.56%의 지분을 30억에 투자)

일 거래대금 대비 약 1.46배

약 270억 원

27,859명
(2021년 8월 기준)

원화 마켓을 운영하지 않는 거래소로서 현재
BTC 마켓만 운영

가치평가 비율

일 거래 금액
(2021년 8월 기준)

이용자 수

운영 마켓

기업가치평가
365억 원

(한빗코 평가 비율 1.46배 적용)

일 거래대금 대비 약 1.46배

약 250억 원

35,980명
(2021년 8월 기준)

실명를 계좌를 통한 원화 마켓 재개 전망

가치평가 비율

일 거래 금액

이용자 수

운영 마켓

오아시스
추가 수익
확보 추진사항

오아시스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의 단일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사업 다각화 진행 중

2020년 가상 자산 예치 상품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런칭, 치아코리아와 마이닝 서비스 파트너십을 체결

현재 NFT 마켓 플레이스와 메타버스 플랫폼 런칭 준비 → NFT 거래 수수료를 포함한 수익원 다변화로 수익 구조 개선 전망 

1)

1) 1.46배 = 396억/270억
2) 한빗코가 투자 받은 시점 2021년 8월, 오아시스의 일 거래대금은 약 250억 원으로 한빗코의 가치평가 비율 1.46배를 동일하게 적용(250억*1.46배=356억)
3) 한빗코의 가치평가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  

2)

3)



Company

2018 11월 가디언홀딩스 법인 설립

2019 1월 오아시스 거래소 프로젝트 착수

6월 오아시스 거래소 CBT

7월 오아시스 거래소 정식 오픈

8월 오아시스 거래소 모바일 서비스 런칭

10월 누적 가입자 5만명 돌파

11월 매매체결 엔진 업데이트

12월 오아시스 2.0 플랫폼 업그레이드

2020 1월 일 거래대금 100억 돌파

2월 간편 구매 서비스 런칭 

4월 거래 유동성 서비스 스케일업

5월 시그나, AML 솔루션 협약 체결 

6월 BaaF 프로젝트 착수

7월 누적 가입자 5만명 돌파

8월 스테이킹 서비스 런칭(BTC) 

12월 예치, 대출 서비스 오픈

2022 2월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 획득

2021 8월 ISMS 인증 정보보호 관리 체계
(ISMS - KISA - 2021 - 148)

오아시스 거래소는 블록체인과
금융의 결합을 선도하는
글로벌 통합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주)가디언 홀딩스

기업명 : 주식회사 가디언홀딩스

설립일 : 2018. 11. 30

사업자등록번호 : 826-81-00997

업 태 / 업 종 :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 판매 - 가상자산 거래사업자

대표자 : 김형모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32 13F

전화번호 : 1670-1899

자본금 : 16.6억

최대 주주 : 이동민(지분율 : 84%), VI 금융투자(지분율 : 16%)

임직원 : 25명

서비스명/가입자 : 오아시스거래소 / 3.6만 명

보유기술

사업분야

금융권 수준의 매매체결 시스템

자동매매 봇 API 연동

가상자산 지갑 구축 및 밸런싱 시스템

이상거래 탐지 및 차단 시스템

본인인증 API 연동 및 KYC 검증 시스템

이더리움 ERC20 계열 관리 시스템

비트코인 계열 통합 관리 시스템

다중 체인 지원 관리 시스템

탈중화 거래소 (DeFi) 컨트렉트 시스템

P2P 거래 매칭 시스템

자산 예탁(커스터디) 지갑 시스템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 개발 및 운영

BaaF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커스터디 지갑 개발 및 운영

예치, 대출 서비스, P2P거래, 결제, 카드, 선물 및 펀드, NFT 마켓 플레이스

(Matching & Settlement Engine, Web Socket for Trading Units)

회사 일반



Company

경영진
(이사회)

대표이사

컴플라이언스 팀

경영지원

개발부문

디자인&퍼블리싱 팀

시스템 개발팀

블록체인팀 개발팀

서버개발&보안팀

기획팀

마케팅팀

운영팀

CS팀

AML팀

비개발부문

직원수 25명

회사 일반

現 (주)가디언홀딩스 설립자
現 (사) 글로벌 인천 블록체인 이니셔티브
블록체인 교육 및 연구개발 이사
現 Coolbitx 트래블룰 거래소운영 부문 고문
前 (주)Cryptode 블록체인 커스터디 서비스 이사
前 에스엘파트너(주) 창업 컨설팅 이사
前 삼성물산 하이테크 사업부

FOUNDER 이 동 민

現 (주)가디언홀딩스 대표
現 오아시스 거래소 경영 총괄

CEO 김 형 모

現 오아시스 거래소 AML 총괄 이사
現 인하대학교 공학대학원(미래융합기술학과) 재학
現 인천블록체인협회 등기이사
前 NFSI 금융지도자(AML) 전문가과정 수료
前 주식회사 시그나 대표이사(Travel Rule)
前 (주)에이오투 대표이사(블록체인 인프라)
 

AML 총괄 권 석 빈

05.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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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재무 현황

04. 사업성 분석

과목 제3기
(2020년)

제4기
(2021년 10월)

제6기
(2023년)

제 5기
(2022년)

제7기
(2024년)

44,004,058 223,519,946 84,707,695 1,892,285,500 7,011,718,8803,557,025,200

0 0 0 30,000,000 120,000,00072,000,000

44,004,058 223,519,946 84,707,695 1,862,285,500 6,891,718,8803,485,025,200

320,967,228 599,910,847 936,729,540 2,444,000,000 4,875,000,0002,960,000,000

(276,963,170) (376,390,901) (276,963,170) (581,714,500) 2,016,718,880525,025,200

65,960 3,650,411 8,741,144 75,000,000 75,000,00065,000,000

861,187 10,057,693 290,689 10,000,000 50,000,00030,000,000

(277,758,597) (382,798,183) (843,571,390) (516,714,500) 2,041,718,880560,025,200

0 0 0 0 417,005,9160

(277,758,597) (382,798,183) (843,571,390) (516,714,500) 1,624,712,964560,025,200

제2기
(2019년)

Ⅰ. 매출액

Ⅱ. 매출 원가

Ⅲ. 매출 총이익

Ⅳ. 판매비와 관리비

Ⅴ. 영업이익

Ⅵ. 영업익 외 수익

Ⅶ. 영업 외 비용

Ⅷ. 법인세익 차감 전 이익

Ⅸ. 법인세등

Ⅹ. 당기순이익

( 단위 : 원 )



기업명 주식회사 가디언홀딩스

대표 김형모

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32 13F

홈페이지 www.oasisexc.com

문의 hello@oasisexc.com

전화번호 1670-1899

C O M P A N Y  I N T R O D U C T I O N .

CONTACT INFORMATION



가상자산사업자�오아시스,
FIU리�신고�수리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오아시스를�운영�중인�주식회사�가디언홀딩스는�금융정보분석원에�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신고�수리를�완료했다고 29일�밝혔다. 

이번�신고�수리는�개정�특정금융정보법에�따라�가상자산사업자에�해당하는�업체는�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신고서�제출�후�금융감독원의�신고�심사와�신고심사위원회�논의를�통해서�수리가�결정되며�자격을 
획득한�가상자산사업자만�영업이�가능하다. 

오아시스는 2018년�말�거래소를�오픈한�이례 5만�명의�이상의�국내외�고객들에게�안전하고, 건전한�가상자산�거래를 
서비스해왔다. 

오아시스는�업비트의 AML(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구축한�것으로�잘�알려진�주식회사�지티원사의 AMLXpress 를 
바탕으로, 블록체인�지갑�이상유무를�판단하는�체이널리시스사의 React, 바이낸스�등�해외�거래소와도�송수신이�가능한 
쿨빗엑스�사의�시그나브릿지를�트래블룰(가상자산사업자�간�가상자산을�전송�할�때�송수신인의�정보를�제공해야�하는 
규칙) 솔루션으로�채택하는�등�금융당국이�요구하는�규정을�준수하였고, 더욱�고도화�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로�정식�인증을�받은�오아시스는�대대적인�조직�개편과�확장을�계획하고�있으며, NFT 마켓플레이스, 
스테이킹(가상자산�예치) 서비스�등�다양한�신규�비즈니스를�선보일�예정이다.

김형모�가디언홀딩스�대표는 “오아시스를�오픈�할�때에는�꿈꾸지도�못�한�영광이다. 고객이�있어야�회사도�있다는 
슬로건을�꼭�쥐고, 새롭고�신선한�가상자산�투자�서비스를�선보일�것”이라고�말했다. 오아시스는�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완료와�함께�고객확인제도를�진행할�계획이다. 

오아시스 거래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ISMS 인증 획득 

[빅데이터 분석]“가상화폐거래소 브랜드평판 
2021년 5월 빅데이터 분석결과…5위 오아시스” 

치아코리아, 오아시스 거래소와 치아코인(XCH) 채굴 사업 개시

오아시스 거래소, ‘ETF 마켓’ 신규 출시

시그나, 오아시스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공급

오아시스거래소, 사용자 편의성 위해 트론 및 바이낸스 체인 도입
고윤수 기자

오아시스 거래소, ISMS 전문 컨설팅 업체 ‘노르마’와 인증 추진
김남규 기자

APPENDIX
Activity

김성환�기자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가상자산사업자
(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APPENDIX
취득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