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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Overview��

체인파트너스는�2017년�8 월�설립된�한국의�첫�블록체인�컴퍼니�빌더입니다.��첫�서비스인�
암호화폐�결제�서비스�CoinDuck은�2018�년�1�월�서비스�개시�후�두�달�만에�300개�가맹점을�
모으며�평창올림픽�기간�Forbes 지에�소개되기도�했습니다.�

설립과�동시에�Steem,�Zcash,�Qtum,�EOS�등�세계적인�블록체인�프로젝트에�초기�투자한�
InBlockchain�펀드가�한국에서�유일하게�투자했고�2017년�11월�DSC인베스트먼트,�
캡스톤파트너스,�DS자산운용으로부터�시드�투자를�마무리했습니다.�

2018년�3 월�현재�Google,�삼성전자,�UBS,�Citibank,�신한금융투자�등�IT 와�금융업�출신�
80여명의�업계�최고�인재들이�모여�블록체인/암호화폐�관련�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블록체인�플랫폼,�컨슈머�프로덕트,�금융�서비스,�거래소,�결제,�미디어,�교육�서비스�등�각�분야�
자회사와�T/F 를�두고�한국�출신의�세계적인�블록체인�회사가�되기�위해�뛰고�있습니다.�

�

Partnerships��

저희는�언제나�새로운�파트너십과�국내외�협력�기회를�환영합니다.�

또한�저희가�개발한�한국형�암호화폐�인덱스를�구현하고�사용하기�위한�국내외�
파트너사들과의�협력을�기대합니다.�

협력에�관심이�있으시면�partnership@chainpartners.net�으로�문의�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egram�Channel��
체인파트너스는�암호화폐를�거시경제�흐름과�함께�조명하는�크립토�파이낸스�
리서치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매일�발행되는�암호화폐�시장�리포트를�받아보고자�
하시는�분들은�체인파트너스�리서치센터�텔레그램�채널에�참여하세요.�
http://t.me/CPResearch�
 

주식회사�체인파트너스�
http://chain.partners��
partnership@chainpartners.net�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464,�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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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본�보고서는�연구결과의�설명을�위해�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본�보고서�내용을�활용한�투자�및�투자�권유�행위는�금지됩니다.��
또한�보고서에�작성된�내용은�연구결과에�따라�향후�변경되거나�추가될�수�있습니다.�
�

한국�암호화폐��
시장� 지수� (KCMI)�
개발�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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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은 암호화폐의 전세계 주요 시장 중 하나다.  년 월 기준 전체 암호화폐 거래의 
원화비중은 %에 달했으며,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의 원화 거래액은 전체 마켓 
쉐어의 %를 차지했다.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 암호화폐 시장 지수”(Korea Cryptocurrency Market Index, 
“KCMI”)를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수 산출 방법론을 공개한다. 

 

왜�한국형�인덱스가�필요한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는 여러 면에서 타 시장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국내 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한국형 지수가 필요하다. 

한국 암호화폐 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 현재 가상 계좌 발급을 통한 신규 원화 거래는 주요 대형 거래소에서만 가능하다. 

. 한국의 기관 투자자는 암호화폐 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며 거래소에 대한 지분 투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시장에 참여한다. 

. 헷지 목적이라도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 타 장과의 높은 가격 차이가 있다. (소위 김치 프리미엄, 김치 디스카운트 또는 햄버거 
프리미엄) 

. 레버리지는 사실상 금지된다. 

. 외국 투자자들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 ICO 는 정부에 의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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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시장구조�

대한민국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방침 발표 이후, 한국의 거래소들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분리되었다.  

. 대 대형 거래소들 (빗썸, 코빗, 코인원, 업비트)은 원화 거래 및 암호화폐 페어 거래를 
모두 지원한다. (‘합성형 거래소’로 정의) 

. 다른 거래소들은 페어 거래만 가능하다. (이른바 ‘벌집 계좌’ 1를 이용하는 거래소도 
있으며, ‘반합성형 거래소’로 정의) 

 

 

 

 

 

  
 

이중구조�내�정보의�비대칭�

년 월 일 이후에 기존 이용자의 실명계좌 전환비율은 ~ %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암호화폐 페어 거래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투자자는 전체 시장에서 원화 거래와 페어 거래의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1 �법인계좌� 혹은� 거래소� 임직원의� 개인계좌� 아래�다른�개인� 거래자를� 두고� 이들의� 거래내역을� 장부로� 관리하는� 방법이다.�그러나�이� 방법은� 자금세탁�방지�규정을�
위반하는�행위로�간주되기도�한다.�

  Fiat�currency�market�  

원화시장과�페어시장의�비율이�
불투명하다.�

Trading�pair�Trading�pair�

기타�거래소의�구조�4 대�대형�거래소의�구조�

Trading�pair�order�

Fiat�currency�order�

?�

?�
�



 
 

Chain�Partners�Inc.� �  5�

김치�프리미엄은�투자�성과의�벤치마크가�아니다�

한국 언론은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 보도할 때 대부분 원화 가격 차이를 언급한다. 또한 국내외 
시세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도 있다. 그러나 이 웹사이트들을 통해 김치 프리미엄2, 
김치 디스카운트 또는 햄버거 프리미엄3을 이해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 

. 김치 프리미엄이나 김치 디스카운트 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 시장 전체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하여 보통 하나의 한국 거래소 데이터를 다른 하나의 
외국 거래소 데이터와 비교한다. 이 접근법은 전체 시장 거래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두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이만 알려준다. 

. 웹사이트에서 한국 내 거래되는 모든 암호화폐를 다루지는 않는다. 

. 일부 국내 거래소는 데이터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으므로 웹사이트의 
coverage 가 제한된다. 

.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는 알 수 없다. 서로 다른 거래소 데이터의 가중치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각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세트가 서로 조금씩 다르다. 이 때문에 투자자가 
최선의 정보를 얻기 위해 모든 사이트를 조회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KOSPI 과 유사한 시장 지수가 존재한다면, 위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시장 정보가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다.  

                                         

 
2�김치�프리미엄:�외국시세보다�한국시세가�더�높게�형성되는�현상��
3�김치�디스카운트,�햄버거�프리미엄:�외국시세보다�한국시세가�더�낮게�형성되는�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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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I 가�제공할�수�있는�시장지표�

KCMI 는 단일 인덱스 내에서 원화시장과 암호화폐 페어시장의 역학관계를  보여 주려 한다. 

여기서 원화시장을 기술적으로 통칭하기 위해 ‘표층구조’로 표기하고, 이에 대비해 암호화폐 
페어시장은 ‘심층구조’로 표기했다. 

한국 암호화폐 장내시장 생태계는 표층구조와 심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가지 구조는 
암호화폐 거래시장을 양분한다. 물론 개인간 :  비공개 거래도 존재하지만, 이는 장내거래로 
취급하지 않는다. 

표층구조와 심층구조 사이에는 Gray Zone 이 존재하는데, 이는 내부자 (거래소 직원, 법률/ 
재정/ 기타 고문 등)에게만 제공되는 시장정보를 뜻한다. 

 

 

 

  

Transparent�structure�
(Flat�currency�trade)�

Deep�Structure�
(Pair�trades)�

Gray�zone�
(Ins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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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I 의�구조�

아래와 같이 KCMI 지수는 원화시장과 암호화폐 페어시장을 포괄하는 종합지수이다. 

 

 

 

암호화폐 페어지표는 원화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원화로 환산하는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여 두 시장이 상호 호환 되도록 해야 한다. 

 

원화�환산�전�

�

�

�

�

�

�

원화�환산�후�

 

 

 

 

  

 

 Trading�pair�Market�KRW�market�

�

�

원화�시장�
(원화�단위)�

페어�시장�
(암호화폐�단위)�

 

�
�

�
페어�시장�

(원화�시장과�같이�원화�단위로�환산)�
�

원화�시장�
(원화�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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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페어시장의�가격을�원화로�환산하는�데에�따르는�어려움�

기술적으로 보면 시장 간에 많은 거래 쌍이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시장에서  개의 
암호화폐가 있는 경우, 최대 조합할 수 있는 거래쌍은 개까지 가능하다. (거래소의 지원과 
상장 여부 등 다른 제약 조건은 별도로 적용) 

그러나 국제회계기준(IFRS) 안에 암호화폐 공정가치 산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 
호주회계기준이사회(AASB)가 암호화폐 공정가치 산정방식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으나, 
아직까지 국제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화 거래 쌍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접근법은  :  환율을 가정하여 원화에 페그된 
공통의 stablecoin 을 가치 책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모든 국내 거래소가 이 
stablecoin 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선결조건이 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원화에 페그된 stablecoin 이 없는 상황이다. ICO 금지와 외환 통제 등 
국내의 규제들을 고려해보면, 조만간  stablecoin 이 나올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래 쌍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원화 거래로 이루어지는 복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거래 쌍을 원화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제된 거래 쌍의 가치가 기존 
거래 쌍의 가치와 비슷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 거래의 기회가 생기게 되어, 복제한 거래 
쌍과 기존 거래 쌍 사이의 가치 격차가 점차 사라질 것이다. 

 

 

 

 

 

 

 

 

 

 

 

 

BTC/ETH�pair�(The�trading�pair�to�replicate)�
(Buy�BTC,�Sell�ETH)�

BTC/KRW�
(Buy�BTC,�Sell�KRW)�

KRW/ETH�
(Sell�KRW,�Sell�ETH)�

BTC/ETH�pair�(The�replicated�trading�pair)�
(Buy�BTC,�Sell�ETH)�

The�green�pair��
cancels�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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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기존�BTC�/�ETH�페어를�복제하는�데에는�몇�가지�가정이�존재한다�

. 국내에서는 암호화폐의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오른쪽에 있는 ETH 의 매도 
주문은 ETH 를 공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ETH 를 매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ETH 포지션을 원화로 청산할 뿐이지, 아무런 암호화폐도 공매도 
하지 않은 것이다.  

. 맨 위에 있는 기존 BTC / ETH 페어에서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BTC 를 구입한 
대가로 ETH 를 매도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충분한 ETH 를 가지지 않아 BTC / ETH 
페어 주문을 낼 수 없기 때문에, BTC / ETH 페어를 복제하기 전에 이미 ETH 의 long 
position 이 있다고 가정한다. 즉, ETH 가 없으면 처음부터 BTC / ETH 페어를 
교환할 수 없다. 

. 복제된 BTC / ETH 페어와 기존 BTC/ETH 페어 사이의 가치 불일치는 효율적인 
시장에서 재정 거래자에 의해 잠재적인 mispricing 으로 집계되며, 그러한 가치의 
불일치는 재정 거래 과정에서 점차 사라진다고 가정한다. 

. 세 번째 가정에 따라 기존  BTC / ETH 쌍과 복제된 BTC / ETH 쌍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등해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 모든 페어는 원화로 거래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 거래가 지연없이 순식간에 체결된다고 가정한다. 

 

페어 주문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화폐 거래가 필요하므로 거래 비용이 두 번 발생한다. 
따라서 복제된 페어 주문의 가치는 원화 주문에서 총 거래 비용을 뺀 금액과 동일하다. 

 

 
  

) Vreplicated는 복제된 거래 쌍의 가치 

) VKRW 는 동등한 원화 거래의 가치 

) T 는 각 거래의 거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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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으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복제된 페어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I.  BTC =  ETH 

II. ETH 의 VWAP =  만 원 

III. 거래 비용 = .  % 

복제된 페어의 원화 가치는  x ,  x [ -  ( . )] = KRW , , 이다. 

원화 거래와 페어 거래 모두 지원되는 합성형 거래소에서는 원화 혹은 암호화폐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소에서의 원화의 가중치가 w 라고 하면, 해당 트레이딩 풀의 페어 
시장 가중치는 -w 가 된다. 

그러므로 합성형 거래소의 복합볼륨가중평균가격 (Composite-VWAP)은 아래와 같이 원화 
주문과 페어 주문의 가중 평균치와 같다. 

 

 
  

)    WKRW 는 거래소 원화 거래의 가중치(비중) 

)    VWAPKRW 는 거래소의 모든 원화 거래의 VWAP 

)    T 는 각 거래의 거래 비용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내에서는 고객의 실명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페어 거래만 
제공하는 거래소가 있다. 그런 거래소에서는 원화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원화 거래의 가중치는 

인 반면 페어 시장의 가중치는 이 된다. 또는 거래소에 원화 시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의 VWAP 를 사용하여 VWAP 를 추정해야 한다. 이 때의 VWAP 는 전체 원화 시장의 
VWAP 을 사용하거나, 보수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원화 시장을 가지고 있는 개별 거래소들 중 
가장 낮은 VWAP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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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WAPreplicated 는 복제된 페어의 VWAP 

) VWAPKRW 는 전체 원화 시장의 VWAP 또는 보수적인 추정치로서 원화 시장을 가진  
개별 거래소들 중 가장 낮은 VWAP  

) WKRW 는 원화 거래의 가중치(비중)이며, 기본적으로  

) T 는 각 거래의 거래 비용 

 

페어�시장과�원화�시장�간�가격�불일치가�발생하는�경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거래쌍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I.  BTC =  ETH 

II.  BTC = , ,  원 

III.  ETH = ,  원 

재정 거래자는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한다. 

I. 먼저  BTC 에  ETH 를 매도하고  BTC 를 받았다. 

II. 그 다음에 BTC 를 즉시 , ,  원에 판다. 

III.  ETH 를 , ,  원에 사면 ,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세 단계마다 실무상의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재정 거래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총 
거래 비용이 잠재적 차익 ( ,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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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e-VWAP�을�계산하는�데�필요한�데이터�

Composite-VWAP 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와 페어 거래를 통합한 
전체 거래 데이터 세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데이터 세트를 수집 한 후에는 Composite-VWAP 를 계산하기 위하여 페어 거래를 원화 
단위로 변환시켜야 한다.  

 

왜�우리는�원화�시장과�페어�시장을�구분해야�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페어 시장의 데이터 없이 총 시장 가치 (aggregate market value)를 계산하면 
한국에서의 turnover (가격에 거래량을 곱한 값)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처럼 페어 시장의 거래 데이터를 제외하고 시장가치를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이유는 페어 시장의 정보가 없으면 실제적인 김치 프리미엄 비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원화 시장의 김치 프리미엄만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김치 프리미엄 
계산은 아래와 같이 미화 VWAP  (때로는 엔화 또는 다른 법정화폐)와 원화 VWAP 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VWAPKRW 는 원화 시장의 VWAP 

) VWAPUSD 는 미화 시장의 VWAP 

) FX adjustor 는 적용 환율 

실제 김치 프리미엄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원화 시장과 페어 시장의 시세 차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미화 VWAP (또는 법정화폐 및 전세계 총합 VWAP)을 계산할 수 있다면 아래와 같이 보다 
정확하게 김치 프리미엄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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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site-VWAPKRW 는 원화 시장의 Composite-VWAP 

) Composite-VWAPUSD 는 미화 시장의 Composite-VWAP 

) FX adjustor 는 적용 환율 

세 번째 이유는 동등한 거래에 대해서 법정화폐 시장의 프리미엄과 페어 시장에서의 프리미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효율성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페어 시장이 때로는 법정화폐 시장보다 
효율적이며 때로는 그 반대도 성립된다. 

 

KCMI�인덱스의�구조 

KCMI 인덱스의 구조는 Laspeyres index 와 연계될 수 있다.  

 

 
 

) MVt  는 (t) 시점에서 KCMI 에 포함된 암호화폐의 시가 총액  

) MVt-   는 (t- ) 시점에서 KCMI 에 포함된 암호화폐의 시가 총액 

) KCMI 는 (t- ) 시점에서 KCMI 의 인덱스 값 

분자는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Pit 는 (t) 시점에서 KCMI 에 포함된 암호화폐(i)의 복합볼륨가중평균가격  
(Composite-VWAP) 

) Q(it- ) 는 (t- ) 시점에서 KCMI 에 포함된 암호화폐 (i)의 순환 공급 

분모는 분자의 수식과 비슷하게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Composite-VWAP 는 (t) 시점이 아닌 (t- ) 시점의 Composite-VWAP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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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t-  는  (t- ) 시점에서 KCMI 에 포함된 암호화폐 (i)의 복합볼륨가중평균가격 
(Composite-VWAP) 

) Q(it- ) 는 (t- ) 시점에서 KCMI 에 포함된 암호화폐 (i)의 순환 공급 

 

Roof-cap�weighting�

다우 존스 산업 평균 지수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Index)와 닛케이 지수 (Nikkei 
Index)는 각 구성 요소 가격에 비례하여 지수에 영향을 주는 가격가중지수(price-weighted 
index)이다. 이들 외에도 역변동성 가중치, 위험가중치 방식 등을 고려한 다른 산출방식이 
있다.  

모든 거래소가 거래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가중치 산출방식을 찾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모든 거래소의 데이터를 알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보며 가중치 산출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인덱스를 활용해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혹은 시장 전체 흐름을 벤치마킹 할 
것인가? 

현재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국내 시장의 투자 수익을 벤치마킹할 수 없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부 국내 거래소는 암호화폐의 거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페어 시장의 
거래 정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전체의 투자 수익을 벤치마킹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 인덱스이며 국내 시장에 대한 벤치마크인 roof-cap weighting 
계산 방법으로 KCMI 를 개발하는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더 의미 있는 가중치 계산 방법이 
사용된 한국 암호화폐 인덱스가 계속 개발될 것이다. 

Roof-cap 가중치는 시가 총액 가중치에 제곱근 변환을 적용한 값이다. 시가 총액 가중치는 미국 
S&P  지수, 홍콩 항셍지수, 영국 FTSE  지수와 같이 잘 알려진 주식 인덱스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년에 처음으로 가격 가중 평균법을 사용하여 주가 인덱스를 
발표했었으나 나중에는 시가 총액 가중 평균법을 채택하면서 새로운 KOSPI  지수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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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총액 가중 평균법에서는 더 비싸고 많이 거래되는 암호화폐일수록 시장 가치 변화가 
KCMI 에 더 큰 영향을 준다. 그 결과, KCMI 는 국내에서 가장 비싸고 많이 거래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VWAP 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암호화폐의 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일부 주식 인덱스와 같은 개별 구성 종목에 
가중치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항셍 지수는 각 구성 종목에 %의 상한선을 
적용한다. 이렇게 상한선을 적용하려면 단계별 접근법을 사용해야 하며, 모든 가중치 제한이 
충족될 때까지 각 암호화폐의 가중치를 줄여 나가야 한다. 

그러나 가중치 상한선을 적용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의 감소된 
가중치가 다른 알트코인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의 가중치가 과대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없이 %라는 임의적인 가중치 상한선을 부여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이 각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제곱근과 “roof-cap weight” 을 사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Pt 는 암호화폐(i)의 복합가중평균가격 (Composite-VWAP) 

) Qi  는 암호화폐(i)의 순환 공급 

) 제곱근 변환이 특정 암호화폐의 집중을 방지하는 것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가중치의 잠재적인 집중도를 투자자에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 WBTC 는 KCMI 인덱스에서 비트코인의 가중치 

) WETH 는 KCMI 인덱스에서 이더리움의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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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집중도 측정은 다른 알트코인들과 비교하여 KMCI 내 비트코인의 편입비중을 비교해 
산출한다. 

이더리움 집중도 측정 역시 다른 코인들과 비교하여 KMCI 내 이더리움의 편입비중을 비교해 
구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집중도가 높을수록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편입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위 개 암호화폐의 집중도를 계산하여 잠재적인 집중도를 명시한다. KCMI 는 상위 
개 암호화폐의 집중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 Wtop  는 KCMI 상위 개 암호화폐의 가중치(비중)의 합 

 

KCMI�divisor(제수)�

KCMI 제수는 KCMI 인덱스의 초기 값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KCMIi 는 처음 계산되는  시점의 KCMI 인덱스 값 설명을 위하여 KCMI 인덱스의 초기값은 
, 으로 설정한다. 

하나의 암호화폐가 다른 암호화폐로 대체되는 경우 KCMI 제수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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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t 는 (t) 시점에서 KCMI 에 포함된 암호화폐(i)의 시가 총액 

) MVt-  는 (t- ) 시점에서 KCMI 에 포함된 암호화폐(i)의 시가 총액 

) Divisort-  는 (t- ) 시점에서 KCMI 의 제수 

KCMI 에 새로운 암호화폐가 추가되거나 제거되는 경우 다음 공식을 적용하여 KCMI 제수를 
조정해야 한다. 

 
 

) MV 는 KCMI 에 포함된 암호화폐의 시가 총액 

) ΔMV 는 시가 총액의 변화 

 

암호화폐가�KCMI 의�구성�종목이�되기�위해서는�다음�기준을�모두�충족해야�한다�

. 국내의 일반 대중들이 투자할 수 있다. 

.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 암호화폐의 총 turnover (Price x Volume)이 한국에서 상위  위이다. 

.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 

. 국내 거래소가 관련 거래 데이터를 적시에 공개한다. 

일부 암호화폐 인덱스는 중앙화된 암호화폐를 구성 종목에서 제외한다. 

중앙화된 암호화폐 중 하나인 리플은 국내에서 거래량이 상위에 속한다. 따라서 중앙화된 
암호화폐라는 이유로 KCMI 에서 리플이 제외되는 경우에 국내 시장을 의미 있게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거래량이 많은 리플은 포함하고 다른 중앙화된 암호화폐는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화 되었다는 이유로 인덱스 구성에서 리플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배제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기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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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쌍�수의�상한�

이는 한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암호화폐의 수에 달려 있다. 기술적으로는 아래의 계승 함수를 
사용하여 최대 거래 쌍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주의해야할 사항은 배열순서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거래 쌍 BTC / ETH 와 ETH / 
BTC 은 뜻하는 바가 다르다. 거래 쌍 BTC / ETH 은 BTC 를 매수하고 ETH 를 매도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거래 쌍 ETH / BTC 은 ETH 를 매수하고 BTC 를 매도하는 것이다. 

사용하는 거래소에 따라서 이러한 거래 쌍의 개수가 실무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또한 암호화폐 
간의 장외 atomic swap 이 가능하려면 공통 해시 함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제약도 
존재한다.  

어떤�거래소를�포함시켜야�하는가?�

거래 데이터를 적시에 공개하고 국내에서 운영되는 거래소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국내의 외국계 거래소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의 거래 데이터를 따로 공개한다는 전제 하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만약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해외 데이터와 국내의 데이터가 
혼동이 일으키기 때문에 KCMI 는 국내 시장의 역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하드포크의�경우에는�어떻게�대처해야�하는가?�

구성 종목에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하드포크는 별도의 자산으로 취급해야 한다. 즉, 
하드포크는 새로운 암호화폐로 간주되며 KCMI 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포크 이전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새로운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계산과정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 만 개가 발행된 상태에서  비트코인알파 라는 새로운 암호화폐가 
하드포크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채굴을 통해 비트코인알파 , 만 개가 신규 발행될 경우, 
이는 비트코인 , 만 개가 아니라 비트코인 , 만 개와 비트코인알파 , 만 개로 
구분해야 한다.  

암호화폐는�거래가�중지되면�어떻게�해야�하는가?�

최대  일 동안 거래 중지를 유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만 해당 암호화폐가 다시 거래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상이 되는 경우, 가치를 으로 간주하여 인덱스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암호화폐 회사 또는 재단 등 발행의 주체가 파산이나 청산 신청을 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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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한국 암호화폐 시장 지수 (KCMI) 개발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개월 간 
진행되었다. 영문으로 먼저 나온 본 보고서는 한달 간의 번역과 감수 작업을 거쳐 년 월 
일반에 공개되었다. 

년 여름 전세계 펀드매니저들이 애용하는 투자정보 웹사이트인 Investing.com 은 
암호화폐를 주식, 채권, 외환, 부동산 등 주요 대분류 중 하나로 추가하였다. 이는 암호화폐가 
제도권 투자자들에게 투자 가능 자산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시카고선물거래소(CME)는 년 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해 제도권 거래소 최초로 
암호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월가를 비롯한 전세계 금융사들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암호화폐 ETF 도 승인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 시장은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에 있어 최소 / 에서 많게는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큰 거래 시장으로, 한국 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인덱스는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 
암호화폐 투자자와 펀드들에게 꼭 필요한 벤치마크(비교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 인덱스 펀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정확한 인덱스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날 것이다. 세계 시장 위인 한국을 바탕으로 전세계 
크립토 파이낸스를 주도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체인파트너스는 이같은 이유로 인덱스 개발에 
주목했다. 

KCMI 는 이미 한국의 주요 경제지와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은 물론 해외 
금융시장에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본 지수 개발은 홍콩 사모펀드 출신으로 현재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Joseph Hung 연구원이 주도하였으며, SK 증권,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로 우리나라 
증권가에서 비트코인 리포트를 처음 냈던 한대훈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장이 감수했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여러 금융권 종사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아직은 전세계 많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투기 문제를 차치하면 암호화폐가 갖는 빠른 환금성과 자산 유동화 가능성, 그리고 해외 
송금과 같은 가치 이전의 용이성 등의 장점은 분명히 실존한다. 따라서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제도권에 의해 채택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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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이 오면 우리의 연구가 빛을 발하기를 바라며, 그때가 그만 너무 늦게 도래해 현재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는 일만은 없기를 바랄 
뿐이다. 

마지막으로 기관이 참여해야만 시장이 효율적이게 된다. 현재는 기관 참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만 거래하니 시장이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비효율적인 시장에서는 작전이나 
심리에 의한 투자가 횡행할 수 밖에 없고 건전한 투자 환경이 꽃필 수 없다. 

하지만 분명 세상은 암호화폐를 채택할 것이다. 여러 정부가 규제를 내놓더라도 그 속도가 
늦춰질 뿐 암호화폐는 그 고유한 장점 때문에 반드시 널리 이용될 것이다. 그 세상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를 지속해 갈 것이다. 

아직 암호화폐 투자를 연구 하는 회사는 거의 없지만, 우리의 활동이 한국 금융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년 월 일 

㈜체인파트너스  
대표이사  표 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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