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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the Global X Blockchain ETF 
(BKCH) 
2021년7월14일Global X Blockchain ETF (BKCH)가 나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BKCH는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과 

발전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특히 해당 상품은 디지털자산채굴 (Digital Asset Mining), 블록체인 & 디지털 

자산 거래 (Digital Asset Transactions),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Blockchain Applications), 블록체인&디지털자산 

하드웨어 (Blockchain & Digital Asset Hardware) 그리고 블록체인 & 디지털자산 통합 (Blockchain & Digital Asset 

Integration)과 관련된 기업들에 주목합니다. 

Key Takeaways: 

 블록체인 기술은 기록을 수집 및 유지하는 분산된 접근방식으로써 중앙접근 방식 보다 더 정확성, 투명성, 

보안성 그리고불변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 이유는 불변의 분산화된 원장이 신뢰와 투명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중요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리걸 컨트렉트 

(스마트컨트렉트 기반 법률 계약), 공급망 추적 및 모니터링, 그리고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 및 공유 등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는 여전히 초기 발전 단계입니다만 아래 활동을 하는 기업들로 구분됩니다. 1) 디지털자산채굴 

(Digital Asset Mining); 2) 디지털 자산 거래 (Digital Asset Transactions); 3)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Blockchain Applications); 4) 블록체인&디지털자산 하드웨어 (Blockchain & Digital Asset Hardware); 

5) 블록체인 & 디지털자산 통합 (Blockchain & Digital Asset Integration). 

What is Blockchain Technology?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의 특별한 점은 

탈중앙화 또는 분산화된 원장 접근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는 일부 특정 권한 관리자가 데이터 

입력, 유효성 검증, 데이터 유지 등 모든 측면에서 데이터를 컨트롤 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접근방식은 

데이터가 “블록”에 기록되며 이는 P2P네트워크상에서 여러 참가자 및 노드에 분산되어 검증됩니다. 누구나 새 블록을 

생성하고 이전 블록에 연결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퍼블릭 블록체인에 만들수 있지만 합의 기반 검증방식은 데이터가 

기록된 후에는 아무도 편집하거나 위조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탈중앙화 원장의 장점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첫째,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동일한 데이터의 과거기록을 포함하여 

실시간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데이터의 완전 투명성을 의미합니다. 두번째,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이 거래는 한 사람 

또는 노드에 의해 복제, 손상, 수정 및 제거가 불가 합니다. 이런 불변성의 특징 때문에 이 기술은 보다 우수한 보안성과 

추적능력을 제공합니다. 세번째, 중앙 권한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제3자의 검증 또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아 중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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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블록)시작 – 노드로 구성된 P2P 네트워크 통해 블록 생성 – 블록 검증 (검증된 거래는 블로겡 저장되며 잠금(해시, 

Hash)되어 봉인됨 – 검증된 거래는 암호화폐, 스마트 컨트렉트, 공급망 관리, 의료 기록의 보안 및 공유, 국경을 넘는 자금거래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블록은 다른 블록들과 연결되어 체인을 생성 – 거래 완료 (네트워크 내에서 영구적이며 수정 불가) 

 
The Relationship Between Blockchain Technology & Digital Assets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 및 다른 디지털 자산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암호화폐는 암호화기술을 사용하여 화폐를 

생성하고 거래를 확인하는 교환 매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암호화폐이외 토큰화된 증권 및 암호화 

파생상품 등은 잠재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입니다. 모든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전되고 검증인 (예: 

디지털자산 채굴자)에 의해서 유효성을 확인하며 보통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집니다. 

 
비트코인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암호화폐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첫번째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여러가지 장점들로 인해 비트코인은 중앙화된 관리자가 없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투명하게 거래가 이뤄졌으며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해킹이나 변조가 발생하기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들이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가치저장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종 ‘디지털 금 (Digital Gold)’으로 설명됩니다. 

비트코인 이외에 여러가지 암호화폐가 존재하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의 이더는 

비트코인의 혁신을 기반으로 이더리움 거래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이더리움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블록체인 또는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아무도 제거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입니다. 누군가 

이더리움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더를 수수료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체불가토큰이란 의미의 NFT (Non-Fungible Tokens)는 현재 디지털 아트 및 수집품 세계에 

엄청난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NFT는 고유 아이템에 소유권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토큰을 의미 합니다i. NFT는 예술, 

수집물품 심지어 부동산까지 토큰화 할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한번에 한명의 소유자를 가지게 하며 이것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보호되어 아무도 소유자의 기록을 바꾸거나 새 NFT로 복사/붙여넣기 등을 할수 없게 만듭니다ii. 

이론적으로 NFT의 범위는 방대하고 독특하거나 소유권이 필요한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Top Cryptocurrencies by Market Capitalizationiii (as of Jun 24th, 2021). 

 
1) Bitcoin (비트코인) - $629 billion: 2009년 생성,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인터넷 세상에서 사용된 탈중앙화 

암호화폐. 
2) Ethereum (이더리움) - $227 billion: 2013년 제안, 2015년 생성,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이더 및 수천개의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이더리움 재단) 운영 기술. 

https://www.globalxetfs.com/
https://www.globalxetfs.com/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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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lobalxetfs.com/contact/
https://www.globalxetfs.com/news/
https://www.globalxetfs.com/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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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ther (테더) - $63billion: 2014년에 생성. 서계 첫번째 스테이블 코인으로써 미국달러 (USD)와 동일한 

가치를 모방. 
4) Binance Coin (바이낸스 코인): $47billion: 2017년 생성, 바이낸스 코인은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수수료를 낼때 사용되는 암호화폐. 
5) Cardano (카르다노) _ $43billion: 카르다노는 2017년에 생성, ADA토큰이 사용되며 토큰 보유자는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가 가능함. 따라서 소프트웨어 변경 제안관련 투표할 권한을 가짐. 
 

디지털 자산 전체 시가총액 (유통공급량 * 1단위당 가격)은 대략 $1.35 trillion 수준입니다. iv 

 

 
        디지털 자산 특성 1.탈중앙화 2.위변조 및 해킹 불가 3.익명성 4.제한된 수량 

Blockchain Use Cases Beyond Digital Assets 
 

이메일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한 방법인 것처럼 비트코인과 그 외 디지털 자산 역시 블록체인을 활용한  좋은 예시 중 

하나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투명하고 검증 된 거래와 불변 데이터 입력 및 기록 보관 기능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산업 

또는 부문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점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기관들은 2021 년 블록체인 

솔루션에 $6.6billion을 지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 년보다 50 % 증가한 수치이며 2024 년까지 

블록 체인 솔루션에 대한 총 지출은 연평균 48 % 수준인 $19billion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v,vi 

 
블록체인이 어떻게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록 보관방식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두 

거래 상대방이 각각 본인들의 원장을 보유 및 관리하여 거래를 관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체와 납품업체들은 서로 

인보이스, 대납물품, 배송, 재고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에게 전달하여 관리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으면 골칫거리가 되곤 합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는 거래 상대방을 비롯하여 모든 그룹이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하며 데이터와 거래의 정확성, 과거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 됩니다. 

 
아래 블록체인이 공급망, 헬스케어 데이터, 스마트 컨트렉트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globalxetf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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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Supply Chain): 공급망에 있어서 투명성은 오늘날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 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본인들이 사는 제품이 회사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되는지에 대해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공급망 과정을 추적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소요가 많이 드는 작업이라 기업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기록 원장은 안전하고 쉽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블록체인은 특히 오류가 났을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슈퍼에서 

판매하는 음식품은 상품일 뿐 아니라 공중 위생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2019년 미국에서 

발생한 로메인 상추 대장균 사건과 같은 오염된 식품 운송 사건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 사건 

이었습니다. 식료품 업체 입장에서는 과거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전체 재고를 다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기술을 사용하면 오염된 재고의 발원지를 신속하게 추적하여 오염되지 않은 재고를 보전하여 

더 이상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합니다. 

 
 의료기록 추적 (Healthcare Tracking): 오늘날 환자 건강 기록은 여러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종이와 

전자의료기록 (EHRs, electronic health records)가 뒤섞인체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저장 상태에 

따라 환자의 과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각화 하고 공유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자의료기록은 최근 

많은건 의료제공업체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중앙화된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런 

중앙화된 구조는 시스템이 거대해질 수록 시스템의 특정 단계에서의 에러 발생시 데이터 이동에 병목현상 등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vii 

 
의료기록은 고유 환자 식별자를 사용하여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되고 환자는 자신의 기록에 접근이 

가능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실시간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컨트렉트 (Smart Contracts): 스마트컨트렉트는 미리 정해놓은 규칙과 프로세스를 통해 어떠한 

블록체인 거래가 일어날지를 정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만약 ~ 이렇게 된다면” 이라는 조건 뒤에 

“그렇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구조로 짜여집니다. 이런 자동화된 구조는 구성원들이 미리 결정된 모든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행이 되므로 스마트컨트렉트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결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컨트렉트의 예시로 디지털 아트 판매, 자금 이동, 부동산 소유권 이전, 보험청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거래가 완료되면 모든 기록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므로 변경 / 제거가 불가하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기록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컨트렉트는 서류 작업이 없고 에러조정 시간이 없으므로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거래는 암호화된 메커니즘으로 보호되며 분산되고 투명하기 때문에 거래 참가자들의 온전한 신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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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Sub-Themes Involved in The Blockchain Ecosystem? 

암호화폐의 급속한 성장과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높은 기대로 투자자들은 블록체인 테마 투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공개 (IPO)가 

빨라지고 비지니스 모델 변경되고 시가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 이런 테마와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총 5개의 하위 테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디지털자산채굴 

(Digital Asset Mining), 2)블록체인 & 디지털 자산 거래 (Blockchain & Digital Asset Transactions), 3)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Blockchain Applications), 4) 블록체인&디지털자산 하드웨어 (Blockchain & Digital Asset 

Hardware), 5) 블록체인 & 디지털자산 통합 (Blockchain & Digital Asset Integration). 

Digital Asset Mining (디지털 자산 채굴) 은 다양한 블록체인 원장에 디지털 자산 거래를 검증하고 거래를 

블록체인 원장에 추가하는 회사 또는 디지털 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기술을 생산하는 회사로 구성이 됩니다. 

 Examples: Marathon Digital Holdings, Riot Blockchain, Hive Blockchain, Argo Blockchain, 
Bitfarms, Hut 8 Mining, Bit Digital, Bit Mining, CleanSpark 

암호화폐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거래를 검증하는 대신 인센티브로 거래 대상 디지털 자산 또는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암호화폐 보상을 극대화 하기 위해 채굴 전용 컴퓨터를 활용하는 등 디지털 자산 채굴업체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채굴된 암호화폐 입니다.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수학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채굴 전용 기기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수학 문제는 해싱 (Hashing)이라고 알려진 프로세스인 

64자리 16진수를 생성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채굴자들은 보상으로 블록을 엇습니다. 현재 블록은 평균 10분마다 

해결되어 생성되며 블록당 6.25비트코인을 제공합니다. 비트코인가겨에 따라 연간 보상 수익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하나의 가치가 $5만달러일 경우 채굴자들이 창출하는 연간 수익은 약 $164억달러가 됩니다.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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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자가 받는 보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감기라는 이벤트를 통해 변화하게 됩니다. 매 210,000블곡이 생성될 때마다 

또는 대략 4년마다 비트코인 채굴자에게 거래 처리를 위해 부여되는 블록이 절반으로 줄어 듭니다.  다음 반감기 이벤트는 

2024년 봄 경에 발생할 것이며 각 블록 보상이 3.125 비트코인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한정되어 있어 반감기는 꼭 필요한 이벤트 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발행량은 약 1,870만개 이고 최대 

발행량은 2,100만개 입니다. 현재 속도로 보면 여러 반감기를 거쳐 향 후 남은 230만개의 비트코인 채굴은 2140년에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ix,x 

현재 비트코인의 메커니즘에 따르면 2,100만개가 전부 채굴되고 나면 채굴자들의 수익은 거래수수료만 남게 됩니다. 

암호화폐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를 통해 비트코인이 외부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할 경우 보통 “채굴” 또는 “네트워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송금하는 거래를 일으킬 때에는 채굴 수수료를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xi 다만 

이러한 수수료는 현재 채굴자 수익의 6.5%에 불과합니다. xii 비트코인채굴 수수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요/공급에 

다라 달라집니다. 비트코인 블록크기는 1메가바이트 (1MB)이며, 이는 채굴자가 각 블록 (10분마다 생성되는) 에 대해 

1MB 상당의 거래만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검증 대기중인 거래수가 한 블록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굴자는 위에서 설명한 가장 높은 비트코인 채굴 수수료를 책정하여 제공하는 거래를 우선순위로 

지정하여 검증합니다. 

채굴자들의 비용은 전기료, 컴퓨터 시스템 비용 그리고 기타 사업 운영 비용입니다.  전기료 측면에서 채굴자들은 전기료 

비용 최소화를 위해 전기료가 저렴한 곳에 위치하거나 사용량이 적은 시간데에 채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평균적으로 새로운 태양광 발전 그리고 육상 풍력은 기존의 석탄 발전소를 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여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재생 에너지 사용을 보다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xiii 대략 채굴자들의 76%가 재생에너지와 기존 에너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xiv 도한 비트코인의 전기 소비량 (연간 

87.7 TWh)은 전세계 총 전기 소비량의 0.40%에 불과 합니다.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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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 Digital Asset Transactions (블록체인 & 디지털 자산거래) 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 

거래소, 사무수탁, 지갑 / 지불창구 (payment gateway) 관련 회사가 포함됩니다. 

 Examples: Coinbase Global, Square, PayPal, Voyager Digital, Greenbox POS 

디지털 자산 지갑 및 거래소는 고객이 다양한 디지털 자산간에 거래 및 디지털 자산과 법정 화폐 (Fiat currencies)간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입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매수/매도 뿐 아니라 수탁 및 담보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수수료 (건당 거래 수수료, 인출 수수료) 종류, 거래 가능한 

디지털 자산 종류, 최대 거래 가능 금액, 지역 등에 따라 다변화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 중에서 비트코인은 현재 

가장 많이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이며 디지털 자산 전체 시가총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수천개의 디지털 자산 중에 하나 일 뿐입니다.xvi  

이러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이외에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성장하여 기존의 많은 핀테크 회사들도 암호화폐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Square는 2018년 CashApp을 통해서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에 따른 누적 매출액은 대략 $88억달러에 달하며 2021년 1분기에만 35억달러의 매출, 

$7500만 달러 순이익을 달성하며 전체 회사 수익의 8%를 차지하였습니다.xvii 
 

 
Coinbase: 4,300만 명의 개인 고객과 7,000 명의 기관고객을 보유한 암호화폐 거래소. Coinbase는 현재 시장의 약 

11 %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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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 2018년 Cash App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출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누적 매출은 88억 달러. 

2021년 1분기에만 35억 달러의 매출과 7,5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 

PayPal: 2020년에 암호화폐 거래를 도입. 3억 이상의 사용자 중 약 20% 가량이 앱을 통해 암화화폐를 거래함.  

Voyager Digital: 암호화 자산 브로커로서 100만 명 이상의 검증된 사용자와 계정에 33억 달러의 암호화 자산 보유. 

Greenbox POS: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솔루션 제공 업체. 토큰화된 자산을 거래, 기록 및 저장할 수 있음.  

 

PayPal은 2020년에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서비스 론칭 이후 해당 페이팔 사용자 중 거의 20%인 3억명 

이상이 앱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를 했습니다.xviii Voyager 및 Coinbase와 같은 회사들은 암호화폐 거래에만 집중하는 

네이티브 지갑 및 거래소라는 점에서 차별화 됩니다. 2020년말 기준 코인베이스는 4300만명의 개인 고객들, 7천개 

이상의 기관들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보아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적극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ix 코인베이스는 고정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의 몇 프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인베이스 개인 고객들의 평균 수수료는 1.4%, 기관  고객들은 0.1% 였습니다.xx 

Blockchain & Digital Asset Hardware (블록체인 & 디지털 자산 하드웨어) 에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관련 

비지니스에 사용되는 인프라 및 하드웨어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Examples: Nvidia, Northern Data, Ebang International Holdings, Canaan 

암호화폐 채굴자들의 자본지출 (Capital expenditures, CapEx)은 주로 최첨단 기술이 탑재된 하드웨어 확보에 

사용됩니다.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CPU (중앙처리장치), 마더보드, 메모리와 저장소와 같은 고성능 특수 컴퓨터입니다. 

채굴자들은 어떤 그래픽카드나 GPU (그래픽처리장치) 또는 ASIC칩 (응용프로그램별 집정회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능력이 차별화 됩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의 성능은 암호화폐 채굴에 필요한 복잡한 수학 문제를 누가 더 빨리 푸는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채굴자들은 전력, 냉각, 보안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데이터센터에 채굴기계 등 하드웨어 장비를 보관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채굴자들과 이익공유 계약에 추가로 호스팅 및 

엔지니어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Blockchain Applications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에는 스마트컨트렉트와 같이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기술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이 개발 및 유통과 관련된 회사들이 해당됩니다. Blockchain & Digital 
Asset Integration  (블록체인 & 디지털 자산 통합) 은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기술의 채틱 및 활용을 위한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해당됩니다. 

 Examples: BC Technology Group, SOS Ltd., Overstock.com, Future FinTech Group, Diginex, 
Galaxy Digital, BIGG Digital Assets 

블록체인 기술은 이커머스와 같이 다른 산업 영역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Future Fintech Group 는  이더리움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인 Cloud Chain Mall을 론칭하였습니다. 이커머스 사업자인 Overstock.com은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쉽을 

통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저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소수점 단위의 

금액이라도 안전하게 보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Overview of the Global X Blockchain ETF (BKCH) 

Global X Blockchain ETF (BKCH) 은 Solactive Blockchain Index를 추종하여 보수 차감전 자본수익 / 

배당수익을 추구합니다.  BKCH는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과 발전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특히 해당 

상품은 디지털자산채굴 (Digital Asset Mining), 블록체인 & 디지털 자산 거래 (Digital Asset Transactions),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Blockchain Applications), 블록체인&디지털자산 하드웨어 (Blockchain & Digital Asset 

Hardware) 그리고 블록체인 & 디지털자산 통합 (Blockchain & Digital Asset Integration)과 관련된 기업들에 

주목합니다. 

https://www.globalxetfs.com/
https://www.globalxetfs.com/research/
https://www.globalxetfs.com/about/
https://www.globalxetfs.com/contact/
https://www.globalxetfs.com/news/
https://www.globalxetfs.com/privacy/
http://www.globalxetfs.com/funds/b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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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BKCH를 하위테마별로 구분해보면 디지털자산채굴에 38%, 블록체인&디지털자산거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테마가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장 발전해 있는 분야이며 가장 큰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회사들의 매출은 

암호자산의 가격에 기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사는 향 후 이러한 회사들은 암호화폐 가격 특히 비트코인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 발전하여 암호화폐 이외의 산업에도 많이 

수용되고 접목된다면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과 블록체인 & 디지털자산 통합 관련 회사들의 비중이 포트폴리오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Conclusion 

디지털화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등장으로 전통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고 이는 산업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1조달러를 넘어서면서 수용이 가속화되고 있고 새로운 암호화폐 기반의 경제가 전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시작을 알렸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산업의 다양한  부문에 걸쳐 보급 및 진화하고 

있습니다. xxi  

https://www.globalxetfs.com/
https://www.globalxetfs.com/research/
https://www.globalxetfs.com/about/
https://www.globalxetfs.com/contact/
https://www.globalxetfs.com/news/
https://www.globalxetfs.com/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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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 involves risk, including the possible loss of principal. The investable universe of companies in which BKCH may invest may be limited. 
Narrowly focused investments typically exhibit higher volatility. Investments in blockchain companies may be subject to the following risks: the 
technology is new and many of its uses may be untested; theft, loss or destruction of key(s) to access the blockchain; intense competition and 
rapid product obsolescence; cybersecurity incidents; lack of liquid markets; slow adoption rates; lack of regulation; third party product defects or 
vulnerabilities; reliance on the Internet; and line of business risk. Blockchain technology may never develop optimized transactional processes 
that lead to realized economic returns for any company in which the Fund invests. International investments may involve risk of capital loss from 
unfavorable fluctuation in currency values, from differences i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or from social, economic or political 
instability in other nations. BKCH is non-diversified. 

Shares of ETFs are bought and sold at market price (not NAV) and are not individually redeemed from the Fund. Brokerage commissions will 
reduce returns. 

Carefully consider the Fund’s investment objectives, risks, and charges and expenses before investing. This and other information 
can be found in the Fund’s summary or full prospectuses which may be obtained at globalxetfs.com. Please read the prospectus 
carefully before investing. 

Global X Management Company LLC serves as an advisor to Global X Funds. The Funds are distributed by SEI Investments Distribution Co. 
(SIDCO), which is not affiliated with Global X Management Company LLC or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Global X Funds are not 
sponsored, endorsed, issued, sold or promoted by Solactive AG, nor does Solactive AG make any representations regarding the advisability of 
investing in the Global X Funds. Neither SIDCO, Global X nor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are affiliated with Solactive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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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bid. Ethereum.org, “Non-Fungible Tokens (NFT),” accessed on Jun 21, 2021. 
iii CoinMarketCap, accessed on Jun 24, 2021. 
iv CoinMarketCap, accessed on Jun 17, 2021. 
v IDC, “Global Spending on Blockchain Solutions Forecast to be Nearly $19 Billion in 2024, According to New IDC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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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Coinbase, “What are miner fees and does Coinbase pay them?,” accessed on Jun 16, 2021. 
xii Decrypt, “What Will Happen to Bitcoin After All 21 Million are Mined?,” Apr 20, 2021. 
xiii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Renewables Increasingly Beat Even Cheapest Coal Competitors on Cost,” Jun 2, 
2020. 
xiv Riot Blockchain, “Riot Corporate Presentation,” May 27, 2021. 
xv University of Cambridge Judge Business School, “Total World Production & Consumption,” accessed on Jun 21, 2021. 
xvi CoinMarketCap, (n2). accessed on Jun 17, 2021. 
xvii Square, “Q1 2021 Shareholder Letter,” May 6, 2021. 
xviii Coindesk, “Almost 20% of PayPal Users Have Used App to Trade Bitcoin, Mizuho Says,” Dec 1, 2020. 
xix Coinbase, “Coinbase Business Model,” accessed on Jun 17, 2021. 
xx Ibid. 
xxi Note: Global cryptocurrencies surpassed $1 trillion on Jan 7, 2021. 

https://www.globalxetfs.com/
https://www.globalxetfs.com/research/
https://www.globalxetfs.com/about/
https://www.globalxetfs.com/contact/
https://www.globalxetfs.com/news/
https://www.globalxetfs.com/privacy/

	The Relationship Between Blockchain Technology & Digital Assets
	Top Cryptocurrencies by Market Capitalizationiii (as of Jun 24th, 2021).

	Blockchain Use Cases Beyond Digital Assets
	What Are the Sub-Themes Involved in The Blockchain Ecosystem?
	Overview of the Global X Blockchain ETF (BKCH)
	Conclusion
	Carefully consider the Fund’s investment objectives, risks, and charges and expenses before investing. This and other information can be found in the Fund’s summary or full prospectuses which may be obtained at globalxetfs.com. Please read the prosp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