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참여 기업 소개 
  

기업명 두나무 

기업소개

금융과 기술이 만나는 그 곳에 두나무가 있습니다.

2012년 설립된 두나무(대표 이석우)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 국민 증권 애플리케이션 ‘증권플러스‘, 국내 대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 NFT 거래 플랫폼 ‘업비트 NFT’,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내 1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 증권, 자산관리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혁신 서비스, 뛰어난 기술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 1,000억 규모 투자 발표, 자회사 람다256 출범 등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2024년까지 1,000억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ESG 경영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 업비트]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2017년 10월 오픈한 이래, 
투명하고 편리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며 업계를 선도해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다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인마켓캡 24시간 거래량 기준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중 1위로, 2위와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총 957만 220건 설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가 집계한 2021년 대한민국 모바일 앱 트렌드 신규 설치 TOP10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수준의 AML시스템과 ISMS와 ISO 인증을 모두 확보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빠르게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장 쉽고 빠른 증권 서비스 - 증권플러스]

구독 시스템, 유저랭킹 시스템, 보유 증권 계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 등 기존의 증권 

서비스와 차별화된 모바일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투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권플러스'는 누적 다운로드 수 600만명, 누적 거래액 187조를 기록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통합 거래 플랫폼 - 증권플러스 비상장]

유망주부터 유니콘 기업에 이르기까지 6,000개 이상의 비상장 종목을 보유한 

'증권플러스 비상장'입니다. 기존에 고객들이 일일이 찾아봐야 했던 기업의 주요 정보 



및 5개년 재무 데이터와 IPO 일정, 기준가 등을 제공하며 모두가 믿고, 안전하게 

비상장 거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NFT 거래 플랫폼 - 업비트 NFT]
업비트 NFT Beta는 거래 지원 검토 과정을 통과한 검증된 NFT만 거래되는 큐레이티드
마켓으로 2021년 11월 Beta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드롭스(Drops)’와 ‘마켓플레이스
(Marketplace)’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롭스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창작자들이 
발행한 NFT가 잉글리시 옥션과 더치 옥션, 고정가 판매 방식으로 경매되며 향후 스포츠, 
방송, 패션, 게임 일러스트 등 다양한 영역의 NFT를 계속 선보일 예정이며 마켓플레이스
에서는 드롭스에서 낙찰 받은 NFT 및 업비트의 NFT 에어드롭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NFT를 거래할 수 있고 거래 수수료의 일부는 창작자에게 분배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
됩니다. 업비트 회원들과 창작자를 ‘업비트 NFT beta’로 연결, 창조적 잠재력을 디지털
로 실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후원 등 창작자 지원
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화상 채팅 기능 결합 메타버스 플랫폼 - 세컨블록]
세컨블록(2ndblock)은 국내 최초 화상 채팅 기능을 결합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2021년 
11월 Beta 서비스로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기존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과 달리 화상 채팅 
기능을 접목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낮추고 현실에서의 확장성을 극대화했으며, 직관적
이고 간편한 2D 기반 UI(User Interface)로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고 사용성을 강화했습
니다. 또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 최대 인원의 동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현해, 한 공간 내 최대 1,000여명까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활용성
이 매우 뛰어나 작게는 사적 모임, 대학 강의나 기업 회의에서부터 크게는 전시회, 콘서트
에 이르기까지 컨셉과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공간을 개설하고, 모객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더 정교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입니다.

연혁

2012. ~ 2014.

두나무 주식회사 설립

케이큐브벤처스(현 카카오벤쳐스) 투자유치

증권플러스 for kakao 런칭

퀼컴벤처스 / 우리기술 투자 투자유치

카카오 투자유치 / 다음금융 서비스 일임계약

증권플러스 for kakao → 카카오증권 공식 명칭 변경

카카오증권 MAP 서비스 런칭

2015. ~ 2017.

카카오증권 → 카카오스탁 공식 명칭 변경

국내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 출범

2018.

투자 전문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 설립

글로벌 블로체인 전문 연구소 람다(Lambda)256 오픈

국내 최초 디지털 자산 인덱스 ‘업비트 디지털 자산지수(UBCI)’ 오픈



업비트 오픈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 공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8 (UDC 2018)’ 개최

업비트, ISMS 인증 획득

업비트, 정보보안 국제표준 IOS 3개 부문 동시 인증 획득

2019.

람다(Lambda)256, 루니버스 정식 오픈

업비트,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 공시 제도 도입

두나무와 두나무파트너스 26개 기업에 550억원 투자 실적 공개

카카오스탁 → 증권플러스로 리브랜딩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9 (UDC 2019)’ 성황리에 개최

국내 최초 비상장 주식 통합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 출시

2020.

두나무 이석우 대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3대 신임 부회장 취임
증권플러스 누적 거래액 100조 돌파
2021.

국내 최초 ‘디지털 자산 공포-탐욕 지수’ 출시
업비트 ISMS-P 인증 획득, 제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ISO 27701)획득
업비트 NFT 서비스 론칭 (Beta), 메타버스_세컨블록(2ndblock) 서비스 론칭 (Beta)
두나무, 본격적인 ESG 경영 활동 시작, 1,000억 투자 선언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공식 출범

진로체험 

프로그램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금융의 이해와 역사

- 디지털 금융의 개념과 이를 이끄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융과 기술의 

결합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고, 향후 금융 생활을 위해 준비해야 

할 디지털 역량을 찾아봅니다. 

○ 디지털 금융 /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 인공지능의 개념과 발전과정을 알아보고, 경제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를 살펴봅니다. 

○ 디지털 금융 / “빅데이터”는 미래의 석유

- 우리 생활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경제금융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살펴봅니다.  

○ 디지털 금융 / “블록체인” 새로운 화폐의 기준이 될까?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 생활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사례를 

알아봅니다. 향후 블록체인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 상상이 현실이 되는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 

- 메타버스의 개념과 그 기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타버스를 주도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살펴보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 우리 생활 속 메타버스 활용 이야기

- 경제금융,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의 활용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향후 미래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함께 살펴봅니다. 

○ NFT, 짤도 돈이 된다?

- NFT의 개념과 최근 주목받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리 생활에서 NFT의 

활용 사례와 향후 발전과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봅니다. 

○ 나의 기업 만들기 사업 아이템을 찾고 기업을 만들자

- 향후 미래 세상을 어떻게 변화할지 함께 상상해보고,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준비해야할 것들을 알아봅니다. 

기업 

소개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