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참여 기업 소개 

기업명 ㈜스트리미

기업 소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블록체인 금융 시대의 리더”

스트리미는 2015년 창사 이래 초지일관 블록체인 금융(“가치의 인터넷”)의 대중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전념해 왔습니다.

스트리미는 “가치의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크립토 퍼

스트(crypto-first)종합 금융사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스트리미는 ‘비트코인’이라는 ‘돈’의 민주적인 실험과 ‘블록체인’이라는 ‘신뢰 정보 인터넷’ 

기술로 세상을 보다 낫게 바꾸려는 업계 최고의 혁신가들이 모인 곳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매료된 다양한 배경의 혁신가들이 보다 나은 금융을 만들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이란 인터넷과 같이 열려있고, 빠르고, 혁신적인 금융 

네트워크 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폐쇄적 전용망을 기반으로 한 금융이 블록체인을 통하여 인터넷과 같은 열린 금융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시장을 선도한다.

- 세상에 파급력 있는 문제에 집중한다.

- 길게 보고, 깊게 고민하여, 빠르게 실행한다.

- 최고의 인재들이 최고의 팀웍을 만든다.

-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통해 배움으로써 혁신을 이루어낸다.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이익보다 유저의 효용을 우선시한다.

- 높은 도덕적 기준을 견지한다.

- 이익이 아닌 대의를 위하여 연대한다.

- 상호 호혜 및 공정의 원칙에 기반하여 협력한다.

여정을 즐긴다.

- 함께 성장하며 성취한다.

- 서로를 아끼고 존중한다.

- 영감을 공유한다.

-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율적으로 일한다.

(출처) 스트리미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참고

연혁 
2015. 스트리미 설립

      비트코인 송금 솔루션 StreamWire POC 완료 



      신한은행 및 엔젤시드 투자자들로부터 Seed 투자유치

 2016. Digital Currency Group (DCG) & Fenbushi Capital 참여 Pre-Series A 투자.   

       유치 

      Liquid 컨소시엄 가입 및 개발 

      MEDICI 가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혁신적인 7대 블록체인 기업 

      StreamWire 시스템 완성

2017. 홍콩 외화송금 라이센스 취득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EEA) 공식 회원사 가입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GOPAX) 출시 

      GOPAX 누적 회원수 10만명 돌파

2018. GOPAX 일 거래량 3천억원 돌파

      GOPAX거래량 순위 국내 3위. 세계 15위 등극 및 누적 회원 수 20만 돌파

      가상자산 상장 원칙 공개

      가상자산 거래소 중 세계 최초로 ISO/IEC 27001 인증 취득

      한국 블록체인 기업 중 최초로 ISMS인증 취득 주요 거래소 중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방지 및 AML 실적 우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다스크 (DASK) 공식 출시 및 15개의 사업 집행기관 고객    

       확보

2019. GOPAX 누적 회원수 30만 돌파,

     가상자산 범죄 근절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주요 거래소 중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방지 및 AML 실적 우수

      유경PSG자산운용 & Strong Ventures 등 참여 Series A 투자유치

2020. 리퀴드 (Liquid) 상임 위원으로 선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창 정보보호 공시 제도 우수기업 선정 

     하반기 흑자 기록

 2021. GOPAX 누적 회원 수 60만명 돌파

     DCG 전략투자 유치

                                                 (출처) 스트리미 공식 홈페이지 참고

기업 

소개사진

                                                 (출처) 스트리미 공식 홈페이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