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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과기부 주관, ICT 이노베이션 블록체인 강의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교육컨텐츠 기고

- 한국경제신문 칼럼니스트

- 유튜버, 대니월드(암호화폐 연구소)

- 블록체인 자문 및 컨설팅 교육

[강의이력]

- 대검찰청, 우리은행, 국민은행, 한양대학교, 전남대학교,

- 과기부 주관 ICT이노베이션 블록체인 강의 외 다수

[이전경력]

- 티코노미(tconomy.io) 블록체인 칼럼니스트

- 블록체인 스타트업 대표(여행앱 서비스)

- 이스트소프트(알약 S/W 백신 개발사)

- Avaya(Nortel) CTI 개발자

- 다수의 홈페이지 개발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

• 상세프로필 https://kimsfamily.kr/414

• 이메일 dannykim@kakao.com

김동환(Danny Kim)

https://kimsfamily.kr/414
mailto:dannykim@kakao.com


대니월드

목차

1. 가상자산시장의현주소

2. 2023년시장전망

3. 2023년가상자산시장전망

4. 경기침체시투자전략



대니월드

가상자산시장의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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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체 생태계(1~30위) + @

Coingecko.com기준(2022.11.14)

비트코인계열 이더리움계열
Layer 1 메인넷(이더리움경쟁체인)

금융및기타 스테이블코인

거래소코인

Layer 2 or 이더리움포크

이더계열 Dapp, erc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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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 생태계

Pow 채굴 계열

Pos 계열

토큰홀더

채굴자 투자자

개발생태계 투자자

개발생태계

1. 이더리움등의스마트컨트랙트개발이
가능한메인넷플랫폼

1. Dapp생태계

1. 비트코인포크
2. 비트코인계열의마이닝

1. 거래소
2. 파생상품

@ Dex(DeFi)
이더리움등

1. 거래소
2. 파생상품
3. Dex(DeFi)

검증인,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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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생태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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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29 코인게코 기준

2022.9.29

원화로 약 231조원

원화로 약 534조원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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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난이도, 가격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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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반감기

•2009년~2012년 : 1 블록당 50개
•2013년~2016년 : 1 블록당 25개
•2017년~2020년 : 1 블록당 12.5개
•2021년~2024년 : 1 블록당 6.25개
•2025년~2028년 : 1 블록당 3.125개
•2029년~2032년 : 1 블록당 1.5625개
•2033년~2036년 : 1 블록당 0.78125개
•2037년~2040년 : 1 블록당 0.390625개
•2041년~2044년 : 1 블록당 0.1953125개
•2045년~2048년 : 1 블록당 0.09765625개
•2049년~2052년 : 1 블록당 0.048828125개
•... (계속) ...
•2140년 : 채굴 보상 없음, 수수료 보상

채굴 보상이 끝나면?

블록보상 [6.25]

수수료보상[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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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생태계

$ 161B

$ 33B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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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 생태계(DeFi)

https://defillama.com/

https://defillam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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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 생태계(DeFi Terra 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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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 생태계(DeFi Terra 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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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 생태계(스테이블코인)

$5B

USDT

USDC

BUSD

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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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 생태계(NFT market)

https://www.theblock.co/data/nft-non-fungible-
tokens/marketplaces/nft-marketplace-monthly-volume

$5B

$1B

https://www.theblock.co/data/nft-non-fungible-tokens/marketplaces/nft-marketplace-monthly-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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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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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최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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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USD/KRW) 최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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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채권 2년물 최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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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최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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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채 10년/2년물 역전현상

닷컴버블붕괴
리만사태

2022년 7월~



대니월드

2023년 경기침체 현실화??

미국채 10년물

미국채 2년물

미국채3개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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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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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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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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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1 메인넷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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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 Market

CODE IS LAW CODE IS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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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ingecko.com/en/categories/stablecoins

스테이블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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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 승자는?

$5B

USDT

USDC

BUSD

DAI

CBD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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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e Coin

https://www.coingecko.com/en/categories/stablec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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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https://www.coingecko.com/en/categories/non-fungible-tokens-nft

https://www.larvalabs.com/cryptopunks

https://www.coingecko.com/en/categories/non-fungible-tokens-nft
https://www.larvalabs.com/cryptopunks?utm_source=DappRadar&utm_medium=deeplink&utm_campaign=visit-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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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DAO)

https://www.coingecko.com/en/categories/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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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Play to Earn)

https://www.coingecko.com/en/categories/play-to-earn

gaming, entertainment, sports, NFTs, and enterprise.

https://web3.career/country-general-manager-polygon/35192

https://www.coingecko.com/en/categories/play-to-earn
https://web3.career/country-general-manager-polygon/3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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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1. BTC Price

2. 이더리움생태계의방향성

3. Layer1 메인넷경쟁심화

1. Meme Coin

2. NFT market 확장

3. DAO
4. P2E 에전통게임산업의참여

1. 각 나라의 규제
2. CBDC 계속 진행중..
3. 기존 플랫폼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수용 확대

가격 및 인프라 생태계 진화

외부환경의 변화

경제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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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사리리포트

https://messari.io/pdf/messari-report-crypto-theses-for-2022.pdf

메사리 리포트 2023

?

https://messari.io/pdf/messari-report-crypto-theses-for-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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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침체 시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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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딩 (Long / Short)

https://www.binance.com/en/futures

https://www.binance.com/en/fu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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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매수

70,000

1차 익절

2차 익절

매수구간

120,000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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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리밸런싱

1. 예금(현금) 2. BTC 3. ETH 및 알트코인

4. 주식 및 ETF상품(채권, 인버스 등) 5. 부동산, etc..??

6.5%

6. 무손실 수익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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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렌시아 – 회복의 장소

헤밍웨이 – 퀘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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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파도들이 일어나고 가라앉게 두라.

너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너는 바다 그 자체이므로
[인도 경전 아슈타바크라 기타]

경기침체시기를 대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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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대니월드 암호화폐 연구소) : https://www.youtube.com/@dannyworld

텔레그램(대니월드 암호화폐 연구소) : https://t.me/DannyCryptoWorld

블로그 : https://kimsfamily.kr/
이메일: dannykim@kakao.com

https://www.youtube.com/@dannyworld
https://t.me/DannyCryptoWorld
https://kimsfamily.kr/
mailto:dannykim@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