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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do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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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cies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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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1,000달러 돌파 실패...주요 암호화폐 하락세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2019.08.14 ~ 2019.08.21

단위 : USD

세계은행, 2차 이더리움 블록체인 채권 발행

블록체인 미디어 코인 데스크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호주 커먼웰스은행

(CommBank)과 함께 ‘본드 아이(Bond-i)’라는 블록체인 기반 채권 5,000만 호주달

러(약 410억 원) 어치를 새로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 월 1차 발행된 본드

아이는 발행과 거래를 모두 블록체인 상에 기록한 최초의 채권이다. 1차 채권

의 성공 발행 및 유통 거래 이후 이어진 이번 발행은 자본 시장의 블록체인 기술

실험과도입확대가지속되고있다는 점에서주목할만하다. 발행에참여한코먼

웰스 은행의 소피 길더(Sohpie Gilder) 수석은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인프라보다

높은효율성, 투명성, 리스크관리수준을보임에따라향후결제, 자산운용, 규제

준수부문의효율화를위해기능을추가할것＂이라고밝혔다.

中 차이나데일리 ＂CBDC, 리브라보다 빨리 출시될 수도“

중국관영영자지차이나데일리는 20일중국이자국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위해다양한방식을테스트중이라고밝혔다. CBDC 도입이가능한수준으

로 프로젝트가 순항할 경우 리브라 보다 빨리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

다. DBS 그룹의분석가신디왕은 “알리페이와위챗페이가중국전자상거래결제

의 90%를차지하는가운데이들이보유한모바일결제계좌의자금이외부로유출

되는사례가있다”면서 “중국정부가 CBDC 발행을통해이러한자본유출을막고

자금 출처관리를할 경우알리페이 ·위챗페이 같은 민간결제 서비스가 위축될

소지가있다＂라고전망했다

오스트리아 통신 공룡, 암호화폐 결제 지원

코인 데스크 보도에따르면 오스트리아 통신사 A1은 일부 매장에서 암호화폐결

제 테스트를진행한다. 향후 A1 가입자는대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스텔라및

XRP 등 5종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 A1결제는 기존의 현금 없는 결제 방식

외에도 A1 고객이 8월 말 중국 결제 사업자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이용한 서비

스 요금을지불하는등암호화폐이외에도다양한결제옵션을지원할예정이다.

A1은오스트리아전역의약 160만개의모바일과 210만개의유선통신을제공하는

최대통신업체다.

지난주 비트코인 ETF 승인 연기로 하락세를 보이던 주요 암호화폐는 이번
주 상승장과 하락장을 반복했다. 비트코인은 주말 이후 1,300만 원 선을 회
복했으나 심리적 저항선인 11,000달러 선을 넘지 못하면서 하락세로 돌아
섰다.
이번 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평균은 전주 대비 6.43% 감소한 2,758
억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량 평균은 전주 대비 14.34% 증
가한 621억달러를기록했다.



빗썸 주간 거래 점유율

순위 코인명 Symbol 거래점유율(%) 전주 대비

1 대시 DASH 67.80% -

2 모네로 XMR 18.96% ▲2

3 비트코인 BTC 4.92% ▼1

4 메탈 MTL 1.54% New

5 리플 XRP 0.78% -

6 이더리움 ETH 0.68% ▲1

7 이오스 EOS 0.41% ▲1

8 비트코인캐시 BCH 0.38% ▼2

9 레이든네트워크토큰 RDN 0.33% New

10 코르텍스 CTXC 0.30% New

빗썸 주간 시세 등락률

상승 TOP 1 메탈(MTL)

이번주가장큰상승을기록한암호화폐는메탈(MTL)이다. 메탈은전세계거래소에서동시에가격이급상승하면서많은투자자의수

요가몰려더큰가격상승을이끌어냈다. 메탈은메탈페이를중심으로암호화폐결제상용화를목표로하는프로젝트이다.

하락 TOP 1 지엑스체인(GXC)

이번주가장큰하락을기록한암호화폐는지엑스체인(GXC)이다.지엑스체인은 2개월간대규모바이백을걸쳐암호화폐가치를상승

시키려하였고, 이에대한기대감으로지속적인상승을이끌었다. 바이백이끝난뒤이러한기대감은다른암호화폐로몰리면서다시

금하락해하락 TOP 1을기록했다.

8월 넷째 주 상승률, 하락률이 가장 큰 암호화폐는?

2019.08.14 ~ 2019.08.21

2019.08.14 ~ 2019.08.21

순위 코인명 Symbol 시가총액(KRW) 가격(KRW)

1 메탈 MTL 24,000,000,000 5,095

2 피백스 PIVX 22,600,00.,000 2,218

3 이더제로 ETZ 12,800,000,000 198

4 코르텍스 CTXC 21,200,000,000 497

5 솔트 SALT 13,500,000,000 167

6 룸 ROM 26,700,000,000 0.04

7 레이든네트워크토큰 RDN 10,700,000,000 986

8 어거 REP 131,100,000,000 18,920

9 하이퍼캐시 HC 137,200,000,000 3,124

10 버지 XVG 94,300,000,000 15.90



NEWS CLIP

하락장 속 이더리움클래식 10% 상승 ∙∙ 하드포크 뭐가 좋길래?

주요 암호화폐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일하게 이더리움 클래식

만(ETC)이 상승 폭을 연출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오는 9월 13일 아틀란

티스(Atlantis) 하드포크가 예정돼 해당 소식이 시세 호재로 작용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8,772,000번째 분기(블록)에서 진행되며

영지식 증명 도입, 채굴 난이도 조정, 서비스 거부 공격 대비 등 10가지 개

선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하드포크 제안 ECIP-1054의 핵심은 지케이스나크(zkSNARK)다. 블록체인은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도 노출시켰고 프라이버시 이슈가 따르게 됐다. 때문에 민감한 정보를 감추면서도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때 활용 가능한 기술이 영지식 증명이다.

영지식 증명은 증명자가 지식 없이(Zero Knowledge)도 유효한 증명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로 증명자와 검증자가 암

호화 데이터 세트나 매개 변수만 공유하면서도 유효한 증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지케이스나크는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트랜잭션을 압축하고 검증 시간을 단축시켜 확장성 솔루션으로 주목받아 현재 지캐시에서도 활용되고 있

다. 이번 업데이트로 사용자는 블록체인에서 완전히 투명한 신원 또는 위치와 같은 데이터에 필요한 개인 정보 보호

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이번업데이트로이더리움과이더리움클래식두블록체인간의상호운용성이확보될것이란기대감이높다.

이더리움클래식발행률이예측가능해지고이더리움과이더리움클래식간의 Dapp 마이그레이션도보다쉽고효율적으

로이루어질수있다. 또한사용하지않는빈계정(EIP-161)을제거함으로써블록동기화시간을단축할수있을것으로예

상된다.

블록체인 산업 정부의 역할은? ‘블록페스타2019’ 

내달 27일 개최

코인데스크코리아ㅣ 2019. 08. 20

토큰포스트 ㅣ 2019. 08. 21

· '블록체인 특허왕' 뱅크오브아메리카, '암호화폐 지갑' 특허 출원 블록인프레스ㅣ 2019. 08. 20

· 페이스북 리브라, EU 반독점 조사 받는다 ZDNet Koreaㅣ 2019. 08. 21

우리금융, 그라운드X와 블록체인 업무협약 체결

매일일보ㅣ 2019. 08. 21

· 이더리움재단, 한국어 홈페이지 첫 선 ··· 영어 제외 언어로 최초

https://www.coindeskkorea.com/54545/?utm_source=telegram&utm_medium=push&utm_campaign=Messenger&utm_content=article
https://blockinpress.com/archives/21419
http://www.zdnet.co.kr/view/?no=20190821135826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31553
https://www.tokenpost.kr/article-16512


비트코인 선·현물 주간 시세

비트코인 선물 요약 (CME)

종목 수치 의견

RSI(14) 59.173 매수

STOCH(9, 6) 42.215 매도

STOCHRSI(14) 0.000 과량매도

MACD(12, 26) 1387.600 매수

ADX(14) 52.230 중립

Williams %R -58.333 매도

CCI(14) 27.3573 중립

ATR(14) 1867.6786 변동성 높음

Highs/Lows 0.0000 중립

Ultim ate Oscilator 50.484 중립

ROC 14.156 매수

Bull/Bear Power(13) 1281.5300 매수

매수 : 4 매도 : 2 중립 : 4 요약: 매수

위 기술적 지표는 전통적인 증권 시장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을 준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암호화폐 시세나 거래량과 같은 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는 지표입니다. 흔히

차트를 이용해 투자심리, 매매시점, 암호화폐 동향 등을 나타냅니다.

기간 단순 평균 지수 평균

MA5
10591.7 10704.5

매도 매도

MA10
10817.7 10178.3

매도 매도

MA20
8803.5 8976.5

매수 매수

MA50
6308.6 7539.7

매수 매수

MA100
7058.6 6294.6

매수 매수

MA200
3691.2 4804.9

매수 매수

매수 : 8 매도 : 4 중립 : 0 요약: 매수

단위 : USD

2019.08.14 ~ 2019.08.21

CME  8월물 만기일 : 8월 31일 AM 1시 (한국 기준)          * 매월 마지막 금요일 16시 (영국 기준)

만기일 안내

기술적 지표

기술 요약

이동평균

BTC

CME

BTC



빗썸 소식

GNT, LINK 입출금 재개 안내

보안강화가완료된암호화폐 2종입출금을다음과같이재개합니다.

-입출금재개대상 : 골렘(GNT), 체인링크(LINK)

-입출금 재개 시간 : 19.08.23 (금) 오후 4:00 예정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8월 26일(월) 아이콘(ICX) 하드포크(Hard Fork)

29일(목) 아이콘(ICX) 밋업(Seoul Meetup, South Korea)

9월 4일(수) 비트코인캐시(BCH) 컨퍼런스(North Queensland, Australia)

코인 스케줄

윙크(WIN) 에어드랍 지원 안내

빗썸에서는트론(TRX) 홀더대상으로윙크(WIN) 에어드랍을지원합니다.

빗썸은윙크에어드랍을지원하며이에아래와같이스냅샷을진행할예정이오니이

용에참고부탁드립니다.

-최초 TRX 스냅샷시점 : 2019.08.28 오전 1시(KST)
- TRX 보유량에따라 10,989,000,000 WIN이 TRX 홀더에게분배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 본보고서는정보제공을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투자권유의의도는일절없음을알립니다.

개인의의견이반영된내용으로서, 회사공식적인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이문서에대한배포/유포등의권한은㈜비티씨코리아닷컴에게있습니다. 무단유출시법적
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데이터제공 : 헥슬란트

GNT, LINK 입출금

재개 안내

윙크(WIN) 에어드랍

지원 안내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215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