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MI(Bithumb Market Index)

478.35 ▼48.8  -9.26%

이더리움클래식(ETC) 51% 공격(이중 지불 공격) 발생

이더리움클래식(ETC, 시가총액 18위)은 지난 5일부터 여러 차례 51% 공격을

당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이더리움클래식 입출금을 일시 중단

했다. 51% 공격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더리움클래식 네트워크 규모가 타 암호

화폐에 비해 작은 점과 기타 대형 네트워크와 채굴 알고리즘을 공유하고 있다

는 점이 뽑혔다. 또한, 낮아진 이더리움클래식 시세로 인해 51% 공격이 과거

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블록원(Block.one) CEO “1분기 내 신제품 출시 기대”

이오스(EOSIO) 개발사인 블록원 최고경영자(CEO) 브렌달 블러머(Brendan 

Blumer)는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분기 안에 블록원이 개발 중인 새

로운 지갑이 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

혔다. 이어서 “블록원에서 개발 중인 지갑은 단순히 지갑 기능만을 탑재한 것

이 아닌 더 완벽한 기능 및 스탯을 갖춰나가는 중”이라 덧붙이며 이오스 홀더

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ETH 재단, 테스트넷서 500TPS 롤업(rollup) 선보여

이더리움 재단의 개발팀이 블록체인 스타트업 매터(Matter)와 공동으로 테스

트넷 상에서 롤업(rollup)을 선보였다. 해당 기술은 zk-SNARKS으로 불리는 영

지식 증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초당 500건의 트랜잭션 처리량이 가

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이더리움은 플라즈마 대신 확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안으로 영지식 증명 기술인 zk-SNARKS를 채택한 바 있으며, 비탈

릭 부테린은 이렇게 이른 시일 내에 500 TPS를 달성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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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주와 유사하게 1,300달러 선을 유지하면서 암호

화폐 시가총액 및 거래량 모두 소폭 상승하였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평균은 전주 대비 3.74% 상승한 1,344억 달러를 기

록하였다.

이더리움 하드포크와 트론 에어드랍 등 다양한 이벤트로 투자자의 이목이 집

중되었다. 이에 맞춰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량 평균은 전주 대비 2% 상승한

16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 관련 소식으로 가득했던 한 주, 시장의 움직임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2019.01.02 ~ 2019.01.09
단위 : USD



빗썸 주간 거래 점유율

순위 코인명 Symbol 거래점유율(%) 전주 대비

1 제트캐시 ZEC 32.81% ▲3

2 대시 DASH 24.19% -

3 비트코인골드 BTG 16.24% -

4 모네로 XMR 8.90% ▼3

5 비트코인 BTC 4.42% ▲3

6 오미세고 OMG 3.62% New

7 이더리움 ETH 3.71% ▼2

8 리플 XRP 1.50% ▼1

9 트론 TRX 1.05% New

10 원루트네트워크 RNT 0.59% New

빗썸 주간 시세 등락률

상승 TOP 1 트론(TRX)

이번 주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트론(TRX)이다. 트론은 과거 P2P 파일 공유 플랫폼인 비트토렌트(BitTorrent)를 인수하

였었다. 최근에 비트토렌트 재단이 트론 프로토콜(TRC-10) 기반 토큰 비트토랜트(BTT)를 발행하여 TRX 보유자들에게 BTT를 에어

드랍한다는 소식에 트론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하락 TOP 1 아크블록(ABT)

이번 주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전주 대비 30.5%가 하락한 아크블록(ABT)이다. 전주 다른 알트코인과 함께 암호화폐

상승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면서 시세가 올랐다. 하지만 이번 주 메이저 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은 알트코인에서

메이저 코인으로 옮겨 갔다. 그로 인해 지난 주와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가 나타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1월 둘째 주 상승률, 하락률이 가장 큰 암호화폐는?

순위 코인명 Symbol 시가총액(KRW) 가격(KRW) 주간수익률

1 트론 TRX 2,125,800,000,000 31.10 +28.94%

2 체인링크 LINK 159,200,000,000 446 +23.32%

3 이오스트 IOST 95,900,000,000 7.89 +17.87%

4 라이트코인 LTC 2,625,400,000,000 42,940 +15.56%

5 질리카 ZIL 220,800,000,000 26.50 +13.21%

6 크립토닷컴 MCO 47,200,000,000 2,941 +12.95%

7 코르텍스 CTXC 20,800,000,000 137 +12.41%

8 월튼체인 WTC 58,600,000,000 1,408 +10.23%

9 아이엔에스 INS 11,700,000,000 353 +10.20%

10 아이콘 ICX 148,300,000,000 307 +10.10%

2019.01.02 ~ 2019.01.09

2019.01.02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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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 하드포크가 뭐야?

새해 초부터 암호화폐 업계에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는 ‘하드포크(Hard 

fork)’이다. 이더리움은 기술 로드맵상 명시되어있는 콘스탄티노플 하드포

크를 1월 중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많은 거래소가 해당 하드

포크를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많은 투자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콘스

탄티노플 하드포크는 이더리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자.

이더리움은 하드포크가 진행되는 시점까지 개발자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EIP(이더리움 제안서 : Ethereum 

Improvement Proposal) 가 제안되고, 개발자 간 토론을 진행하여 어떤 EIP가 다음 하드포크를 통해 업데이트 될 지

결정한다. 이번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 때는 Meta-EIP 1013이 채택되었으며, 해당 EIP에는 EIP 145, 1283, 1052, 

1014, 1234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 업데이트 내용은 스마트 컨트랙트 개선과 PoS(Proof of Stake) 도입을 위한 일정 연기이다. 기존 이더리움 네트

워크 엔진에 새로운 연산자를 추가하여 기존보다 최적화된 컨트랙트 코드 작성이 가능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동

하기 위한 가스 비용이 최적화된다.

PoS의 전환은 이더리움의 오랜 염원이었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기존 PoW(Proof of Work) 방식에 대한 문제의

식을 느끼고 있었으며, PoS 전환을 추구했다. 하지만 기술 개발 단계에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난행을 겪고 있었지

만, 이번 하드포크를 통해 PoS 전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을 낮추고, 

블록 생성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높임으로써 기존보다 채굴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줄이고 있다. 이로 인해 PoW 노드들

이 PoS로 돌아서면서 PoS의 전환이 쉬워질 예정이다.

이번 하드포크는 이더리움 플랫폼의 안정성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나타날 예정이다. 현재에도 플랫폼 암호화폐 중

가장 높은 사용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 하드포크를 통해 한 번 더 발전할 이더리움에 많은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이더리움클래식,

46만 달러 규모 이중지불 발생

지디넷ㅣ 2019. 01. 08

· "빗썸 상장 코인은 나야나"...블록체인 4개사 픽썸 도전

· KT,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블록체인 서비스 사내 적용 지디넷 ㅣ 2019. 01. 10

· 인도서 800억원 규모 암호화폐 사기 용의자 검거 디센터ㅣ 2019. 01. 08

리플 지불 네트워크 리플넷,

가입기관 200곳 돌파

디센터 ㅣ 2019. 01. 09

지디넷 ㅣ 2019. 01. 08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DYZ1S9LT/GZ02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DYZ1S9LT/GZ02
http://www.zdnet.co.kr/view/?no=20190108082532
http://www.zdnet.co.kr/view/?no=20190108082532
http://www.zdnet.co.kr/view/?no=20190108172835
http://www.zdnet.co.kr/view/?no=20190110093448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DYGTIQAF/GZ02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DYZ1S9LT/GZ02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DYZ1S9LT/GZ02
http://www.zdnet.co.kr/view/?no=20190108082532
http://www.zdnet.co.kr/view/?no=20190108082532


비트코인 선·현물 주간 시세

비트코인 선물 요약 (CME, CBOE)

종목 수치 의견

RSI(14) 41.412 매도

STOCH(9, 6) 14.533 과량매도

STOCHRSI(14) 16.415 중립

MACD(12, 26) -945.700 매도

ADX(14) 37.868 매도

Williams %R -75.753 매도

CCI(14) -59.1011 매도

ATR(14) 678.0357 변동성 낮음

Highs/Lows -559.6429 매도

Ultim ate Oscilator 35.756 매도

ROC -38.668 매도

Bull/Bear Power(13) -944.7560 매도

매수 : 0 매도 : 9 중립 : 1 요약:적극 매도

위 기술적 지표는 전통적인 증권분석 방법을 통해 나타낸 수치입니다. 과거 주식 시세나 거래량과 같은 자료에 기반

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을 포함하는 지표입니다. 흔히 차트를 이용해 투자심리, 매매시점, 주가동향 등을

나타냅니다.

종목 수치 의견

RSI(14) 33.753 매도

STOCH(9, 6) 15.457 과량매도

STOCHRSI(14) 66.585 매수

MACD(12, 26) -1026.946 매도

ADX(14) 35.907 매도

Williams %R -75.583 매도

CCI(14) -59.1269 매도

ATR(14) 666.2143 변동성 낮음

Highs/Lows -556.4286 매도

Ultim ate Oscilator 40.842 매도

ROC -38.666 매도

Bull/Bear Power(13) -1181.1380 매도

매수 : 1 매도 : 9 중립 : 0 요약:적극 매도

단위 : USD

2019.01.02 ~ 2019.01.09

CME  1월물 만기일 : 1월 26일 AM 1시 (한국 기준)          * 매월 마지막 금요일 16시 (영국 기준)

CBOE  1월물 만기일 : 1월 17일 AM 6시 (한국 기준)               * 매월 셋째주 수요일 16시 (USA 시카고 기준)

만기일 안내

기술적 지표

CME CBOE

BTCBTC

CME

CBOE



빗썸 소식

코인 스케줄

* 본보고서는정보제공을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투자권유의의도는일절없음을알립니다.

개인의의견이반영된내용으로서, 회사공식적인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이문서에대한배포/유포등의권한은㈜비티씨코리아닷컴에게있습니다. 무단유출시법적
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데이터제공 : 헥슬란트

14일(월) ~ 18일(금) 사이 이더리움(ETH) 하드포크(콘스탄티노플)

16일(수) 솔트(SALT) 컨퍼런스(Miami, USA)

17일(목) 트론(TRX) 컨퍼런스(San Francisco, USA)

BXA 글로벌 이벤트, 거래하면 BXA 에어드랍

- 이벤트 기간 : 1월 11일(금) 오전 10시 ~ 1월 17일(목) 자정까지

- 이벤트 대상 : 빗썸에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 매매 회원

- 이벤트 내용 : 이벤트 기간동안 누적 거래금액 상위 50명 대상 BXA 자동지급

- 이벤트 지급 : 1월 18일(금)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암호화폐 입출금 재개 일정 안내

- 입출금 재개 예정 일정 : 1월 15일(화) 이후

- 입출금 재개 대상 암호화폐 : 입출금 서비스 중지 된 모든 암호화폐

- 주의사항 : 

1. 암호화폐 별로 입출금 서비스 재개 최소 1일(24시간) 전 별도 공지 및 통지 예정

2. 시세 차이가 10% 이하로 줄어들 경우 15일(화) 이전에도 서비스 재개 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이더리움(ETH)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 지원 안내

- 하드포크(스냅샷) 예상일시 : 1월 14일(월) ~ 1월 18일(금) 사이

(블록높이 : 7,080,000)

- 본하드포크는빗썸내이더리움입출금및거래중단없이지원됩니다.

☞자세한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39885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39880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39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