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MI(Bithumb Market Index)

1,266.59 ▼43.51  -3.32%

LG 스마트폰에도 암호화폐 지갑 탑재 가능성 제기

자체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G CNS와는 별개로 LG전자가 암호화

폐 지갑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해외 IT 미디어 매체 렛고디지털

(letgodigital)은 지난 8일(현지 시각) LG전자가 미국 특허상표청에 ‘씽큐 월

렛’(ThingQ Wallet) 상표를 등록했으며 암호화폐 지갑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

봤다. 상표권 신청 내용에 따르면 씽큐 월렛은 △스마트폰 응용서비스 △모바

일 결제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리브라, 암호화폐 중 가장 상용화 가능성 크다“

금융위원회가 8일 언론을 통해 “리브라 이해 및 관련 동향”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발행량 조정 메커니즘이 불명확한 점 등 부정적인 면도 있

지만, 상용화 성공 가능성이 큰 암호화폐이다”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리브

라 발행량과 준비금의 상관관계가 모호한 탓에 리브라 발행량이 증가할 경우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며 리브라가 ICO를 진행했을 시의 시나리오에 대한 염

려를 드러냈다. 또한 “리브라가 기존 암호화폐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존하는 다

른 프로젝트보다 상용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위원회는 진단하며,

페이스북이 24억 명에 달하는 다수 유저를 보유한 플랫폼이라는 점과 글로벌

기업과 협회를 구성해 범용성 확보가 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전자, 이더리움 개발 키트 연말 출시 예정

삼성전자가 올해 말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인 '

삼성 블록체인 SDK'를 내놓을 전망이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해당 키트를 통

해 디앱을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는 "지난 3월 공개

했던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SDK'가 키스토어 관리에 특화된 개발 툴이라면

'삼성 블록체인 SDK'는 범용 개발 툴"이라고 밝혔다. 테스트 대상 기기는 삼성

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10 시리즈(S10e, S10, S10+, S10 5G)와

하반기 중 출시를 예고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로 제한됐다. 또 한국,

미국,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에 우선 탑재될 예정이다.

KEY DATA    
2019-07-12 10:00 AM (KST)

Global

Currencies 2,323

Market cap $318,835,952,169

24h Volume $90,269,688,961

Market dominance

BTC 65.24%

ETH 9.28%

XRP 4.50%

자료 : Coinmarketcap

Bithumb 

Currencies 88

BTC/KRW 13,952,000

ETH/KRW 331,800

Jul 12, 2019

이번 주도 비트코인의 강세는 계속되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하락을 면치

못하였지만, 비트코인 혼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던 과거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이번 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평균은 전주 대비 0.98% 상승한 3,299억 달

러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소폭 상승했지만 거래량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번 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량 평균은 전주 대비 21.20% 하락한 760억 달러를

기록했다.

혼자 움직이는 비트코인, 작년과는 사뭇 다른 암호화폐 시장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2019.07.03 ~ 2019.07.10
단위 : USD



빗썸 주간 거래 점유율

순위 코인명 Symbol 거래점유율(%) 전주 대비

1 대시 DASH 38.95% -

2 비트코인 BTC 28.40% -

3 모네로 XMR 11.81% -

4 리플 XRP 5.57% -

5 이더리움 ETH 3.80% -

6 이오스 EOS 2.29% ▲2

7 비트코인캐시 BCH 1.36% -

8 라이트코인 LTC 0.60% New

9 사이버마일즈 CMT 0.54% ▼2

10 코넌 CON 0.53% ▼1

빗썸 주간 시세 등락률

상승 TOP 1 파퓰러스(PPT)

이번 주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파퓰러스(PPT)이다. 파퓰러스는 금융 리서치 업무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

한 팀으로,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기존 알고리즘과 자사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자체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트코인이 알트

코인과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 헷징으로 알트코인 사용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하락 TOP 1 체인링크(LINK)

이번 주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체인링크(LINK)이다. 체인링크는 이번 달 상승장에서 여러 호재와 함께 다른 암호화폐

보다 더 급격한 상승을 나타냈다. 이후 투자 과열이 진정되면서 체인링크는 정상 시장 가격을 찾아가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7월 둘째 주 상승률, 하락률이 가장 큰 암호화폐는?

2019.07.03 ~ 2019.07.10

2019.07.03 ~ 2019.07.10

순위 코인명 Symbol 시가총액(KRW) 가격(KRW)

1 파퓰러스 PPT 45,600,000,000 4,114

2 월튼체인 WTC 121,100,000,000 2,980

3 앵커 ANKR 26,000,000,000 11.30

4 사이버마일즈 CMT 53,800,000,000 72.70

5 비트코인 BTC 249,069,100,000,000 14,448,000

6 모네로 XMR 1,881,900,000,000 111,400

7 다빈치코인 DAC 22,800,000,000 6.44

8 믹스마블 MIX 92,000,000,000 79.30

9 비트코인골드 BTG 588,600,000,000 31,110

10 아이콘 ICX 182,900,000,000 397



NEWS CLIP

카카오 클레이튼 메인넷 ‘사이프러스‘ 공개

지난 9일, 그라운드X는 청담동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클레이튼 메인넷

론칭 이벤트‘를 열고 메인넷 사이프러스와 클레이튼 기반 블록체인 서비

스를 공개했다. 그라운드X는 관광, 반려동물,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준비 중인 기업 8개와 추가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로써 클레이튼의 비앱(BApp) 파트너는 총 51개가 되었다.

이번에 파트너로 합류한 홍콩의 ‘하이(Hi)’는 이미 1억 4,000명의 글로벌 사용자를 확보한 서비스로 항공, 호텔, 관광

등 파편화된 여행 산업 생태계를 블록체인 기반 앱으로 통합하는 ’패스포트(Passport)‘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하이

는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노드 그룹인 ‘거버넌스카운슬‘ 멤버로도 합류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플릿지캠프(Pledgecamp)’도 이번에 클레이튼 파트너로 참여했다. 플릿지캠프는 세계 최초

로 에스크로 지갑 프레임 워크인 백커 인슈어런스를 크라우드 펀딩에 적용하여 중개인 없이도 자율 규제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반려동물 소셜 커뮤니티 ‘블록펫(Blockpet)‘도클레이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한다.

그 외 ▲스포츠 경력 관리 프로젝트 ‘위드(WITH)’ ▲이미지 중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피블(Pibble)’ ▲증강현실 콘텐

츠 생태계를 위한 ‘AR 기어(AR Gear)’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인증 업체 ‘데이터(DATA)’ ▲선불, 할인카드 발

행 플랫폼 ‘토키(Tokky)’ 등이 클레이튼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클레이튼의 진짜 주인공은 서비스 파트너들“이라며 “이달부터 비앱

파트너사들이 서비스를 론칭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체 메인넷인 사이프러스의 특징도 공개하였는데,

사이프러스는 대규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

삼성·LG, 

스마트폰 블록체인 생태계 판키운다

머니투데이ㅣ 2019. 07. 10

· 갤럭시S10, 블록체인 앱 6종 추가 탑재했다 ZDNet Koreaㅣ 2019. 07. 09

· 맛집리뷰·기부에 활용…`블록체인` 판키우는 네이버·카카오 매일경제ㅣ 2019. 07. 08

·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들, 한국 블록체인 인재 양성 나선다 디센터 ㅣ 2019. 07. 10

“페북 암호화폐, 

금융위기 땐 뱅크런 우려”

중앙일보ㅣ 2019. 07. 09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1009383236725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1009383236725
http://www.zdnet.co.kr/view/?no=20190709142748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7/499385/
https://www.decenter.kr/NewsView/1VLN1G6ENB/GZ02
https://news.joins.com/article/23519359
https://news.joins.com/article/23519359
https://news.joins.com/article/23519359
https://news.joins.com/article/23519359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1009383236725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1009383236725


비트코인 선·현물 주간 시세

비트코인 선물 요약 (CME)

종목 수치 의견

RSI(14) 81.699 과량매입

STOCH(9, 6) 58.373 매수

STOCHRSI(14) 89.032 과량매입

MACD(12, 26) 1608.000 매수

ADX(14) 77.521 과량매입

Williams %R -19.828 과량매입

CCI(14) 157.1290 매수

ATR(14) 1450.3571 변동성 높음

Highs/Lows 3434.1071 매수

Ultim ate Oscilator 57.127 매수

ROC 141.584 매수

Bull/Bear Power(13) 7118.8500 매수

매수 : 7 매도 : 0 중립 : 0 요약: 적극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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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단순 평균 지수 평균

MA5
10719.3 10872.2

매수 매수

MA10
9185.6 9419.8

매수 매수

MA20
6886.9 7831.2

매수 매수

MA50
5849.3 6596.6

매수 매수

MA100
6510.0 5750.1

매수 매수

MA200
3376.0 4452.3

매수 매수

매수 : 12 매도 : 0 중립 : 0 요약: 적극 매수

단위 : USD

2019.07.03 ~ 2019.07.10

CME  7월물 만기일 : 7월 27일 AM 1시 (한국 기준)          * 매월 마지막 금요일 16시 (영국 기준)

CBOE  2019년 6월 만기 기준, 비트코인 선물 CBOE(XBT) 거래 지원 중단

만기일 안내

기술적 지표

기술 요약

이동평균

BTC

CME

BTC



빗썸 소식

차트 기능 업데이트 안내

차트 설정 및 옵션을 저장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빗썸 내 차트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저장 가능 항목 : 

1)인터벌, 즐겨찾기 2)차트 종류 3)보조지표 4)타임존 5)차트설정 6)눈금설정

- 적용 플랫폼 : PC, 모바일 WEB, 모바일 APP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13일(토) 펀디엑스(NPXS) 밋업(Seoul Meetup, South Korea)

17일(수)

룸네트워크(LOOM) 컨퍼런스(BGConnects, Hong Kong)

스텔라루멘(XLM) 밋업(Toronto Meetup, Canada)

코인 스케줄

2019년도 상반기 재무실사 보고서

소중한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빗썸의 재무실사보고서를투명하게 공개하

고자 합니다. 

재무실사 보고서를 통해 회원님의 소중한 자산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보관되

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 본보고서는정보제공을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투자권유의의도는일절없음을알립니다.

개인의의견이반영된내용으로서회사공식적인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이문서에대한배포/유포 등의권한은㈜비티씨코리아닷컴에게 있습니다. 무단유출시법적
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데이터제공 : 헥슬란트

차트 기능

업데이트 안내

2019년도 상반기

재무실사 보고서

ETHOS, PST 입출금 재개 안내

보안 강화가 완료된 암호화폐 2종 입출금을 다음과 같이 재개합니다. 

- 입출금 재개 대상 : 에토스(ETHOS), 프리마스(PST)

- 입출금 재개 시간 : 7월 12일(금) 오후 4시

- 입출금 재개 시 입금 주소가 변경되며, 구주소 입금 건은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ETHOS, PST

입출금 재개 안내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159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156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