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MI(Bithumb Market Index)

1,043.69 ▲7.67  +0.74%

블룸버그 “FATF 지침, 거래소 등 암호화폐 사업자에 큰 위협“

지난 12일 블룸버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

인 규제 지침 최종안은 암호화폐 기업에 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같은

기존 규제 당국의 규제보다 훨씬 위협적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침은 1,000

유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자 및 암호화폐 수취인 정보 제공 의무화를 포함할

예정이며, 거래소와 수탁업체, 헤지펀드 등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적용될 것이

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FATF 지침을 완벽히

준수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이 없다. 해외 거래소들과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

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FATF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지침을 따르지 않

을 시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지정 등을 통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발휘한다.

G20 재무장관회의, 암호화폐 관련 공동선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재팬에 따르면, 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발표된 암호화폐 관

련 공동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호화폐를 포함한 기술혁신은 금융시스

템 뿐만 아니라 경제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정책은 필요하며, 자금세탁·테러자금원조 등

리스크는 여전히 경계 대상이다. ▲FATF가 회원국 소재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을 규제하기 위해 수립한 새로운 국제 표준을 준수할 것이다.

리플넷, 1분기에 2018년 전체 트랜잭션 수 추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리플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9년 1분기 리플넷 트랜잭션 수가 2018년 전체 트랜잭션 수를 추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최근 리플은 브라질 진출을 공식 발표했으며, 남미 전역에서 고

객 기반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리플은 매주 평균 2~3개의 새로운 금

융기관을 리플넷에 추가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기준 20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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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다가오는 G20 재무장관회의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형

세이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국제

적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시가총

액과 거래량 모두 하락하였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평균은 전주 대비 3.31% 하락한 2,540억 달러를 기

록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량 평균은 전주 대비 23.33% 하락한 629억 달러

를 기록했다.

다가오는 G20, 암호화폐 시장에 끼칠 영향은 무엇인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2019.06.05 ~ 2019.06.12
단위 : USD



빗썸 주간 거래 점유율

순위 코인명 Symbol 거래점유율(%) 전주 대비

1 대시 DASH 45.07% -

2 모네로 XMR 35.06% -

3 비트코인 BTC 3.62% ▲1

4 리플 XRP 2.43% ▼1

5 이더리움 ETH 2.36% ▲3

6 라이트코인 LTC 1.37% New

7 이오스 EOS 1.29% ▼1

8 비트코인캐시 BCH 1.02% ▼1

9 왁스 WAX 0.66% New

10 비트코인에스브이 BSV 0.63% ▼5

빗썸 주간 시세 등락률

상승 TOP 1 지엑스체인(GXC)

이번 주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지엑스체인(GXC)이다. 지난 5일 지엑스체인은 500만 달러 이상의 1차 바이백(Buy-

back)을 실행하였으며, 지난 10일 1차 바이백 규모의 2배인 2차 바이백 계획을 실시하였다. 거래소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다시

사들이면서 지엑스체인 매수세가 강해져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였다.

하락 TOP 1 룸네트워크(LOOM)

이번 주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룸네트워크(LOOM)이다. 룸네트워크는 지난주 룸 플라즈마 체인이 트론과 통합되었다

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플랫폼 확장에 대한 기대감에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다시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찾아가면서 이번 주 하락

률 TOP 1을 차지했다.

6월 둘째 주 상승률, 하락률이 가장 큰 암호화폐는?

순위 코인명 Symbol 시가총액(KRW) 가격(KRW)

1 지엑스체인 GXC 161,900,000,000 2,814

2 왁스 WAX 130,600,000,000 133

3 벨러토큰 VALOR 78,100,000,000 4,297

4 라이트코인 LTC 10,224,300,000,000 174,400

5 아이오티체인 ITC 38,200,000,000 466

6 위쇼토큰 WET 2,400,000,000 30.20

7 미스릴 MITH 42,400,000,000 74.70

8 크립토닷컴 MCO 120,500,000,000 7,300

9 골렘 GNT 116,800,000,000 124

10 앵커 ANKR 26,000,000,000 11.70

2019.06.05 ~ 2019.06.12

2019.06.05 ~ 2019.06.12



NEWS CLIP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 암호화폐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6월에 접어들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이다. 올해 초부터 페이스북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계속된 블록체인 인

재 채용과 내부 정책 변경 등으로 암호화폐 업계 진출은 확정적이었다. 그

후 페이스북은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를 발표하고 스위스에 법

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코인의 윤곽이 잡히면서 큰 기대감을 사고 있다.

페이스북 프로젝트 리브라에 관련된 백서가 이번 18일 나올 전망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은 별도의 독립 재단을 설립해 운영되며 네트워크 노드는 100개 수준으로 약 1,000만 달러에 운영권이

판매될 예정이다. 글로벌 코인은 전 세계 23억명이 사용 중인 페이스북,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등 모바일 유저가

주요 대상이며, 모바일상에서 환전, 결제, 송금 등 모든 것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글로벌 코인은 다른 암호화폐보다 강화된 사용자 증명, 부정 사용 적발 시스템으로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개

발 도상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 화폐 가치의 변동성이 큰 개도국에서 안정적인 가치와 신뢰도를 무기로 글로벌 코인

의 사용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여러 전망을 보이고 있다. 우선 노드 운영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막대한 네트워크 참여 비

용은 기존 블록체인의 목적인 ‘탈중앙화‘에서 벗어나는데, 페이스북 서비스 자체가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코인 또한 독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이 이미 20억명 이상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코인의 출시는 현존하는 스테이블 코인

을 모두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폐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알트코인의 종말을 앞당기는 것이라는 전

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G20 재무장관회의 초읽기…

암호화폐 산업 새로운 국면 맞을까

디센터ㅣ 2019. 06. 12

· 티몬-배민-야놀자에 결제수수료 낮춘 블록체인 간편결제 도입...테라 파이낸셜뉴스 ㅣ 2019. 06. 12

· 블록체인 개발 공모전 활발...어디가 좋을까? 매일경제ㅣ 2019. 06. 11

· KB국민은행-아톰릭스랩, 블록체인 디지털자산관리 서비스 MOU 이투데이 ㅣ 2019. 06. 11

비자,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 블록체인 기술 쓴다

디센터ㅣ 2019. 06. 12

https://www.decenter.kr/NewsView/1VKE18CU91/GZ01
https://www.decenter.kr/NewsView/1VKE18CU91/GZ01
http://www.fnnews.com/news/201906121431359636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405937/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64964
https://www.decenter.kr/NewsView/1VKE2AU3B6/GZ02
https://www.decenter.kr/NewsView/1VKE2AU3B6/GZ02
https://www.decenter.kr/NewsView/1VKE2AU3B6/GZ02
https://www.decenter.kr/NewsView/1VKE2AU3B6/GZ02
https://www.decenter.kr/NewsView/1VKE18CU91/GZ01
https://www.decenter.kr/NewsView/1VKE18CU91/GZ01


비트코인 선·현물 주간 시세

비트코인 선물 요약 (CME, CBOE)

종목 수치 의견

RSI(14) 73.456 매수

STOCH(9, 6) 72.218 매수

STOCHRSI(14) 81.179 과량매입

MACD(12, 26) 798.100 매수

ADX(14) 73.343 과량매입

Williams %R -17.783 과량매입

CCI(14) 109.4322 매수

ATR(14) 837.5000 변동성 높음

Highs/Lows 1820.3571 매수

Ultim ate Oscilator 59.705 매수

ROC 110.668 매수

Bull/Bear Power(13) 2692.2140 매수

매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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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수치 의견

RSI(14) 72.573 매수

STOCH(9, 6) 71.468 매수

STOCHRSI(14) 85.435 과량매입

MACD(12, 26) 786.862 매수

ADX(14) 76.126 과량매입

Williams %R -17.910 과량매입

CCI(14) 106.4239 매수

ATR(14) 845.8571 변동성 높음

Highs/Lows(14) 1800.3571 매수

Ultim ate Oscilator 58.112 매수

ROC 110.391 매수

Bull/Bear Power(13) 2651.7780 매수

매수 : 8 매도 : 0 중립 : 0 요약: 적극 매수

단위 : USD

2019.06.05 ~ 2019.06.12

CME  6월물 만기일 : 6월 29일 AM 1시 (한국 기준)          * 매월 마지막 금요일 16시 (영국 기준)

CBOE 6월물 만기일 : 6월 20일 AM 6시 (한국 기준)               * 매월 셋째주 수요일 16시 (USA 시카고 기준)

만기일 안내

기술적 지표

CME CBOE

BTC

CME

CBOE



빗썸 소식

전체 암호화폐 입출금 재개 계획 안내

보안 강화가 완료된 암호화폐 입출금 시스템으로의 변경에 따른

입출금 재개 계획을 안내 드립니다.

- 6월 13일(목) 입금 주소 변경 후, 순차적으로 입출금 재개 예정

- 입출금 재개 최소 1일전 사전 공지를 통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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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6월 15일(토) 에이다(ADA) 밋업(Taichung Meet Up, Taiwan)

19일(수) 넴(XEM)
컨퍼런스(Expo-Bitcoin International 2019 in 
Bogota, Colombia)

30일(일) 왁스(WAX) 스왑(Genesis Block Member Program)

코인 스케줄

8종 암호화폐 입금 주소 변경

- 입금 주소 변경 : 6월 13일(목) 오후 9시

- 대상 암호화폐 (8종) :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이오스(EOS), 오브스(ORBS), 

밸러토큰(VALOR), 코넌(CON), 앵커(ANKR), 믹스마블(MIX)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 본보고서는정보제공을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투자권유의의도는일절없음을알립니다.

개인의의견이반영된내용으로서, 회사공식적인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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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제공 : 헥슬란트

전체 암호화폐

입출금 재개

계획 안내

8종 암호화폐

입금 주소 변경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112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