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MI(Bithumb Market Index)

1,050.58 ▼40.44  -3.71%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최종 선정

지난 24일,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확정됐다. 중소기업

벤처부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 취지와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 관리 서비스 실증, 지역 금융 인프라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지난 5월 제출한 블록체인 규제

자유무역특구 계획안에 따르면, 사업은 금융과 물류, 관광, 데이터 등 4개 분야

9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해당 사업들에 관하여 ICO를 비롯

한 암호화폐 발행 및 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구 내 관광사

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실증사업만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산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부산 디지털 화폐 발행의 경우 전

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어 발행이 허용됐다.

G7 “암호화폐에 강력한 기준 적용해야 한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G7 재무장관 TF팀이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는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며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는 "리테일 목적의 글로벌 스테이블 코

인은 보다 빠르고 저렴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산업의 경쟁을 유도해

추가적인 비용 절감과 원활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원조, 개인정보 유출, 탈세 등 심각한 위험

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페이스북 리브라로

인해 발생하는 회색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

다.

페이스북 CEO “리브라에 대한 규제 당국 우려 해소할 것”

지난 25일(현지 시각),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

해 리브라를 언급했다. 그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인스타그램 쇼핑 등 자사

커머스 서비스에서 결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리브라를 서비스 전반에 걸

쳐 활용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과 리브라 협회는 규제

당국과 협력해 리브라 출시 전 모든 우려 사항을 해소할 것이라 강조했다.

KEY DATA    
2019-07-26 10:00 AM (KST)

Global

Currencies 2,387

Market cap $269,761,060,623

24h Volume $50,867,779,435

Market dominance

BTC 64.50%

ETH 8.59%

XRP 4.94%

자료 : Coinmarketcap

Bithumb 

Currencies 90

BTC/KRW 11,527,000

ETH/KRW 25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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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횡보

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알트코인의 하락을

이끌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량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번 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평균은 전주 대비 1.83% 하락한 2,851억 달

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량 평균은 전주 대비 19.15% 하락한 624

억 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 횡보, 암호화폐 거래량 ‘급감’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2019.07.17 ~ 2019.07.24
단위 : USD



빗썸 주간 거래 점유율

순위 코인명 Symbol 거래점유율(%) 전주 대비

1 대시 DASH 59.08% ▲1

2 비트코인 BTC 11.19% ▲1

3 모네로 XMR 7.05% ▼2

4 크립토닷컴체인 CRO 5.84% New

5 이오스 EOS 3.48% ▲1

6 이더리움 ETH 2.46% ▼1

7 리플 XRP 2.38% ▼3

8 비트코인에스브이 BSV 1.35% -

9 비트코인캐시 BCH 1.27% ▼2

10 크립토닷컴 MCO 1.01% New

빗썸 주간 시세 등락률

상승 TOP 1 크레드(LBA)

이번 주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크레드(LBA)이다. 크레드는 낮은 이자와 신용도 확인이 필요 없는 대출 등 대중화된

신용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젝트이다. 크레드는 빗썸 상장 후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피하지 못하였지만, 이번 주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하락 TOP 1 비트코인 골드(BTG)

이번 주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골드(BTG)이다. 비트코인 골드는 가격 변동에 있어 일반적으로 비트코인과

정방향성을 보이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골드도 함께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

다.

7월 넷째 주 상승률, 하락률이 가장 큰 암호화폐는?

2019.07.17 ~ 2019.07.24

2019.07.17 ~ 2019.07.24

순위 코인명 Symbol 시가총액(KRW) 가격(KRW)

1 크레드 LBA 20,200,000,000 37.30

2 비트코인에스브이 BSV 3,548,500,000,000 196,300

3 왁스 WAX 66,300,000,000 71

4 이오스트 IOST 120,300,000,000 12.30

5 기프토 GTO 15,900,000,000 29

6 아크블록 ABT 30,200,000,000 310

7 위쇼토큰 WET 2,400,000,000 15.30

8 오미세고 OMG 271,200,000,000 1,947

9 텐엑스 PAY 17,100,000,000 276

10 골렘 GNT 69,800,000,000 77.90



NEWS CLIP

금융연구원이 바라본 페이스북 암호화폐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에 이어 한국금융연구원 또한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리브라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암호화폐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던 국내 금융기관들의 이례적인 행동이다. 이번에 금융원구원이 밝힌

견해는 금융위원회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리브라와 뱅크런, 그리고 토빈세’ 보고서를 통해 금융연구원은 낮은 비용은 물론 규제되지 않는 지급결제채널에 대

한 일반 대중의 수용성이 확대되는 경우 실물경제에 충격이 생길 때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억제할 수 있는

기존의 제어장치들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인 토빈세

(universal financial tax)가 뱅크런에 대한 추가적인 제어장치로재조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를 예로 들면서, 금융연구원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자국통화인 페소화를 주요국 법

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물경제에 충격신호가 발생할 경우 보유한 페소화를 주요국 법정화폐로 전환하

려는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르헨티나와 같은 화폐 평가절하를 여러 차례 경험한 국가들과 변동환율

제를 채택하는 중소형 국가들의 경우 리브라와 같은 민간화폐 중심의 지급결제채널이 구축될 경우 대규모 자본도피

에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은 민간화폐 발행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 정비 및 국제 협약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중앙은행

주도의 안정코인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도 강도 높게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이콘루프, 

블록체인 신원 인증 서비스 ‘디패스’ 출시

테크Mㅣ 2019. 07. 24

· 워런 버핏과 中 블록체인 청년의 만남…이틀 앞두고 연기 뉴스1 ㅣ 2019. 07. 23

· SKT, 전화번호로 접속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내놓는다 뉴스1ㅣ 2019. 07. 22

· HSBC “한·베트남 블록체인 기반 신용장 거래 첫 성공” 한국경제 ㅣ 2019. 07. 22

부산 블록체인 등

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

지디넷코리아ㅣ 2019. 07. 25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6691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6691
http://news1.kr/articles/?3677045
http://news1.kr/articles/?3676702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SKJHXIO
http://www.zdnet.co.kr/view/?no=20190724115553
http://www.zdnet.co.kr/view/?no=20190724115553
http://www.zdnet.co.kr/view/?no=20190724115553
http://www.zdnet.co.kr/view/?no=20190724115553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6691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6691


비트코인 선·현물 주간 시세

비트코인 선물 요약 (CME)

종목 수치 의견

RSI(14) 67.079 매수

STOCH(9, 6) 60.291 매수

STOCHRSI(14) 34.492 매도

MACD(12, 26) 1537.800 매수

ADX(14) 67.925 매수

Williams %R -40.803 매수

CCI(14) 68.5328 매수

ATR(14) 1667.8571 변동성 높음

Highs/Lows 761.0714 매수

Ultim ate Oscilator 55.379 매수

ROC 93.673 매수

Bull/Bear Power(13) 2211.7620 매수

매수 : 10 매도 : 1 중립 : 0 요약: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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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8.8 10444.6

매도 매도

MA10
9826.9 9646.9

매수 매수

MA20
7517.3 8231.1

매수 매수

MA50
5980.5 6910.6

매수 매수

MA100
6691.2 5923.8

매수 매수

MA200
3477.6 4565.3

매수 매수

매수 : 10 매도 : 2 중립 : 0 요약: 매수

단위 : USD

2019.07.17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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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일 안내

기술적 지표

기술 요약

이동평균

BTC

CME

BTC



빗썸 소식

28일(일) 에이다(ADA) 밋업(Tokyo Meetup, Japan)

30일(화) 에이다(ADA) 밋업(Hong kong Meetup)

8월 1일(목) 왁스(WAX) 밋업(Toronto Meetup, Canada)

코인 스케줄

* 본보고서는정보제공을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투자권유의의도는일절없음을알립니다.

개인의의견이반영된내용으로서, 회사공식적인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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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제공 : 헥슬란트

암호화폐 4종

입출금 재개 안내

CRO 상장 및

250만개 에어드랍

이벤트 안내

WTC, ITC, MITH, ARN 입출금 재개 안내

보안 강화가 완료된 암호화폐 4종 입출금을 다음과 같이 재개합니다.

- 입출금 재개 대상 : 월튼체인(WTC), 아이오티체인(ITC), 미스릴(MITH), 에어론(ARN)

- 입출금 재개 시간 : 7월 26일(금)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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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크립토닷컴체인(CRO) 상장 및 250만개 에어드랍 이벤트 안내

- 상장 일시 : 7월 24일(수)  

- 거래 가능 채널 : 7월 17일(수) ~ 7월 23일(화)

- CRO 거래 에어드랍 이벤트 : 7월 24일(수) ~ 7월 26일(금) 24시까지

- 에어드랍 지급일 : 8월 6일(화)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179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