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MI(Bithumb Market Index)

667.25 ▲13.78  +2.11%

美 뉴욕 검찰총장과 비트파이넥스 간 계속된 공방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 검찰총

장의 25일(현지 시각) 발표를 인용, “비트파이넥스 거래소가 테더 준비금을 사

용해 약 8.5억 달러의 손실을 은폐했다”고 전했다. 검찰총장은 “테더는 투자자

들에게 완전한 달러 보유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투자자 기만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관련 자료의 삭제·수정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발효한다”고 밝

혔다. 이에 26일(현지 시각) 비트파이넥스는 “뉴욕 검찰총장실이 제기한 증거

는 사실이 아니다. 그들이 파나마 소재 크립토 캐피털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

는 ‘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손실‘은 현재 보호받고 있는 압류 자금으로 비트파

이넥스와 테더는 이를 되찾아 오기 위해 권리 행사와 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비트파이넥스 및 테더는 뉴욕 검찰총장실에 의해 불거진

해당 논란을 바로 잡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 덧붙였다.

금융위원장 “가상통화 규제, 초국가적 협력 필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연방준비

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가상통화를 규제하려면 국

가를 넘어선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서 마련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에 맞춰 각 국가가 관련 규제

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ProgPoW위한 자금 조달 완료”

온라인 경제 미디어 파이낸스메그네이츠에 따르면, 이더리움 재단 커뮤니케이

션 담당자 허드슨 제임슨(Hudson Jameson)이 “ProgPoW 알고리즘에 대한 제

3자 검증을 시행하기 위한 5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기존

ProgPoW 알고리즘에서는 일부 전문화된 하드웨어 보유 유닛이 비교적 쉽게

채굴 보상을 취할 수 있었으나, 제3자 검증으로 일부 결함을 보완하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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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막판에 크게 하락한 영향이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에서 계속되었다. 여

전히 높은 시가총액이긴 하나, 조정의 영향으로 계속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가총액 및 거래량은 모두 소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평균은 전주 대비 4.79% 하락한 1,714억 달러를 기

록했다. 5월 시작과 함께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상승하면서 하락세의 반전 분위

기를 형성했다. 이번 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량 평균은 전주 대비 4.64% 하락

한 449억 달러를 기록했다.

5월 시작과 함께 나타난 상승 분위기, 4월과 비슷할까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2019.04.24 ~ 2019.05.01 단위 : USD



빗썸 주간 거래 점유율

순위 코인명 Symbol 거래점유율(%) 전주 대비

1 대시 DASH 57.31% ▲1

2 모네로 XMR 29.88% ▼1

3 비트코인캐시 BCH 1.97% ▲5

4 비트코인 BTC 1.60% -

5 리플 XRP 1.12% ▲1

6 이더리움 ETH 0.95% ▲1

7 이오스 EOS 0.72% ▼2

8 에어론 ARN 0.71% New

9 메탈 MTL 0.57% New

10 아이앤에스 INS 0.40% New

빗썸 주간 시세 등락률

상승 TOP 1 에어론(ARN)

이번 주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에어론(ARN)이다. 에어론은 항공과 관련한 산업, 교육, 기록 데이터 등을 블록체인으

로 관리하는 프로젝트로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오류나 문제에 대해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4월 상승장 동안 지속적인 상

승을 기록하면서 이번 주 TOP 1의 자리를 차지했다.

하락 TOP 1 밸러토큰(VALOR)

이번 주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밸러토큰(VALOR)이다. 밸러토큰은 유럽 최초의 증권형 토큰 거래소 스마트밸러

(SMART VALOR)의 자체 발행 토큰이다. 밸러토큰은 상장 당시 기대감으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

격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하며 하락 TOP 1을 기록했다.

5월 첫째 주 상승률, 하락률이 가장 큰 암호화폐는?

순위 코인명 Symbol 시가총액(KRW) 가격(KRW)

1 에어론 ARN 9,000,000,000 803

2 라이덴네트워크토큰 RDT 17,900,000,000 1,021

3 아크블록 ABT 29,800,000,000 326

4 에토스 ETHOS 13,800,000,000 241

5 메탈 MTL 23,000,000,000 4,075

6 위쇼토큰 WET 4,500,000,000 27.8

7 트루체인 TRUE 59,600,000,000 743

8 왁스 WAX 79,300,000,000 80.2

9 이더리움클래식 ETC 744,300,000,000 6,655

10 비트코인다이아몬드 BCD 198,700,000,000 2,052

2019.04.24 ~ 2019.05.01

2019.04.24 ~ 2019.05.01



NEWS CLIP

테더 신뢰도로 이어지는 비트파이넥스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5일(현지 시각), 美 뉴욕 검찰총장의 발표 이후 테더 신뢰도에 문제

가 발생했다. 비트파이넥스는 뉴욕 검찰총장실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성명을 내놨지만, 30일 뉴욕 검찰과 비트파이넥스, 테더 간 진행되는

법정 공방에 관한 문서가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테더 신뢰도 이슈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테더의 USDT에 따른 법정화폐 및 현금성 자산의 담보율

이 74%의 불과하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비트파이넥스 사태는 지난 25일(현지 시각)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뉴욕 검찰총장은 “비

트파이넥스는 아무런 계약·보증 없이 파나마 소재 크립토 캐피탈(Crypto Capital Corp)로 8.5억 달러를 전송해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해당 손실을 메꾸기 위해 테더 준비금 중 최소 7억 달러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하면서 모

든 관련 자료의 삭제·수정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발효하였다.

이에 비트파이넥스는 “뉴욕 검찰총장실이 제기한 증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들이 파나마 소재 크립토 캐피탈에서 발

생했다고 주장하는 ‘8.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은 현재 보호받고 있는 압류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비트파이넥

스와 테더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재정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뉴욕 검찰총장실 등 규제기관들의 요청에 협조적으로

응해왔다. 그들은 우리의 압류 자금 반환 노력을 돕고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은 이렇게 마무리된 듯 싶었으나, 법적 공방에 관한 문서가 밝혀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30일에 공개된 문서

에 따르면 테더는 USDT 발행량의 74%에 해당하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USDT는

완벽히 법정통화와 연계되어 있다고 밝혀왔던 주장이 신뢰도를 잃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달러를 유지해야 하는

USDT의 가격은 최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 경쟁사인 PAXOS의 발행량이 50% 증가하면서 테더

를 떠나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

머스크 “이더리움” 한마디에…

부테린 등 유명인사 댓글 줄줄이

블록인프레스ㅣ 2019. 04. 30

·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노드브릭 등 3개 게임사 직접 키운다 파이낸셜뉴스 ㅣ 2019. 04. 29

· KT, 블록체인 기반 병원 서비스 사업화 ZDNet Korea ㅣ 2019. 05. 02

· 한화시스템, 블록체인 기술 적용 '예술품 정보 플랫폼' 구축 연합뉴스 ㅣ 2019. 05. 02

“USDT 발행량 중 74% 가치만 달러로 보유”

테더 신뢰 무너진다

디센터ㅣ 2019. 05. 01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6596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6596
http://www.fnnews.com/news/201904290938308308
http://www.zdnet.co.kr/view/?no=20190502090616
https://www.yna.co.kr/view/AKR20190430030500003?input=1195m
https://www.decenter.kr/NewsView/1VIZ0OFRSJ
https://www.decenter.kr/NewsView/1VIZ0OFRSJ


비트코인 선·현물 주간 시세

비트코인 선물 요약 (CME, CBOE)

종목 수치 의견

RSI(14) 59.087 매수

STOCH(9, 6) 69.658 매수

STOCHRSI(14) 98.983 과량매입

MACD(12, 26) -76.900 매도

ADX(14) 54.036 매수

Williams %R -14.428 과량매입

CCI(14) 125.2403 매수

ATR(14) 401.1857 변동성 낮음

Highs/Lows 901.6071 매수

Ultim ate Oscilator 60.988 매수

ROC 49.508 매수

Bull/Bear Power(13) 1227.7980 매수

매수 : 8 매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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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79 매수

STOCH(9, 6) 68.607 매수

STOCHRSI(14) 98.967 과량매입

MACD(12, 26) -85.225 매도

ADX(14) 57.636 매수

Williams %R -15.401 과량매입

CCI(14) 125.7825 매수

ATR(14) 391.2143 변동성 낮음

Highs/Lows(14) 898.5714 매수

Ultim ate Oscilator 60.651 매수

ROC 50.994 매수

Bull/Bear Power(13) 1229.5140 매수

매수 : 8 매도 : 1 중립 : 0 요약:적극 매수

단위 : USD
2019.04.24 ~ 2019.05.01

CME  5월물 만기일 : 5월 25일 AM 1시 (한국 기준)          * 매월 마지막 금요일 16시 (영국 기준)

CBOE  5월물 만기일 : 5월 16일 AM 6시 (한국 기준)               * 매월 셋째주 수요일 16시 (USA 시카고 기준)

만기일 안내

기술적 지표

CME CBOE

BTC

CME

CBOE



빗썸 소식
빗썸 모바일 WEB/APP 즐겨찾기 및 검색 기능 추가 안내

- 모바일 WEB/APP 기능 업데이트 내용 : 

1) 암호화폐 즐겨찾기 기능 추가

2) 암호화폐 검색 기능 추가

3) 암호화폐 심볼/마켓명 추가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5월 14일(화) 스텔라루멘(XLM) 밋업(New York, USA)

23일(목) 이더리움(ETH) 컨퍼런스(Madrid, Spain)

25일(토) 버지(Verge) 밋업(Rotterdam, Netherlands)

코인 스케줄

코넌(CON), 앵커(ANKR) 상장 및 660만개 에어드랍 이벤트 안내

- 이벤트 기간 : 5월 3일(금) ~ 5월 5일(일) 자정까지

- 이벤트 주요내용 :

1) 코넌(CON) 거래 에어드랍 이벤트

2) 앵커(ANKR) 거래 에어드랍 이벤트

- 이벤트 지급 : 5월 15일(수)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본 보고서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의 의도는 일절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서 회사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한 배포 유포 등의 권한은 ㈜비티씨코리아닷컴에게 있습니다 무단 유출 시 법

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제공 헥슬란트

빗썸 모바일 기능
업데이트 안내

CON, ANKR 상장 및
660만개 에어드랍
이벤트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067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