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더리움
2,483,000 원

▼ 414,000 (- 14.29%)

빗썸위클리리포트 5월 3주차

주요자산요약
5월 19일 오전 10시 기준(전주 대비)

비트코인 37,182,000 원
▼ 2,978,000(- 7.42%)

코스피 2,585.1
▲ 33.61 (+ 1.32%)

나스닥 11,418.15
▲ 53.91 (+0.47%)

USDT 1,271.97 원
▼ 9.93 (- 0.77%)

달러인덱스 103.78
▼ 0.12 (- 0.12%)

가상자산 시가총액

1,571조
▼ 93조 (-5.59%)

가상자산 총 거래량

101조
▼ 182조 (-64.31%)

*코인마켓 캡 기준

$

KOSPI



애니버스

829
▲ + 55.12 %

아모코인

2
▲ +50%

2위
힙스

2
▲ +50%

3위

리플

130,686 백만

14.42 %

이더리움

130,272 백만
14.38 %

2위
이더리움 클래식

66,394 백만
7.33 %

3위

지난주에샀었더라면?
주간 급등 코인

빗썸 원화 마켓 주간 상승률 상위 5개 코인

* 주간 급등 코인은 2022.05.12 ~ 2022.05.18일 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거래량의 %는 기간 내 빗썸 총 거래량 대비 비중입니다.

* 거래량 상위 5개 코인 데이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순위입니다.

빗썸 원화 마켓 주간 거래량 상위 5개 코인

마브렉스 15,710
▲ + 34.62%4위

아픽스 32
▲ + 34.37%5위

클레이튼 33,331 백만
3.67 %4위

루나 31,114 백만
3.43 %5위



국내 가상자산 시장현황
1억원 이상 보유 10만명

주간에 가장 핫했던 기사

스위스 명품 시계 태그호이어, 온라인 결…
스위스의 고급 시계 제조사 태그호이어…

NFT 뛰어든 통신3사…"이용자충성…
비통신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통신3사가 대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비트코인…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서 ‘비트코인 피자데…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1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원화 마켓과 BTC 마켓 등의 국내 가상자산 전체 거래소 실
이용자는 약 558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에 1억원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약
1.7%인 94,000명에 달했다. 발표된 이용자의 경우 단일 투자자가 복수의 거래소에 등록이 되었을 경우, 
중복 계산하지 않고 1명으로 집계한 수치이다.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금액을 살펴보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보유자는 9만 명,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4천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3% 수준인 73만
명으로 집계됐다.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전체에 29%인 163만 명 이였으며, 100만 원 이하의 소액
투자자의 경우 276만 명으로 49%로 집계됐다. 

이용자의 남녀 성비는 남성이 374만 명 여성이 184만 명으로 남성이 2배 가랑 많았다.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30대가 174만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40대가 148만 명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이 활발한
연령대에서 가상자산 보유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이하 가상자산 보유자가 134만 명, 50대와
60대 이상이 80만 명과 23만 명으로 집계됐다.

12월 말 기준, 국내에서 유통이 되는 가상자산의 수는 623종으로 조사 되었으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에는 흔히 가상자산을 대표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거래 비중이 원화 마켓은 27%, 코인
마켓은 9%에 불과해 전 세계 평균인 59%와는 큰 격차를 보인 것도 국내 시장의 특징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의 첫 암호화폐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거래 규모도 11조 원을 웃돌아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거래대금과 비슷한 수치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통적인 주식이나 은행 예금 또는 펀드 투자가 아닌
가상자산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는 투자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205200829546123c4c55f9b3d_1/article.html?md=20220520085039_S
https://zdnet.co.kr/view/?no=20220518152436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25221?ref=naver


이번 주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는 NFT 분야 및 탈중앙화 금융(DeFi)과 P2P 커머스를 융
합한 오리진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을 구축한 오리진프로토콜(OGN)이다. 오리진프로토
콜은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과 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며 본인인증을 비롯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와 구매, 친구 추천 등의
활동이 있다. 탈중앙화된 웹 오리진 플랫폼 내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판매 혹은 구매를 통해
OGN을 얻을 수 있으며, OGN을 통해 오리진 마켓 플레이스 상에서 판매할 상품 목록을
등록하거나 부스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오리진프로토콜의 경우 지난 3월 30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자체 발행 달러 연동 스테
이블코인인 OUSD의 거버넌스 토큰 OGV를 출시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OGV는 ERC20 
토큰으로 발행되며 머클-디스트리뷰터 컨트랙트를 통하여 OGN 보유자에게 1:1 비율로
에어드랍 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대한 스냅샷은 5월 중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함
께 언급 하였으며, 5월 24일로 예정되어있다. 

오리진은 지난해 11월 NFT 플랫폼인 오리진 스토리를 신규 출시하였으며, 오리진 스토
리는 흔히 사용 하는 SNS처럼 누구든 자신의 작품을 쉽게 NFT로 발행 함은 물론 거래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 NFT 마켓 플레이스다. 
*본 내용은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매수 추천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행해진 거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번주주목해야할프로젝트

거버넌스토큰(Governance Token)
거버넌스(governance)의 사전적 의미는 협치, 망치 등으로 번역되며, 네이버 국어사전
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라 명시되어있다.

해당하는 거버넌스를 블록체인상에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토론하고 투표를 하는 것을 뜻한다. 거버넌스 토큰은 가상자산의
한 종류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투표에 사용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며, 탈중앙화로 운
영되는 특성상 이용자들은 거버넌스 토큰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운영이나 개선 등의 방
안에 대해 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한다. 

거버넌스 토큰은 오리진프로토콜(OGN), 유니스왑(UNI), 펜케이크 스왑(CAKE), 코스모
스(ATOM), 메이커(MKR)등으로 대부분 DeFI와 연관이 있는 가상자산들이 주로 이에 속
한다.

용어 Check!



빗썸소식

알아두면좋은일정

- 위클리리포트는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위클리리포트는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회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클리리포트는 투자 권유의 의도가 없음을 알립니다.

- 위클리리포트의 저작권은 (주)빗썸코리아에 있으며,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5월 24일~26일비트코인 에스브이(BSV)
글로벌 블록체인 컨벤션 개최

쎄타토큰(THETA) 
라이브 AMA 진행 5월 25일

2022 빗썸 피자데이 이벤트
5월 22일 비트코인 피자데이를 기념하여…

간편투자 SIMPLE 체험단 모집
빗썸에서 새롭게 선보일 간편투자 서비스 …

5월 첫 입금 이벤트
5월 신규고객 대상 빗썸 '첫' 입금을 …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2674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2909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2674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2905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2674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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