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MI(Bithumb Market Index)

1,102.03 ▲21.66  +2.0%

美 암호화폐 청문회 종료... 블록체인 잠재력 인정

지난 30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진행된 암호화폐 청문회가 종료되었다. 청문

회에서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의견들이 이어졌다. 캐서린 코테

즈 매스토 민주당 상원의원은 ”블록체인 잠재력은 매우 크며, 미국이 앞서가지

않는다면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따라잡힐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조

사국 국제무역 금융 전문가 레베카 넬슨은 "암호화폐 허브 국가들은 투명성과

명확성을 통해 암호화폐 업계를 관할권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며 "돈세탁은

암호화폐에 대한 주요 우려 중 하나지만, 라이선스 보고, 투명성 요구 등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서클 CEO 제레미 얼레어는 "암호화폐 업

계를 위한 단독 규제 기관이 필요하다”며 "여러 국가가 공동 규제 프레임 워크

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규제 부분의 이른 확립을 촉구했다.

페이스북, 리브라 출시 무산 가능성 정식 언급

페이스북이 최근 분기 보고서에 "2020년까지 암호화폐 리브라를 출시할 예정

이었으나, 다수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페이스북이 투자자와 주주들에게 리브라 발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을 인정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NBC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이 미국 증권거래위

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리브라는 다수의 국가 관할 정부 및 규제 기관으로

부터 엄격한 심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심의는 지속될 것이다. 또한 시장은 리

브라와 같은 새로운 화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상당히 큰 불확실성을 느낀다. 

이에 리브라 또는 관련 서비스가 예정된 시간에 제공되지 못하거나 아예 제공

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중요한 초

기 경험이 부족하다. 이는 우리가 이같은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데 부정

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美 SEC, 첫 이더리움 기반 토큰 합법적 발행 및 판매 허용

블록체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지 블록체인

게임 업체 포켓풀 오브 쿼터스(PoQ)에 비규제조치 의견서를 발송, PoQ가 발

행한 쿼터 토큰의 합법적 발행 및 판매를 허용했다. 이는 PoQ가 예외적으로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토큰 발행 및 판매에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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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청문회로 시끄러웠던 7월 암호화폐 시장은 월 말이 다가오면서 혼조세가

지속되었다. 큰 변동성을 나타냈던 몇 주 전과 달리 특별한 움직임 없이 비트코

인은 1만 달러 박스권을 형성하였으며, 시가총액과 거래량 모두 하락했다.

이번 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평균은 전주 대비 5.29% 하락한 2,700억 달

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량 평균은 20.83% 하락한 494억 달러를

기록했다.

계속되는 암호화폐 혼조세... 특정 움직임 나타나지 않아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2019.07.24 ~ 2019.07.31
단위 : USD



빗썸 주간 거래 점유율

순위 코인명 Symbol 거래점유율(%) 전주 대비

1 대시 DASH 73.85% -

2 비트코인 BTC 9.82% -

3 모네로 XMR 6.67% -

4 이더리움 ETH 1.49% ▲2

5 리플 XRP 1.24% ▲2

6 비트코인캐시 BCH 1.19% ▲3

7 이오스 EOS 1.00% ▼2

8 람다 LAMB 0.59% New

9 비트코인에스브이 BSV 0.45% ▼1

10 라이트코인 LTC 0.36% New

빗썸 주간 시세 등락률

상승 TOP 1 골렘(GNT)

이번 주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골렘(GNT)이다. 골렘은 최초의 분산 컴퓨팅 프로젝트로 유휴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는

글로벌 마켓을 개발하고 있다. 메인넷 개발, 커뮤니티 소통 등 꾸준한 개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이번 주 골렘에 글로

벌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

하락 TOP 1 파퓰러스(PPT)

이번 주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파퓰러스(PPT)이다. 파퓰러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인보이스 및 무

역 금융 플랫폼으로 투자자와 판매자가 전세계의 인보이스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주 입출금 재

개가 예정된 파퓰러스는 정상적인 시장 가격을 되찾아가며 급격한 가격 변동을 보였다.

8월 첫째 주 상승률, 하락률이 가장 큰 암호화폐는?

2019.07.24 ~ 2019.07.31

2019.07.24 ~ 2019.07.31

순위 코인명 Symbol 시가총액(KRW) 가격(KRW)

1 골렘 GNT 76,900,000,000 98.00

2 람다 LAMB 128,800,000,000 255.00

3 비트코인캐시 BCH 6,965,300,000,000 388,100

4 카이버네트워크 KNC 38,900,000,000 228.00

5 베이직어텐션토큰 BAT 375,100,000,000 292.00

6 넴 XEM 706,300,000,000 98.00

7 지엑스체인 GXC 120,700,000,000 2,018

8 사이버마일즈 CMT 37,500,000,000 55.00

9 플레이코인 PLY 2,000,000,000 12.30

10 아모코인 AMO 5,300,000,000 0.59



NEWS CLIP

암호화폐 시장에서 핫한 디파이(DeFi), 정체가 무엇이냐

금융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트코인이 탄생한지 10년이 지났다. 금융

업에 가장 빨리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상

용화 서비스는 어느 산업 분야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암호화폐

가 갖는 화폐라는 특성상 가치 기반하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

였고,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과 함께 디파이(DeFi)로 불리는 시장은 더욱

커져갔다.

디파이(DeFi)는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로 블록체인, 특히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된 금융 툴을 말

한다. 이들 대부분은 발행한 암호화폐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검열 저항성과 금융 인프라의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가장 인기 있는 디파이 서비스로는 대출이 있으며, 암호화폐 발행 및 투자, 예측시장, 거래소,

오픈마켓 플레이스 등이 있다.

대출 플랫폼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메이커다오(MakerDAO)다. 메이커다오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DAI를 발행하는 프로젝트로 2017년 말에 공개된 이후로 지속적인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메이커다오가 디파이인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환전 과정에서 특정 주체가 아니라 개인들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고

개별적으로 CDP(Collateralized Debt Position)을 개설하여 DAI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메이커다오가 제공

하는 대출서비스는 별도의 신용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포용적인 금융 인프라 제공인 디파이의 방향과 일치한다.

현재 디파이 생태계는 메이커다오를 제외하고도 많은 프로젝트가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참여자와 서비스,

제품이 존재한다.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 서비스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위험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와 포용적인 금융 인프라의 니즈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디파이는 분명 주목할만한 생

태계이기도 하다.

美 암호화폐·블록체인 청문회 마쳐…

"잠재력·리스크 커, 美 주도해야"

코인리더스ㅣ 2019. 07. 31

· 신한금융투자, 블록체인 기반 개인 공매도 서비스 시작 한국경제 ㅣ 2019. 07.31

· 방사청, 블록체인 기반 방위사업 플랫폼 구축 IT조선ㅣ 2019. 07. 29

· STP네트워크, 체인링크와 스마트계약 보안강화 협력 뉴스1 ㅣ 2019. 07. 31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 국내 6개 언론사 참여...

암호화폐 거래소 법제화 공청회 개최

디센터ㅣ 2019. 07. 29

http://coinreaders.com/5021
http://coinreaders.com/5021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907313797i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9/2019072900780.html
http://news1.kr/articles/?3683960
https://www.decenter.kr/NewsView/1VLVRPD93F/GZ01
https://www.decenter.kr/NewsView/1VLVRPD93F/GZ01
https://www.decenter.kr/NewsView/1VLVRPD93F/GZ01
https://www.decenter.kr/NewsView/1VLVRPD93F/GZ01
http://coinreaders.com/5021
http://coinreaders.com/5021


비트코인 선·현물 주간 시세

비트코인 선물 요약 (CME)

종목 수치 의견

RSI(14) 65.110 매수

STOCH(9, 6) 56.751 매수

STOCHRSI(14) 8.588 과량매도

MACD(12, 26) 1443.100 매수

ADX(14) 58.603 매수

Williams %R -42.142 매수

CCI(14) 47.1784 중립

ATR(14) 1698.9286 변동성 높음

Highs/Lows 371.4286 매수

Ultim ate Oscilator 54.401 매수

ROC 97.344 매수

Bull/Bear Power(13) 1047.9260 매수

매수 : 9 매도 : 0 중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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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85.2 10228.4

매도 매도

MA10
10024.0 9657.8

매수 매수

MA20
7807.1 8358.3

매수 매수

MA50
6044.8 7041.1

매수 매수

MA100
6777.2 5998.9

매수 매수

MA200
3526.1 4616.4

매수 매수

매수 : 10 매도 : 2 중립 : 0 요약: 매수

단위 : USD

2019.07.24 ~ 2019.07.31

CME  8월물 만기일 : 8월 31일 AM 1시 (한국 기준)          * 매월 마지막 금요일 16시 (영국 기준)

만기일 안내

기술적 지표

기술 요약

이동평균

BTC

CME

BTC



빗썸 소식

빗썸의 EOS BP 투표 참여에 대한 안내

소중한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빗썸을 통하여 이오스(EOS)를거래 또는 보관하고 있으시거나향후 거래할 예정이

신 회원님들께빗썸의 EOS BP 투표 참여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8월 3일(토) 카이버 네트워크(KNC) 밋업(Bengaluru Meetup, India)

30일(금) 왁스(WAX) 토큰 스왑 종료

코인 스케줄

원화(KRW) 입금 24시간 출금지연제 시행 안내

금융사기사고피해 예방을 위해 ’24시간 출금지연제’가적용됩니다. 

- 24시간 출금지연제 : 최종 원화(KRW) 입금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출금

을 제한하는 제도 (암호화폐입금 건에 대한 출금은 제한 없음) 

- 적용 일시 : 8월 1일(목) 00시

* 원화(KRW) 입/출금, 암호화폐 거래 및 입금은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 본보고서는정보제공을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투자권유의의도는일절없음을알립니다.

개인의의견이반영된내용으로서, 회사공식적인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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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제공 : 헥슬란트

빗썸 EOS BP 투표

참여에 대한 안내

KRW 입금 24시간

출금지연제 시행

INS, AMO

입출금 재개 안내

INS, AMO 입출금 재개 안내

보안 강화가 완료된 암호화폐 2종 입출금을 다음과 같이 재개합니다.

- 입출금 재개 대상 : 아이앤에스(INS), 아모코인(AMO)

- 입출금 재개 시간 : 7월 31일(수)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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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191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188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