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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do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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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중국의 암호화폐 단속 이슈로 인해 하락을 피하지 못

하였다.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사무실 폐지 및 서비스 중단설이 계속해서 나왔

으며, 몇몇 거래소는 루머라고 밝혀졌으나 실제 폐지하는 거래소도 생겨나면서

투자 심리가 매우 위축되었다.

이번 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평균은 전주 대비 13.19% 하락한 2,03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량 평균은 전주 대비 30.88% 상승한

888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암호화폐 단속에 위축되는 투자 심리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2019.11.20 ~ 2019.11.27
단위 : USD

정무위 통과한 특금법,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가시화

지난 21일 저녁 국회 정무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형태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보다 엄격한 규제가

담긴 특금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 조율 과정에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의무화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암호화폐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고, 시장에 난립한

거래소들을 건전하게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입장

을 보였다.

업비트, 580억원 규모 이더리움 분실... 회사 자산으로 충당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 27일 공지를 통해 “11월 27일 오후 1시

6분 업비트 이더리움 핫월렛에서 이더리움 34만2천개(580억원 상당)가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되었다"며 "회원 여러분의 자산에는 피해가 없도록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된 이더리움은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발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업비트는 “핫월렛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는 콜드월렛으로

이전을 완료했다”며 "입출금이 재개되기까지는 최소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으

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가상화폐 투기 단속... 본토 밖 거래소도 포함

중국 당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단속 범위에 해외에 법인을 둔 중국 자본 기반의

거래소까지 포함된다고 23일 중국증권보가 전했다. 최근 중국에서 ‘블록체인’

이라는 단어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화폐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 것과 관

련 단속반 소식통은 "앞서 중국 각 지방은 관할 지역의 가상화폐 활동을 전면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처벌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며 "중국인터넷금융협

회와 긴급센터는 중국 본토 내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 ICO는 물론 본토 밖 가

상화폐 거래소까지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빗썸 주간 거래 점유율

순위 코인명 Symbol 거래점유율(%) 전주 대비

1 비트코인 BTC 20.10% -

2 라이트코인 LTC 11.35% -

3 파워렛저 POWR 10.29% New

4 아이앤에스 INS 6.90% New

5 월튼체인 WTC 5.03% New

6 젠서 XSR 4.47% New

7 피벡스 PIVX 4.19% New

8 다빈치 DAC 3.71% New

9 코넌 CON 3.57% New

10 리플 XRP 3.18% New

빗썸 주간 시세 등락률

상승 TOP 1 아피스(APIS)

이번 주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아피스(APIS)이다. 아피스는 퍼블릭 체인을 기반으로 한 마스터노드 중개 플랫폼이다.

아피스는 최근 중국발 호재와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화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큰 폭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하락 TOP 1 디에이씨씨(DACC)

이번 주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디에이씨씨(DACC)이다. 지난 21일 빗썸은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디에이씨씨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으며, 이에 디에이씨씨는 큰 폭의 가격 하락을 보였다.

11월 마지막 주 상승률, 하락률이 가장 큰 암호화폐는?

2019.11.20 ~ 2019.11.27

2019.11.20 ~ 2019.11.27

순위 코인명 Symbol 시가총액(KRW) 가격(KRW)

1 아피스 APIS 4,700,000,000 0.57

2 위쇼토큰 WET 900,000,000 5.84

3 비체인 VET 417,900,000,000 7.54

4 람다 LAMB 29,800,000,000 40.60

5 원루트네트워크 RNT 3,200,000,000 11.50

6 에이치닥 HDAC 60,900,000,000 32.70

7 베잔트 BZNT 2,500,000,000 4.23

8 파퓰러스 PPT 31,700,000,000 599

9 피벡스 PIVX 15,000,000,000 269

10 비트코인에스브이 BSV 2,275,900,000,000 124,700



NEWS CLIP

특금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작년에 발의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은 1년 동안 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보류되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

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매우 바빠지기 시작했다.

과연 특금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특금법은 원래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가 불법 의심 거래

를 파악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은행

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당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이 누구인지 항상 알고 있어야 하며, 자금

세탁방지(AML)나 테러자금조달방지(CFT)를 위해 항상 거래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했으며, 암호화폐 관련 업체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정의했다.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취급업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보안 인증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중 은행과 실명 가상계좌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다.

특금법의 개정은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특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회의는 29일 열릴 예정이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공포된다. 시행령 마련 시점

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마련을 위해

암호화폐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SK네트웍스·GS홈쇼핑·한화시스템, 

카카오 블록체인 공동 운영

뉴스1ㅣ 2019. 11. 28

파이낸셜뉴스 ㅣ 2019. 11. 25

· 中, 전국적 가상화폐 집중단속…"블록체인 육성과 별개" 연합뉴스ㅣ 2019. 11. 26

· 게임위, 게임물 등급분류에 블록체인 적용 추진 ZDNetKorea ㅣ 2019. 11. 28

드디어 한걸음 내딘 '특금법’…

업계 "적용대상 구체화 필요하다"

디센터ㅣ 2019. 11. 22

· 네이버-카카오, 블록체인 금융시장 정조준...테크핀 선점 나선다

http://news1.kr/articles/?3780159
http://news1.kr/articles/?3780159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6118800089?input=1195m
http://www.zdnet.co.kr/view/?no=20191128085703
https://www.decenter.kr/NewsView/1VQWCU4UN1/GZ01
https://www.decenter.kr/NewsView/1VQWCU4UN1/GZ01
http://www.fnnews.com/news/201911251430147228
https://www.decenter.kr/NewsView/1VQWCU4UN1/GZ01
https://www.decenter.kr/NewsView/1VQWCU4UN1/GZ01
http://news1.kr/articles/?3780159
http://news1.kr/articles/?3780159


비트코인 선·현물 주간 시세

비트코인 선물 요약 (CME)

종목 수치 의견

RSI(14) 44.539 매도

STOCH(9,6) 40.461 매도

STOCHRSI(14) 9.329 과량매도

MACD(12,26) 191.100 매수

ADX(14) 33.569 매도

Williams %R -77.228 매도

CCI(14) -127.9830 매도

ATR(14) 1308.0357 변동성 낮음

Highs/Lows(14) -696.7857 매도

Ultimate Oscillator 46.294 매도

ROC -27.557 매도

Bull/Bear Power(13) -2945.3760 매도

매수 : 1 매도 : 9 중립 : 0 요약 : 적극 매도

위 기술적 지표는 전통적인 증권 시장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을 준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암호화폐 시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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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8.5 7926.0

매도 매도

MA10
8171.6 8428.0

매도 매도

MA20
9297.4 8485.5

매도 매도

MA50
7196.6 8098.5

매수 매도

MA100
7412.6 6916.4

매수 매수

MA200
4303.8 5316.6

매수 매수

매수 : 5 매도 : 7 요약 : 매도

단위 : USD

2019.11.20 ~ 2019.11.27

CME  11월물 만기일 : 11월 30일 AM 1시 (한국 기준)          * 매월 마지막 금요일 16시 (영국 기준)

만기일 안내

기술적 지표

기술 요약

이동평균

BTC

CME

BTC



빗썸 소식

모네로(XMR) 프로토콜 업데이트 관련 출금시 유의사항

모네로 프로토콜 업데이트 관련 출금시 유의사항 공지드립니다. 

- 업데이트 버전 : (기존) 0.14.1 → (업데이트) 0.15.0

- 업데이트 버전 반영예상시간 : 11월 29일(금) 15:00 예정

- 업그레이드 반영 이후 출금시 유의사항 : payment ID를 사용한 출금 불가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12월 3일(화) 애터니티(AE) 밋업(Sofia Meetup, Bulgaria)

4일(수) 이더리움(ETH) 하드포크(Istanbul Mainnet Hard Fork)

7일(토) 대시(DASH) 밋업(Scottsdale Meetup, USA)

코인 스케줄

[투자유의종목] 미스릴(MITH), 폴리매스(POLY) 지정 안내

[빗썸 암호화폐 투자유의종목 지정 정책]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자유의종목

신규지정을 결정하였습니다. 

- 투자유의종목 신규 지정 : 미스릴(MITH), 폴리매스(POLY)

- 지정일 : 11월 28일(목)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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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제공 : 헥슬란트

XMR 프로토콜

업데이트 관련

유의사항

투자유의종목

지정 안내

윙크(WIN) 4차 에어드랍 지원 안내

트론(TRX) 보유회원을 대상으로 윙크 4차 에어드랍을 아래와 같이 지원할 예정이

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트론 잔고 스냅샷 시점 : 11월 28일(목) 오전 1시 (KST)

- 지급 비율 및 시기 : 스냅샷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스냅샷 시점은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윙크(WIN) 4차

에어드랍 지원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367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366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