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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urrencies 2,939

Market cap $218,385,624,034

24h Volume $46,619,661,433

Market dominance

BTC 67.54%

ETH 8.65%

XRP 4.90%

자료 : Coinmarketcap

Bithumb 

Currencies 98

BTC/KRW 9,815,000

ETH/KRW 20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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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주 급락 사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비트코인 시세

1,000만원 이하에서 약보합세를 띠고 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2주 연속 큰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침체 현상을 나타냈으며, 큰 폭의 암호화폐 거

래량 감소를 이끌었다.

이번 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평균은 전주 대비 0.45% 증가한 2,267억 달

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량 평균은 전주 대비 28.46% 하락한 555

억 달러를 기록했다.

숨죽인 암호화폐 시장...암호화폐 가격 약보합세 유지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2019.09.25 ~ 2019.10.02
단위 : USD

한국은행 “리브라 상용화 쉽지 않아“

한국은행이 지난 1일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의

2020년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페이스북

이 2020년 상반기 중 리브라의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발행 여부와

사업의 성패를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리브라가 계획

단계라는 점, 규제 당국의 대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

다"고 설명했다. 또한 "페이스북 리브라 관계자와의 접촉 등을 통해 리브라 출

시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주요국 중앙은

행 등과 함께 국제결제은행, 금융안정위원회 회의 참여 등을 통해 국제 사회의

리브라 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의견은 리

브라에 대한 한국은행의 첫 공식 평가이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 10월 말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 공개

지난 30일 개최한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메인행사 디파인(D.FINE) 컨퍼런

스에서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조만간 글로벌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블록체

인 기술 육성 및 암호자산 제도화 추진을 정부에 제안하는 권고안을 공개할 것

"이라며 "블록체인을 포함한 4차 산업 혁명을 산업, 경제, 과학 기술 등 측면에

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

당 권고안은 10월 하순 민간 의견을 담은 대정부 권고안 형식으로 제출될 예

정이다.

블록원 CEO “보이스, 순조롭게 진행 중“

브렌단 블러머 블록원 최고경영자가 트위터를 통해 "블록원은 보이스와 관련

한 흥분과 기대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조만간 중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모든 타임라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빗썸 주간 거래 점유율

순위 코인명 Symbol 거래점유율(%) 전주 대비

1 비트코인 BTC 30.58% -

2 에프엔비프로토콜 FNB 23.75% New

3 리플 XRP 8.56% -

4 이더리움 ETH 8.08% -

5 파워렛져 POWR 5.46% New

6 이오스 EOS 4.98% -

7 웨이브 WAVES 4.92% New

8 비트코인캐시 BCH 2.45% ▼6

9 엔진코인 ENJ 2.40% New

10 메탈 MTL 2.31% New

빗썸 주간 시세 등락률

상승 TOP 1 에토스(ETHOS)

이번 주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에토스(ETHOS)이다. 에토스는 자체적인 분산 지갑인 유니버셜 지갑을 통해 사람들에

게 암호화폐 기술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젝트이다. 이번 상승은 주요 해외 거래소에서부터 시작됐으며 전세계적

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하락 TOP 1 람다(LAMB)

이번 주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람다(LAMB)이다. 람다는 루니버스 메인넷에서 통용되는 암호화폐로, 다양한 DApp이

해당 메인넷에 참여하여 사용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참여한 프로젝트들의 특별한 활동과

메인넷 전환이 늦춰지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기록하였다.

10월 첫째 주 상승률, 하락률이 가장 큰 암호화폐는?

2019.09.25 ~ 2019.10.02

2019.09.25 ~ 2019.10.02

순위 코인명 Symbol 시가총액(KRW) 가격(KRW)

1 에토스 ETHOS 7,500,000,000 76

2 엘프 ELF 49,100,000,000 92

3 웨이브 WAVES 99,900,000,000 1,758

4 체인링크 LINK 808,000,000,000 2,299

5 카이버 네트워크 KNC 36,800,000,000 219

6 아이앤에스 INS 7,200,000,000 220

7 엔진코인 ENJ 54,800,000,000 70.10

8 베이직어텐션토큰 BAT 271,800,000,000 204

9 스텔라루멘 XLM 1,416,600,000,000 70.20

10 프리마스 PST 6,000,000,000 106



NEWS CLIP

리플과 탈중앙화, 그리고 암호화폐 결제

한국 투자자에게는 이더리움, 비트코인보다 친근한 암호화폐가 있다. 바

로 ‘리플’이다. 2018년 상반기 암호화폐 투자가 붐일 때 대부분의 한국 투

자자는 가장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였던 리플에 투자하였다. 그 뒤로 리

플은 꾸준히 시장에서 언급되는 암호화폐이자 애증의 암호화폐가 되었다.

리플의 목표는 암호화폐 국제 송금과 암호화폐 결제인데, 과연 리플의 목

표는 어디까지 달성되었을까?

리플은 자사 화폐 결제를 위해 엑스레피드(xRapid), 엑스커런트(xCurrent), 엑스비아(xVia) 등 결제 솔루션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하지만 최근 3개 솔루션을 리플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면서 서비스 리브랜딩의 추측이 나타났다. 일각에

서는 “리플이 자체 기업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리플넷을 중심으로 주요 세부 서비스 브랜드를 재정립하는 것 같

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엑스레피드는 엑스커런트와 달리 법정화폐 대신 리플을 정산 매개체로 활용해 해외 서비스

를 지원한다. 엑스비아는 인터넷망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리플의 솔루션으로 별도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디지털

지갑과 지불, 송금 업체 자금을 추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리브랜딩에 앞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트릴레마 중 하나인 ‘탈중앙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리플 운영사에게 화폐 운영 주체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탈중앙화와 맞지 않으며, 운영 주체의 비도덕적 행동으로

화폐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또한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 판단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지난해 8월 증

권법 위반으로 피소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리플은 가장 먼저 암호화폐 결제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현재 글로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미

세하다. 암호화폐 결제를 이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에 담긴다…

개인정보는 블록체인 기술로 보호

디센터ㅣ 2019. 10. 02

IT조선ㅣ 2019. 09. 26

· 대내외 악조건에도 블록체인 업계 잇따른 투자 낭보 헤럴드경제ㅣ 2019. 10. 03

· 블록체인 영화 플랫폼 무비블록, DMZ 다큐 영화제와 맞손 파이낸셜뉴스ㅣ 2019. 10. 04

"블록체인 게임, 게임위 등급신청“

...결정 여부에 '관심'

파이낸셜뉴스ㅣ 2019. 10. 04

· 에이치닥, 아이앤택과 블록체인 신원증명 플랫폼 개발

https://decenter.kr/NewsView/1VPD7DFIXF
https://decenter.kr/NewsView/1VPD7DFIXF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03000021
http://www.fnnews.com/news/201910041127093209
http://www.fnnews.com/news/201910041211417025
http://www.fnnews.com/news/201910041211417025
https://decenter.kr/NewsView/1VPD7DFIXF
https://decenter.kr/NewsView/1VPD7DFIXF
http://www.fnnews.com/news/201910041211417025
http://www.fnnews.com/news/201910041211417025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6/2019092600767.html


비트코인 선·현물 주간 시세

비트코인 선물 요약 (CME)

종목 수치 의견

RSI(14) 46.193 중립

STOCH(9,6) 33.141 매도

STOCHRSI(14) 1.237 과량매도

MACD(12,26) 681.600 매수

ADX(14) 33.821 매도

Williams %R -93.544 과량매도

CCI(14) -213.1588 과량매도

ATR(14) 1704.3571 변동성 낮음

Highs/Lows(14) -1416.7857 매도

Ultimate Oscillator 42.349 매도

ROC -31.293 매도

Bull/Bear Power(13) -2559.0700 매도

매수 : 1 매도 : 6 중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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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98.4 9087.3

매도 매도

MA10
10009.6 9542.4

매도 매도

MA20
9911.7 9082.0

매도 매도

MA50
6666.3 8052.0

매수 매수

MA100
7477.6 6660.7

매수 매수

MA200
3975.7 5076.5

매수 매수

매수 : 6 매도 : 6 중립 : 0 요약: 중립

단위 : USD

2019.09.25 ~ 2019.10.02

CME  10월물 만기일 : 10월 26일 AM 1시 (한국 기준)          * 매월 마지막 금요일 16시 (영국 기준)

만기일 안내

기술적 지표

기술 요약

이동평균

BTC

CME

BTC



빗썸 소식

시세 정보 카테고리 추가 안내

빗썸에서는 회원님들의 보다 건전한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거래소 메인화면 > 시세정보에 카테고리를 추가하였습니다. 

- 적용 플랫폼 : PC, 모바일 WEB, 모바일 APP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10월 8일(화) 웨이브(WAVES) 밋업(Madrid Meetup, Spain)

13일(일) 쿼크체인(QKC) 밋업(Tokyo Meetup, Japan)

16일(수) 퀀텀(QTUM) 하드포크(Hard Fork)

코인 스케줄

암호화폐 6종 입출금 재개 안내

보안 강화가 완료된 암호화폐 6종 입출금을 다음과 같이 재개합니다.

- 입출금 재개 대상 : 비트코인골드(BTG), 비체인(VET), 비트토렌트(BTT), 

메탈(MTL), 코르텍스(CTXC), 오디세이(OCN)

- 입출금 재개 시간 : 10월 4일(금)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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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 본보고서는정보제공을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투자권유의의도는일절없음을알립니다.

개인의의견이반영된내용으로서, 회사공식적인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이문서에대한배포/유포등의권한은㈜비티씨코리아닷컴에게있습니다. 무단유출시법적
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데이터제공 : 헥슬란트

시세 정보 카테고리

추가 안내

암호화폐 6종

입출금 재개 안내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268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