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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또 한 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으로 출렁였다.

시 주석은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과 같지 않다”고 강조하며 암호화폐를 불법 폰

지 사기로 비유하였는데, 해당 발언은 오보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평균은 전주 대비 5.1% 하락한 2,341억 달러

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량 평균은 5.01% 하락한 679억 달러를 기

록했다.

또 한 번의 시진핑 주석의 발언, 저번과 다른 시장 반응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2019.11.13 ~ 2019.11.20
단위 : USD

中 시진핑 ‘암호화폐는 사기’ 발언 보도는 오보

코인니스가 중국 현지 미디어 및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 여부

를 조사한 결과, 시진핑 주석의 영상은 CCTV1 간판 시사 프로그램 초점취재의

패널 발언에 네티즌들이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합쳐 편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국내 커뮤니티 및 미디어에서 시진핑 주석의 실제 발언처럼 공유 및 보도

하면서 사실과는 다르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커뮤니티에서 동시에

공유되었던 시 주석의 "투자에 깊게 빠졌다가 돈을 순식간에 잃을 수 있다" 발

언 영상 또한 최근이 아닌 과거 영상으로 확인됐다.

이더리움 재단, 이스탄불 업그레이드 예정 공지

이더리움 재단 공식 블로그가 지난 20일(현지 시각)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블록

높이 9,069,000에서 이스탄불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정

확한 날짜는 블록 생성 시간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더리움 네트워

크 블록 생성 평균 속도로 계산할 경우 예상 시간은 12월 7일(현지 시각)이다.

이에 이더리움 재단은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12월 1일 이전 노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것을 권장했다.

익명성 프로토콜 ‘밈블윔블’ 중대 결함 발견

블록체인 투자펀드 드래곤플라이캐피탈 소속 연구원 이반 보가티(Ivan

Bogatyy)가 18일 미디엄을 통해 그린(Grin), 빔(Beam) 등이 사용 중인 익명성

블록체인 프로토콜 밈블윔블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당 60

달러의 아마존웹서비스 비용을 지불해 실시간으로 96%의 그린 거래 관련 발

신자와 수신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결

함을 고칠 방법은 없다"며 익명성 분야에서 밈블윔블이 더 이상 제트캐시나

모네로의 대안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으로 익명성을

중시하는 프라이버시 관련 프로젝트의 암호화폐 가격이 9% 이상 일제히 하락

했다.



빗썸 주간 거래 점유율

순위 코인명 Symbol 거래점유율(%) 전주 대비

1 비트코인 BTC 13.68% ▲1

2 라이트코인 LTC 8.53% ▼1

3 이더리움 클래식 ETC 7.86% New

4 비에이치피 BHP 7.04% New

5 엔진코인 ENJ 6.50% New

6 오브스 ORBS 5.67% New

7 메탈 MTL 5.65% New

8 체인링크 LINK 4.51% ▼2

9 크로미아 CHR 4.35% New

10 스테이터스네트워크토큰 SNT 3.87% New

빗썸 주간 시세 등락률

상승 TOP 1 코르텍스(CTXC)

이번 주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코르텍스(CTXC)이다. 코르텍스는 아르고 프로젝트와 이번 ‘바이낸스 커뮤니티 투표’

후보에 올랐으며, 코르텍스가 아르고보다 높은 득표수를 기록하면서 바이낸스 상장 기대감에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다.

하락 TOP 1 프레시움(FCM)

이번 주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프레시움(FCM)이다. 프레시움은 지난 11월 13일 빗썸 거래소에 최초 상장되면서 기대

감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였으나 상장 기념 에어드랍 이벤트의 종료와 수요 과열이 사라지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기록했다.   

11월 셋째 주 상승률, 하락률이 가장 큰 암호화폐는?

2019.11.13 ~ 2019.11.20

2019.11.13 ~ 2019.11.20

순위 코인명 Symbol 시가총액(KRW) 가격(KRW)

1 코르텍스 CTXC 32,900,000,000 215

2 패블릭 FAB 147,900,000,000 9.18

3 크레드 LBA 18,200,000,000 29.50

4 질리카 ZIL 58,900,000,000 7.90

5 위쇼토큰 WET 800,000,000 5.58

6 버지 XVG 79,300,000,000 5.02

7 엔진코인 ENJ 63,200,000,000 78.90

8 스트라티스 STRAT 37,900,000,000 376

9 이오스트 IOST 84,600,000,000 7.81

10 엘프 ELF 53,200,000,000 97.10



NEWS CLIP

현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어떤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2009년 이후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약 10년이 흘렀다.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거래소가 생기고 암호

화폐를 통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비트코인은 투자자산 또는 화폐의 역

할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자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있기에 비

트코인을 어떤 자산으로 분류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되고 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화폐

의 3대 기능인 교환, 가치척도, 가치저장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며, 금융경제학 관점과 세법상 통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견해에 반론하듯 비트코인이 특정 자산 성격을 가진다는 실증연구는 계속해서 나타나

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헥슬란트 인사이트 리포트인 ‘비트코인 가격결정요인 분석을 통한 자산 분류’에서는 현시점

의 비트코인이 국채와 금과 같이 대체투자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에 편입돼 시장 변동성 완화의 성격을 가진 자산이

라고 판단했다.

헥슬란트 리서치센터는 금이 대체투자자산에서 금융상품으로 변화하면서 가격결정요인에 변동이 생겼다는 연구를

토대로 비트코인 가격결정요인으로 자산 분류를 진행했다. 2018년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 전과 후로 나누어 가격결정

요인의 변동을 파악하고, 현시점에서의 가격결정요인에 따라서 비트코인 자산을 분류했다.

리포트는 2018년 이후 비트코인이 금 가격, 미 국채 10년 만기물 수익률과 양의 계수를 띄고 있으며, 이는 금과 국채

수요가 증가하면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현재 시장 불확실성에 대

한 위험회피 기능을 가진 대체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금과 유사한 안전자산으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록체인 적극 도입하는 IT대기업들

뉴스토마토ㅣ 2019. 11. 29

연합뉴스 ㅣ 2019. 11. 21

· LG CNS·카카오, 블록체인 사업 손잡았다 아이뉴스24 ㅣ 2019. 11. 21

· JP모건, ‘블록체인 결제’에 꽂혔다 블로터 ㅣ 2019. 11. 19

미국 SEC,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 재검토

디센터ㅣ 2019. 11. 21

· '블록체인굴기' 中 특허출원, 미국의 3배…한국 3위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34641
http://www.inews24.com/view/1223805
http://www.bloter.net/archives/361460
https://www.decenter.kr/NewsView/1VQUX0C9WT/GZ01
https://www.decenter.kr/NewsView/1VQUX0C9WT/GZ01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1056000073?input=1195m
https://www.decenter.kr/NewsView/1VQUX0C9WT/GZ01
https://www.decenter.kr/NewsView/1VQUX0C9WT/GZ0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3464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34641


비트코인 선·현물 주간 시세

비트코인 선물 요약 (CME)

종목 수치 의견

RSI(14) 46.845 중립

STOCH(9,6) 32.952 매도

STOCHRSI(14) 15.843 과량매도

MACD(12,26) 342.100 매수

ADX(14) 26.958 매도

Williams %R -77.606 매도

CCI(14) -76.6079 매도

ATR(14) 1229.2857 변동성 낮음

Highs/Lows(14) -478.5714 매도

Ultimate Oscillator 43.447 매도

ROC -22.825 매도

Bull/Bear Power(13) -1053.0560 매도

매수 : 1 매도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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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5.7 8406.5

매도 매도

MA10
8510.3 8720.7

매도 매도

MA20
9544.3 8657.5

매도 매도

MA50
7123.7 8166.0

매수 매도

MA100
7489.4 6914.8

매수 매수

MA200
4269.8 5301.7

매수 매수

매수 : 5 매도 : 7 요약 : 매도

단위 : USD

2019.11.13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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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목록 정렬기준 변경 안내

회원님께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암호화폐 목록 정렬 기준을 아래

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렬

- 변경 : 24시간 거래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렬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30일(토) 모네로(XMR) 하드포크(Hard Fork)

12월 2일(월) 밸러토큰(VALOR) 토큰 소각(Coin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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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스케줄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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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과 기존 투자유의종목에 대한 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 투자유의종목 신규 지정 : 아피스(APIS)

- 투자유의종목 해지 : 위쇼토큰(WET)

※ 지정기간은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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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목록

정렬기준 변경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조정 안내

디에이씨씨(DACC), 롬(ROM), 프리마스(PST) 거래지원 종료 안내

빗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암호화폐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암호화폐명 : 디에이씨씨(DACC), 롬(ROM), 프리마스(PST)

- 입금 및 거래 종료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 출금지원 종료 일시 : 2020년 1월 3일(금)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DACC, ROM, PST

거래지원 종료 안내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353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356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