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MI(Bithumb Market Index)

1,364.73 ▼138.35  -9.2%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 메인넷 출시

서울경제에 따르면,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27일 퍼블릭 블록체

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의 메인넷을 공개했다. 또한 플랫폼을 함께 운영

할 '거버넌스 카운슬(Governance Council)'도 발표했다. 그라운드X측은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대

중들의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아시아 거점 기업 위주로

거버넌스 카운슬을 꾸렸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 기업으로는 ▲LG그룹 계열사

를 비롯해 ▲아시아 최대 규모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 ▲한국 대표 게임 기업

'넷마블’ ▲전 세계 유료 게임 1위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펍지' ▲국내 최대 종

합 디지털 광고 그룹 '퓨쳐스트림네트웍스' 등이 포함됐다.

G20 FSB “페북 리브라 대응 새로운 규제 틀 필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20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25일(현지시각) "페이스

북 리브라가 출시되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 틀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

단했다. 랜달 퀄스 FSB 의장은 "현시점에서 암호화 자산이 글로벌 금융 안정성

위협 요소로 작용하진 않지만, 당국의 규제 범위를 벗어나거나 국제적인 기준

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FSB는 다수 기

관과 협력해 암호화 자산 리스크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

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퀀텀, 올 연말 ‘퀀텀 2.0’ 업그레이드 버전 공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글로브에 따르면, 최근 퀀텀 개발자가 커뮤니티

에서 진행한 AMA을 통해 "퀀텀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퀀텀 2.0'을

올 연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버전에서 프라이빗 스마트 컨트랙트와

밈블웜블 기반 ’기밀 자산’ 발행 등 기능을 추가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미디어

는 최근 30%에 가까운 상승 폭을 보이며 급등한 QTUM 시세 상승 원인으로

지난 5월 바이낸스 트러스트 월렛 상장, 구글 클라우드와 공동 개발한 블록체

인 개발 툴 출시, 퀀텀 2.0 출시 기대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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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do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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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 9.78%

XRP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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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영향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비트코인은 한때 1,700만원을 돌파하려고 했으며, 시가총액은 연중최고

치를 경신하였다.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지만, 여전히 전주 대비 높은 금액이다.

이번 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평균은 전주 대비 17.25% 증가한 3,27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초 대비 3배 정도 증가한 시가총액 평균이다. 글로

벌 암호화폐 거래량 평균은 전주 대비 34.43% 증가한 819억 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1,600만원 돌파! 시가총액은 연중 최고치 경신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2019.06.19 ~ 2019.06.26
단위 : USD



빗썸 주간 거래 점유율

순위 코인명 Symbol 거래점유율(%) 전주 대비

1 대시 DASH 25.47% ▲1

2 비트코인 BTC 23.34% ▲1

3 모네로 XMR 17.89% ▼1

4 리플 XRP 8.54% -

5 이더리움 ETH 6.31% ▲1

6 비트코인캐시 BCH 3.10% ▲1

7 이오스 EOS 2.88% ▲2

8 코넌 CON 1.95% New

9 비트코인에스브이 BSV 1.26% New

10 퀀텀 QTUM 1.18% New

빗썸 주간 시세 등락률

상승 TOP 1 하이퍼캐시(HC)

이번 주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하이퍼캐시(HC)이다. 하이퍼캐시는 이번 주 초 상장된 외국 거래소에서 투자자의 수

요가 몰리면서 급격한 가격 상승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영향이 한국 시장에도 나타나면서 가격 상승 TOP 1을 기록했다.

하락 TOP 1 아이오티체인(ITC)

이번 주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아이오티체인(ITC)이다. 지난주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이오티체인은 상승

TOP 1을 기록하며 급격한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번 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 수요가 빠

져나가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였다.

6월 마지막 주 상승률, 하락률이 가장 큰 암호화폐는?

2019.06.19 ~ 2019.06.26

2019.06.19 ~ 2019.06.26

순위 코인명 Symbol 시가총액(KRW) 가격(KRW)

1 하이퍼캐시 HC 275,200,000,000 6,525

2 퀀텀 QTUM 624,300,000,000 6,565

3 비트코인 BTC 264,850,700,000,000 15,240,000

4 오미세고 OMG 455,400,000,000 3,339

5 이더리움 ETH 42,680,200,000,000 411,600

6 코르텍스 CTXC 55,000,000,000 466

7 에이다 ADA 3,022,900,000,000 158

8 비트코인캐시 BCH 10,403,400,000,000 599,000

9 비트코인골드 BTG 656,800,000,000 36,950

10 크립토닷컴 MCO 127,400,000,000 8,325



NEWS CLIP

“이번 비트코인 상승세는 작년 초와 다르다”

비트코인이 돌아왔다. 현재 비트코인은 2017년 12월과 유사한 가격 그래

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시장 모멘텀에서 나타났던 광적인 분

위기는 이번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장

은 재작년 말과 작년 초의 상승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전문가

들은 총 6가지로 차이점을 요약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6가지 이유 모두

‘블록체인 기술의 성숙’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급등기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극단적인 관심과 매일같이 쏟아지는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언론 보

도였다. 그러나 이번 상승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우선 구글 검색 지수로 본다면, 지난 급등기의

비트코인 트렌드 지수는 39에서 100까지 달성했다. 하지만 2019년 6월 비트코인 트렌드 지수는 12에 불과하다. 특히

‘비트코인 구매 방법‘이 많았던 지난번과는 다르게 매우 적은 트렌드 지수를 나타내는데, 이는 소규모 투자자의 영향

력이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활성화 주소, 네트워크 수수료, 트랜잭션을 확인할 수 있다. 활성화 주소는 네트워크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을 나타내는 지수로, 지난 급등기 115만 건에 달했던 활성화 주소가 현재는 87만에 불

과하다.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도를 알 수 있는 네트워크 수수료는 지난 급등기에 6.5달러까지 도달했으나 현재는 2.3

달러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트랜잭션에서도 지난 급등기에는 하루 처리량이 384,000이었지만 현재는 177,000으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며, 아직 과열의 기미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2018년 가격 붕괴 전까지 보였던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없이도 현재

와 같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물론 암호화폐의 높은 가격과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

지만 지난 급등기와는 지표상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급등기에 흥미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지표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금융권, 블록체인 사업 본격화…

"결제·송금부터 인증까지"

지디넷코리아ㅣ 2019. 06. 27

· 헥슬란트, DGB금융그룹 핀테크 랩에 선정…“혁신 금융 솔루션 구축한다“ 디센터 ㅣ 2019. 06. 24

· 최태원 SK회장 "블록체인과 토큰이코노미 분리해 갈 수도 있어" 디센터ㅣ 2019. 06. 26

· '블록체인으로 비대면 신원증명' 혁신금융 5건 추가지정 팍스넷뉴스 ㅣ 2019. 06. 26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튼' 공개

팍스넷뉴스ㅣ 2019. 06. 27

http://www.zdnet.co.kr/view/?no=20190626181738
http://www.zdnet.co.kr/view/?no=20190626181738
https://www.decenter.kr/NewsView/1VKJKVNUBQ/GZ02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KKHHCCWE
https://www.paxnetnews.com/articles/50029
https://www.paxnetnews.com/articles/50047
https://www.paxnetnews.com/articles/50047
https://www.paxnetnews.com/articles/50047
https://www.paxnetnews.com/articles/50047
http://www.zdnet.co.kr/view/?no=20190626181738
http://www.zdnet.co.kr/view/?no=20190626181738


비트코인 선·현물 주간 시세

비트코인 선물 요약 (CME)

종목 수치 의견

RSI(14) 86.310 과량매입

STOCH(9, 6) 49.389 중립

STOCHRSI(14) 100.000 과량매입

MACD(12, 26) 1340.200 매수

ADX(14) 74.270 과량매입

Williams %R -14.068 과량매입

CCI(14) 211.2151 과량매입

ATR(14) 1244.2857 변동성 높음

Highs/Lows 5168.5714 매수

Ultim ate Oscilator 64.389 매수

ROC 219.535 매수

Bull/Bear Power(13) 8535.0840 매수

매수 : 5 매도 : 0 중립 : 1 요약: 매수

위 기술적 지표는 전통적인 증권분석 방법을 통해 나타낸 수치입니다. 과거 주식 시세나 거래량과 같은 자료에 기반

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을 포함하는 지표입니다. 흔히 차트를 이용해 투자심리, 매매시점, 주가동향 등을

나타냅니다.

기간 단순 평균 지수 평균

MA5
9586.0 9971.7

매수 매수

MA10
8039.2 8500.6

매수 매수

MA20
6146.9 7097.2

매수 매수

MA50
5697.8 6179.6

매수 매수

MA100
6309.1 5528.2

매수 매수

MA200
3264.6 4316.8

매수 매수

매수 : 12 매도 : 0 중립 : 0 요약: 적극 매수

단위 : USD

2019.06.19 ~ 2019.06.26

CME  6월물 만기일 : 6월 29일 AM 1시 (한국 기준)          * 매월 마지막 금요일 16시 (영국 기준)

CBOE  2019년 6월 만기 기준, 비트코인 선물 CBOE(XBT) 거래 지원 중단

만기일 안내

기술적 지표

기술 요약

이동평균

BTC

CME

BTC



빗썸 소식

P2P 거래 서비스 오픈 안내

- P2P 거래 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

- 이벤트 내용 : 

1) 거래 수수료 50% 할인

2) 거래 등록해도 3만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에어드랍

3) 거래 완료해도 5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에어드랍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7월 3일(수) 넴(XEM) 컨퍼런스(Wild Digital Conference, Malaysia)

4일(목) 에이다(ADA) 밋업(Taipei Meetup, Taiwan)

17일(수) 룸네트워크(LOOM) 컨퍼런스(BGConnects, Hong Kong)

코인 스케줄

APIS, AUTO 입출금 재개 안내

보안 강화가 완료된 암호화폐 2종 입출금을 다음과 같이 재개합니다.

- 입출금 재개 대상 : 아피스(APIS), 큐브(AUTO)

- 입출금 재개 시간 : 6월 26일(수) 오후 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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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거래 서비스

오픈 안내

APIS, AUTO

입출금 재개 안내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137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