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MI(Bithumb Market Index)

649.83 ▼34.77  -5.08%

‘삼성코인’ 기대감 상승, 삼성전자 블록체인 메인넷 개발 중

삼성전자가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메인넷을 개발중이며, 메인넷 개발이 완

료되면 자체 암호화폐 ‘삼성코인’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코리아가 23일 보도했다. 삼성전자 내부 상황에 정통한 한

인사는 무선사업부 산하 블록체인 TF가 블록체인 메인넷을 개발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내부 테스트를 진행해 이미 돌아가고 있는 모델들이 있다고 설명했

다. 이 인사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 B2B 모델을 생각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향후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당장은 퍼블릭과 프

라이빗을 혼합한 하이브리드식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미디어는 “국내 규

제 상황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면 사전 인증된 제휴사들

만 참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봤다.

프랑스 최대 금융 그룹, 이더리움상 1400억 규모 채권 발행

프랑스 최대 금융그룹 ‘소시에테제네랄(Societe Generale)’의 자회사가 이더리

움 블록체인에서 증권형 토큰 형태의 채권을 발행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회사인 소시에테 제네랄 SFH가 1억 1,200만 달러(약

1,4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이더리움상에서 발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채권은

5년 만기이며, 12개월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소시에테제네랄 SFH는 “투명성

과 양도 기능 및 결제 속도를 향상하고 더욱 효율적인 채권 발행 방식을 확인

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美 SEC, 6월 증권 중개인 회의에서 암호화폐 중점 논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금융산업감독기구(FINRA)가 오는 6월 27일

증권 중개인 회의에서 암호화폐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

어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본 회의는 시카고 연방 준비은

행에서 개최되며, 인터넷 보안 및 디지털 자산 거래 등 금융 당국 규제 필요성

이 대두되는 핵심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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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시가총액 1,800억 달러 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듯

했으나, 막판에 달러 가격 상승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하락했다. 하지만 시

가총액 평균이 1,8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는 이어졌다.

이번 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평균은 전주 대비 3.27% 상승한 1,800억 달

러를 기록했다. 2019년 들어 처음으로 평균 1,8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번 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량 평균은 전주 대비 8.06% 상승한 471억 달러를 기록했

다.

계속되는 조정..1,800억 달러선 박스권 형성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2019.04.17 ~ 2019.04.24
단위 : USD



빗썸 주간 거래 점유율

순위 코인명 Symbol 거래점유율(%) 전주 대비

1 모네로 XMR 34.13% ▲1

2 대시 DASH 31.29% ▼1

3 월튼체인 WTC 8.36% New

4 비트코인 BTC 5.73% ▲1

5 이오스 EOS 2.93% New

6 리플 XRP 2.70% ▼2

7 이더리움 ETH 2.34% ▲1

8 비트코인캐시 BCH 2.00% ▼1

9 밸러토큰 VALOR 1.72% New

10 오브스 ORBS 0.65% New

빗썸 주간 시세 등락률

상승 TOP 1 비에이치피(BHP)

이번 주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비에이치피(BHP)이다. 비에이치피는 글로벌 해시파워 자산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금융 관리 플랫폼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목표는 해시파워로 보장된 탈중앙형 BHP를 발행하는 것과 최초의 블록체인 분산형 은행

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에이치피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수

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하락 TOP 1 룸네트워크(LOOM)

이번 주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룸네트워크(LOOM)가 차지했다. 룸네트워크는 4월 중순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 전

반의 상승 분위기에 힘입어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투자 자금이 다른 암호화폐로 이동하면서 4월 초 가격으로 회귀하며

하락 TOP 1을 기록했다.

4월 넷째 주 상승률, 하락률이 가장 큰 암호화폐는?

순위 코인명 Symbol 시가총액(KRW) 가격(KRW)

1 비에이치피 BHP 31,000,000,000 1,507

2 비트코인 BTC 111,595,600,000,000 6,440,000

3 베이직어텐션토큰 BAT 597,900,000,000 495

4 디에이씨씨 DACC 4,400,000,000 0.20

5 크립토닷컴 MCO 80,600,000,000 4,800

6 이더리움 ETH 20,103,400,000,000 193,800

7 하이퍼캐시 HC 58,800,000,000 1,894

8 아이콘 ICX 197,700,000,000 426

9 모네로 XMR 1,290,300,000,000 77,800

10 대시 DASH 1,164,800,000,000 136,200

2019.04.17 ~ 2019.04.24

2019.04.17 ~ 2019.04.24



NEWS CLIP

삼성SDS,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 버전 출시

삼성SDS가 미국 경제지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글로벌 50대 블록체인

기업‘에 포함된 데 이어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하였다. 삼성SDS

는 2017년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인 ‘넥스레저(Nexledger)’을 출시하여

물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가 있다. 이번에 출시한 블록체인 플랫폼

은 넥스레저의 차기 버전인 ‘넥스레저 유니버셜(Nexledger Universal)’로

지난 24일 출시됐다.

넥스레저 유니버셜은 삼성SDS 넥스레저 합의 알고리즘 NCA(Nexledger Consensus Algorithm)와 범용 블록체인 기

술인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이더리움(Ethereum)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API를 제공한다. 이

를 통해 고객은 사용자 인증, 지급 결제, 원본 증명 등의 응용 서비스를 3가지 기술 중 하나로만 개발하면 다른 기술

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넥스레저 유니버셜은 이전 넥스레져 버전보다 거래 처리 속도가 향상되고 화이트박스 암호기술을 적용하여 보안성

이 높아졌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화이트박스 암호기술은 데이터 복호화에 필요한 암호키를 삼성SDS가 자체 개

발한 알고리즘을 적용해 수학적으로 변환시켜 해커가 찾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다.

특히, 넥스레저 유니버셜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icrosoft Azure) 마켓플레이스에서 PaaS(Platform as a Service) 형

태로 제공되어, 서버와 애플리케이션 별도 설치 없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바로 이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개

발자 확보와 기술 검증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삼성은 갤럭시S10의 블록체인 키스토어, 넥스레저 유니버셜, 자체 암호화폐 발행, 블록체인 스타트업 투자 등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KEB하나은행-고려대, 

블록체인 공동연구 협약 체결

ZDNet Koreaㅣ 2019. 04. 21

· 삼성이 암호화폐 1000개 넘게 담는 하드웨어 웰렛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디센터 ㅣ 2019. 04. 25

· 현대오토에버,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시동 매일경제 ㅣ 2019. 04. 25

· 日,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완화, 대기업 진출 신호탄 파이낸셜뉴스 ㅣ 2019. 04. 25

삼성SDS `글로벌 50대 블록체인 기업` 포함

…애플은 제외

매일경제ㅣ 2019. 04. 22

http://www.zdnet.co.kr/view/?no=20190421094248
http://www.zdnet.co.kr/view/?no=20190421094248
https://www.decenter.kr/NewsView/1VI03HDR9M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60574/
http://www.fnnews.com/news/201904250816293135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4/247964/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4/247964/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4/247964/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4/247964/
http://www.zdnet.co.kr/view/?no=20190421094248
http://www.zdnet.co.kr/view/?no=20190421094248


비트코인 선·현물 주간 시세

비트코인 선물 요약 (CME, CBOE)

종목 수치 의견

RSI(14) 62.047 매수

STOCH(9, 6) 63.530 매수

STOCHRSI(14) 100.000 과량매입

MACD(12, 26) -133.100 매도

ADX(14) 50.651 매수

Williams %R -7.872 과량매입

CCI(14) 185.2521 매수

ATR(14) 375.9500 변동성 낮음

Highs/Lows 1168.5714 매수

Ultim ate Oscilator 64.680 매수

ROC 52.441 매수

Bull/Bear Power(13) 1803.5680 매수

매수 : 8 매도 : 1 중립 : 0 요약: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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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수치 의견

RSI(14) 59.205 매수

STOCH(9, 6) 62.564 매수

STOCHRSI(14) 100.000 과량매입

MACD(12, 26) -137.615 매도

ADX(14) 53.178 매수

Williams %R -9.072 과량매입

CCI(14) 187.6132 매수

ATR(14) 363.3571 변동성 낮음

Highs/Lows(14) 1173.9286 매수

Ultim ate Oscilator 65.144 매수

ROC 53.296 매수

Bull/Bear Power(13) 1872.8600 매수

매수 : 8 매도 : 1 중립 : 0 요약:적극 매수

단위 : USD

2019.04.17 ~ 2019.04.24

CME  4월물 만기일 : 4월 27일 AM 1시 (한국 기준)          * 매월 마지막 금요일 16시 (영국 기준)

CBOE  5월물 만기일 : 5월 16일 AM 6시 (한국 기준)               * 매월 셋째주 수요일 16시 (USA 시카고 기준)

만기일 안내

기술적 지표

CME CBOE

BTC

CME

CBOE



빗썸 소식

스프링페스티벌 이벤트 결과 안내

- 이벤트 기간 : 4월 15일(월) 00시 ~ 4월 21일(일) 24시까지

- 이벤트 주요 내용 : 기간 내 이벤트 쿠폰 발급받고, 이벤트 대상 5종 코인을 거래

한 모든 회원 대상 추첨에 따라 경품 지급

- 이벤트 지급 : 4월 24일(수)

* 스프링페스티벌 이벤트 당첨자는 매주 발표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5월 14일(화) 스텔라루멘(XLM) 밋업(New York, USA)

23일(목) 이더리움(ETH) 컨퍼런스(Mardrid, Spain)

25일(토) 버지(Verge) 밋업(Rotterdam, Netherlands)

코인 스케줄

* 본보고서는정보제공을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투자권유의의도는일절없음을알립니다.

개인의의견이반영된내용으로서, 회사공식적인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이문서에대한배포/유포등의권한은㈜비티씨코리아닷컴에게있습니다. 무단유출시법적
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데이터제공 : 헥슬란트

스프링페스티벌

이벤트 결과 안내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