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MI(Bithumb Market Index)

505.84 ▼5.67  -1.11%

이더리움 시총 2위 재탈환, 약 30일 만에 큰 회복세

지난 2일 오전 9시(현지 시각) 기준으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약 1,590억 달

러를 기록하면서 약 30일 전에 뺏겼던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회복했

다. 이더리움 개발 로드맵 4단계 중 마지막인 세레니티(Serenity) 단계 돌입을

앞두고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 업그레이드를 향후 3주 동안 실시하는

것과 1월 중순 예정된 하드포크의 기대감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더리

움 가격은 3일 자정(현지 시각) 기준으로 전주 대비 17.47% 상승한 170,000원

을 기록했다.

헌재, “ICO 금지 위헌” 재판부 회부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부는 ‘ICO 금지 방침 등 위헌확

인(사건번호 2018헌마1169)’을 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지난달 26일 내렸다

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프레스토가 낸 헌법소원의 기본적인 요건을 일단 충

족했다고 본 것이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는 지난달 정부의 ICO 전면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 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빗썸, 픽썸 1라운드 결과 롬(ROM), 아모코인(AMO) 상장

큰 이슈를 끌었던 빗썸의 상장 투표 시스템인 ‘픽썸(PICKTHUMB)’이 베타 버전

1라운드 투표 결과에 따라 상장을 마쳤다. 지난달 31일에는 투표 1위로 선정

된 롬(ROM)을, 지난 2일에는 투표 2위를 기록한 아모코인(AMO)을 상장했다. 

지난달 14일 베타 1라운드 투표를 종료하며, 픽썸은 상위 암호화폐에 대한 상

장 약속을 지켰다. 다음 2라운드는 오는 7일에 시작되며, 같은 날 오후 7시 30

분 픽썸데이 행사에서 2라운드 프로젝트 후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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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urrencies 2,083

Market cap $129,935,367,337

24h Volume $13,806,174,518

Market dominance

BTC 51.31%

ETH 11.94%

XRP 11.25%

자료 : Coinmarket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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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첫 주 암호화폐 시장 움직임은 지난주 상승 대비 잠시 주춤한 상태이다.

2018년 초 암호화폐 시장과는 많이 상반된 분위기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평균은 전주 대비 2.01% 하락한 1,296억 달러를 기

록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300억 달러선 근처에 움직이면서 베어 마켓 랠

리가 지속되었다.

랠리가 계속되는 반면 암호화폐 거래량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글로벌 암호화

폐 거래량 평균은 전주 대비 26.60% 하락한 158억 달러를 기록했다.

‘Happy New Year!’ 2019년 첫 시장의 움직임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2018.12.26 ~ 2019.01.02
단위 : USD



빗썸 주간 거래 점유율

순위 코인명 Symbol 거래점유율(%) 전주 대비

1 모네로 XMR 32.41% ▲1

2 대시 DASH 30.51% ▲3

3 비트코인골드 BTG 21.07% ▼2

4 제트캐시 ZEC 4.26% ▼1

5 이더리움 ETH 3.14% ▲4

6 아모코인 AMO 2.34% New

7 리플 XRP 1.38% ▼1

8 비트코인 BTC 0.96% ▲2

9 비트코인캐시 BCH 0.77% ▼1

10 이오스 EOS 0.63% New

빗썸 주간 시세 등락률

상승 TOP 1 원루트네트워크(RNT)

이번 주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원루트네트워크(RNT)이다. 원루트네트워크는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1월 첫째 주

에 호재와 관련된 공지를 발표할 것이라 말하였다. 이와 관련된 소식이 투자자들에게 퍼지면서 호재를 통한 가격상승 기대감에

매수세가 이어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락 TOP 1 폴리매스(POLY)

이번 주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전주 대비 8.13% 하락한 폴리매스(POLY)이다. 증권형 토큰에 관련된 이슈가 커지면서

관련된 프로젝트 또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상대적으로 이슈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하락했

다.

새해 첫 주 상승률, 하락률이 가장 큰 암호화폐는?

순위 코인명 Symbol 시가총액(KRW) 가격(KRW) 주간수익률

1 원루트네트워크 RNT 42,300,000,000 149 +59.73%

2 트루체인 TRUE 11,800,000,000 118 +32.20%

3 오디세이 OCN 19,000,000,000 3.96 +21.21%

4 이더리움 ETH 17,755,100,000,000 170,000 +17.47%

5 피벡스 PIVX 55,100,000,000 958 +15.45%

6 질리카 ZIL 216,700,000,000 23 +13.91%

7 이오스트 IOST 78,300,000,000 6.48 +13.12%

8 베잔트 BZNT 15,000,000,000 30.40 +12.17%

9 플레이코인 PLY 6,800,000,000 39 +11.22%

10 이더리움클래식 ETC 645,700,000,000 5,970 +9.55%

2018.12.26 ~ 2019.01.02

2018.12.26 ~ 2019.01.02



NEWS CLIP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을 돌아보며

2018년 구글 TOP 키워드를 확인하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속해있다. 

그만큼 2018년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말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붐은 2018년 초까지 이어졌다. 언론과 미

디어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콘텐츠를 누구보다 빠르게 보도하기 시작하였

으며, 그걸 접한 일반인들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에 관심을 가졌다.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의 큰 키워드는 ‘변화‘이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거래소‘, ‘자금 모집의 방법’, ‘플랫폼’이다. 2018년에는 암호화폐 투자 열풍으로 암호화폐 거래

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많이 탄생했다.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래소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 기존 거래소와는 다른 거래

소들이 탄생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대표적인 예가 ‘채굴형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이다. 거래소의 변화는 투자자

에게 새로운 투자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탄생했다.

자금 모집의 방법은 ICO에서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더 나아가 STO(Security Token Offering)으로 변화했다. 

ICO는 암호화폐의 성장을 이끄는 한 축이 되면서 IPO 시장을 위협하는 하나의 자금 조달 시장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규제 내에 속하지 못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IEO 및 STO로 변화하였다. 특히, STO는

규제를 통해 관리되는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기존 ICO에 존재했던 규제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투자

자의 많은 유입을 이끌고 있다.

플랫폼의 변화는 ‘하드포크’를 뜻한다. 2018년 11월 비트코인캐시는 비트코인캐시(BCH)와 비트코인에스브이(BSV)로

하드포크를 진행했다. 하드포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진영의 갈등이 발생하고, ‘해시율 전쟁’이라는 문제가 발생

하였다. 이는 비트코인 생태계를 위협하면서 많은 투자자의 이탈이 발생했다.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사다난‘ 이다. 높은 관심도로 인해 많은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장

의 성숙을 이끌었다. 2019년에는 여러 ICO 프로젝트의 로드맵상 실질적인 서비스가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활발

한 암호화폐 시장이 될 것이다.

전세계 가상화폐공개 시장,

5년 만에 15조원 규모로 성장

디센터ㅣ 2018. 12. 30

· 엔진(ENJ), 블록체인 검색 서비스 엔진X 출시 블록체인밸리 ㅣ 2018. 12. 30

· 사라지는 ICO…블록체인 투자유치 패러다임 바뀐다 뉴스1 ㅣ 2019. 01. 01

· 인도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철회 지디넷ㅣ 2019. 01. 03

MIT테크놀로지리뷰

“2019년, 블록체인이 일반화되는 해“

디센터 ㅣ 2018. 01. 03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DW77M47E/GZ02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DW77M47E/GZ02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S8O1FZLK1/GZ03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S8O1FZLK1/GZ03
http://www.fintech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80#0AXD
http://news1.kr/articles/?3485393
http://www.zdnet.co.kr/view/?no=20190103085736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DW77M47E/GZ02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DW77M47E/GZ02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S8O1FZLK1/GZ03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S8O1FZLK1/GZ03


비트코인 선·현물 주간 시세

비트코인 선물 요약 (CME, CBOE)

종목 수치 의견

RSI(14) 39.816 매도

STOCH(9, 6) 14.283 과량매도

STOCHRSI(14) 35.627 매도

MACD(12, 26) -974.900 매도

ADX(14) 41.629 매도

Williams %R -80.342 과량매도

CCI(14) -79.3157 매도

ATR(14) 674.8216 변동성 낮음

Highs/Lows -909.2857 매도

Ultim ate Oscilator 31.511 매도

ROC -42.337 매도

Bull/Bear Power(13) -1562.8720 매도

매수 : 0 매도 : 9 중립 : 0 요약:적극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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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86 매도

STOCH(9, 6) 14.985 과량매도

STOCHRSI(14) 50.848 중립

MACD(12, 26) -1064.110 매도

ADX(14) 38.679 매도

Williams %R -80.247 과량매도

CCI(14) -79.3211 매도

ATR(14) 663.5714 변동성 낮음

Highs/Lows -908.9286 매도

Ultim ate Oscilator 35.889 매도

ROC -42.169 매도

Bull/Bear Power(13) -1797.9820 매도

매수 : 0 매도 : 8 중립 : 1 요약:적극 매도

단위 : USD

2018.12.26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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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OE  1월물 만기일 : 1월 17일 AM 6시 (한국 기준)               * 매월 셋째주 수요일 16시 (USA 시카고 기준)

만기일 안내

기술적 지표

CME CBOE

BTC

CME

CBOE



빗썸 소식

BXA 최초 상장기념 사전이벤트 안내

- 거래금액 20만원 당 1 BXA 지급

- 이벤트 오픈 : 1월 3일 오전 10시

- 이벤트 대상 : 빗썸에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 매매회원

- 이벤트 주요내용 : 매일 오전 10시부터 거래금액 20만원 당 1 BXA 선착순 지급

(1일 인당 지급 한도 20,000 BXA / 1일 총 지급한도 1,000,000 BXA 소진 시 조기종료)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14일(월) ~ 18일(금) 사이 이더리움(ETH) 하드포크

16일(수) 솔트(SALT) 컨퍼런스(Miami, USA)

17일(목) 트론(TRX) 컨퍼런스(San Francisco, USA)

코인 스케줄

OTP카드 발급 시행 안내

- 예약 신청 기간 : 1월 2일 ~ 1월 16일

- 신청 방법 : 빗썸 로그인 후 “OTP카드 발급 안내“ 배너 클릭, 신청페이지 작성

- 발급비(신규/재발급) : 10,000 KRW 

- 발급 기준 : 계정당 1개 발급 가능 / 타인 양도 불가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 본 보고서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의 의도는 일절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서, 회사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문서에 대한 배포/유포 등의 권한은 ㈜비티씨코리아닷컴에게 있습니다. 무단유출 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제공 : 헥슬란트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39861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39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