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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urrencies 3,032

Market cap $205,569,029,218

24h Volume $59,531,089,735

Market dominance

BTC 65.60%

ETH 8.55%

XRP 5.84%

자료 : Coinmarketcap

Bithumb 

Currencies 99

BTC/KRW 8,739,000

ETH/KRW 1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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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페이스북 리브라와 관련한 청문회가 시작됨과 동시

에 급격한 하락을 기록했다. 청문회 내용에서 규제 관련 프로젝트 포기 발언이

잇따르면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번 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평균은 전주 대비 2.88% 감소한 2,218억 달

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량 평균은 전주 대비 3.83% 증가한 583억

달러를 기록했다.

횡보하던 암호화폐, 비트코인 900만원 선 붕괴로 하락세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2019.10.16 ~ 2019.10.23
단위 : USD

저커버그 “당국 승인받기 전 리브라 출시 안 해“

지난 23일 오후 11시(한국 시각),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리브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미국 규제 당국 승인을 완벽

하게 받기 전에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리브라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브라 출시 전 어떤 감독 기관에서 승인을 받으려 하는가?'라는 의원

들의 질문에 "국회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위원회(SEC), 금융범죄단속반(FinCEN)

등 여러 기관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뒤

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FATF, 회원국 암호화폐 규제 추진현황 점검 진행 합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규제 추진을 위해 각국이 필요한 절

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밝

혔다. FATF는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각국이 이러

한 지침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

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각국이 어느 정도

까지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관해 관심을 갖고 평가할 예정이며, 상호 평가

를 진행하는 국가는 반드시 조치 시행에 대한 후속 절차를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며 FATF는 오는 28일 일본 암호화폐 업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美 SEC, 법원에 텔레그램 관련 문서 제출 기한 연기 요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현지 법원에 텔레그램의 자체 발행 암호화

폐 그램(Gram)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에 사용될 문서 제출 기한을 연

장해달라고 신청했다. SEC 측은 “해당 안건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문서 중 4개

에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문서 제출 기한을 기존 21일에서 23일로 연장하

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빗썸 주간 거래 점유율

순위 코인명 Symbol 거래점유율(%) 전주 대비

1 비트코인 BTC 19.07% -

2 카이버네트워크 KNC 17.26% New

3 파워렛저 POWR 13.24% -

4 리플 XRP 11.65% -

5 스팀 STEEM 7.40% New

6 이더리움 ETH 5.07% ▲1

7 이오스 EOS 3.40% ▲2

8 에프엔비프로토콜 FNB 2.96% New

9 스텔라 XLM 2.91% New

10 오미세고 OMG 2.79% New

빗썸 주간 시세 등락률

상승 TOP 1 크레드(LBA)

이번 주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크레드(LBA)이다. 최근 De-Fi에 대한 관심 증가로 De-Fi와 관련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

트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지난주와 동일하게 De-Fi 관련 프로젝트인 크레드로 자본 수요가 몰리면서 큰 폭의 상승을 기

록하였다.

하락 TOP 1 에프엔비프로토콜(FNB)

이번 주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에프엔비프로토콜(FNB)이다. 에프엔비프로토콜은 공식 채널을 통해 알리바바닷컴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공지했으나 허위 기사나 오보라는 의견을 나오면서 불안한 투자 심리로 큰 하락을 피하지 못하였

다.

10월 넷째 주 상승률, 하락률이 가장 큰 암호화폐는?

2019.10.16 ~ 2019.10.23

2019.10.16 ~ 2019.10.23

순위 코인명 Symbol 시가총액(KRW) 가격(KRW)

1 크레드 LBA 10,300,000,000 16.80

2 베이직어텐션토큰 BAT 396,300,000,000 294

3 제로엑스 ZRX 208,400,000,000 350

4 비트코인에스브이 BSV 2,044,400,000,000 113,700

5 패블릭 FAB 147,900,000,000 5.89

6 쎄타토큰 THETA 96,600,000,000 110

7 체인링크 LINK 1,112,900,000,000 3,171

8 크립토닷컴 MCO 62,200,000,000 3,970

9 하이콘 HYC 10,400,000,000 5.68

10 모네로 XMR 1,074,700,000,000 63,000



NEWS CLIP

리브라 청문회 출석한 페이스북 CEO, 그 결과는?

지난 23일 오후 11시(한국 시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6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 저

커버그는 리브라 프로젝트, 정치광고 등의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기존 리

브라 프로젝트 총괄 관리자만 참가했던 청문회와 달리 직접 CEO가 참가

한다는 말에 업계는 해당 청문회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미 하원들의 질문에 대답한 저커버그의 답변은 크게 세 가지이다.

“리브라는 미국에 도움이 된다“

청문회에서는 “리브라가 달러의 지위를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저커버그는 “오히려 리브라가 미

국 경제 지위 공고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이 만약 리브라를 만들지 않으면 결국 세계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

를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미국은 금융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담보할

수 없다“며 “리브라가 효력을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시도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브라는 당국 승인 전까지 출시하지 않는다“

저커버그는 규제와 관련해서 완고한 태도를 보였다.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리브라를 출시할 계획이 없다”

고 단언하며, 만약 규제 준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있다는 강수를 두었

다.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통제하지 않는다“

청문회 동안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리브라 발전 방향성에 대한 질

문에 저커버그는 “리브라 협회와 독립된 관계이므로 파트너사를 직접 통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만약 그

렇게 될 경우 페이스북이 프로젝트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삼성전자-금융사, 

블록체인으로 종이 없는 증명서 시대 연다

파이낸셜뉴스ㅣ 2019. 10. 20

디센터ㅣ 2019. 10. 18

· 금융결제원 "블록체인 모바일신분증, 비대면 실명확인의 해법" 파이낸셜뉴스ㅣ 2019. 10. 24

· “블록체인 '진짜 가치', 韓기업들 구현해 부가가치 창출 중" 뉴시스ㅣ 2019. 10. 16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에

게임 디앱이 다수 추가됐다

디센터ㅣ 2019. 10. 22

· SEC의 긴급 금지 조치에 항변한 텔레그램 "그램은 증권형 토큰 아니다"

http://www.fnnews.com/news/201910200801065913
http://www.fnnews.com/news/201910200801065913
http://www.fnnews.com/news/20191024093333793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16_0000800943&cID=13001&pID=13000
https://decenter.kr/NewsView/1VPMDNF2PZ
https://decenter.kr/NewsView/1VPMDNF2PZ
https://decenter.kr/NewsView/1VPKJEEVZD/GZ02
https://decenter.kr/NewsView/1VPMDNF2PZ
https://decenter.kr/NewsView/1VPMDNF2PZ
http://www.fnnews.com/news/201910200801065913
http://www.fnnews.com/news/201910200801065913


비트코인 선·현물 주간 시세

비트코인 선물 요약 (CME)

종목 수치 의견

RSI(14) 43.139 매도

STOCH(9,6) 22.422 매도

STOCHRSI(14) 0.000 과량매도

MACD(12,26) 343.100 매수

ADX(14) 31.764 매도

Williams %R -96.268 과량매도

CCI(14) -141.2432 매도

ATR(14) 1375.0714 변동성 낮음

Highs/Lows(14) -1515.7143 매도

Ultimate Oscillator 39.950 매도

ROC -28.537 매도

Bull/Bear Power(13) -2139.9760 매도

매수 : 1 매도 : 8 중립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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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3.9 8226.5

매도 매도

MA10
9096.9 8869.4

매도 매도

MA20
9872.5 8748.6

매도 매도

MA50
6463.5 8109.0

매수 매도

MA100
7641.9 6739.4

매도 매수

MA200
4095.3 5162.2

매수 매수

매수 : 4 매도 : 8 중립 : 0 요약 : 매도

단위 : USD

2019.10.16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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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WEB/APP 거래소 나이트 모드 지원 안내

빗썸에서는 회원님들께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모바일

WEB/APP에 나이트 모드 기능을 지원합니다. 

- 나이트 모드 설정 방법 : 거래소 > 일반거래 > 우측 상단 나이트 모드 버튼 선택

- 적용 플랫폼 : 모바일 WEB, 모바일 APP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30일(수)

애터니티(AE) 하드포크(Hard Fork)

트론(TRX) 컨퍼런스(San Francisco Afterparty, USA)

이더리움 클래식(ETC) 컨퍼런스(ETC Labs Demo day San Francisco, USA)

코인 스케줄

* 본보고서는정보제공을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투자권유의의도는일절없음을알립니다.

개인의의견이반영된내용으로서, 회사공식적인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이문서에대한배포/유포 등의권한은㈜비티씨코리아닷컴에게 있습니다. 무단유출시법적
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데이터제공 : 헥슬란트

모바일 WEB/APP

나이트 모드 지원

투자유의종목 지정 안내

[빗썸 암호화폐 투자유의종목지정 정책]에 따라 2개 암호화폐를 투자유의종목으

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암호화폐명 : 위쇼토큰(WET), 프리마스(PST)

- 지정일 : 10월 24일(목)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개월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안내

암호화폐 5종 입출금 재개 안내

보안 강화가 완료된 암호화폐 5종 입출금을 다음과 같이 재개합니다.

- 입출금 재개 대상 : 이더제로(ETZ), 비에이치피(BHP), 하이퍼캐시(HC), 

피벡스(PIVX), 에이다(ADA)

- 입출금 재개 시간 : 10월 24일(목)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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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암호화폐 5종

입출금 재개 안내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299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298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