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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urrencies 3,052

Market cap $244,816,742,590

24h Volume $84,801,111,423

Market dominance

BTC 67.42%

ETH 8.09%

XRP 5.19%

자료 : Coinmarketcap

Bithumb 

Currencies 101

BTC/KRW 10,677,000

ETH/KRW 212,700

Nov 1, 2019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다시 1,000만원 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장

이 나타났다. 상승 원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블록체인 산업 투자 본격화

로, 해당 발언이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은 24시간 만에 30% 이상 상승했다.

이번 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평균은 전주 대비 10.25% 증가한 2,445억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량은 한때 1,4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

며, 거래량 평균은 전주 대비 73.20% 증가한 1,010억 달러를 기록했다. 1,400억

달러의 거래량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거래량이다.

최대 거래량 달성, 비트코인 다시 1,000만원 선 회복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2019.10.23 ~ 2019.10.30
단위 : USD

中 시진핑 주석, 블록체인 중요성 강조

지난 24일, 중국 국영 매체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주최로 열린 블록체인 기술 개발 현황과 동향에 관한

집단 연구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디지털 금융, 사물 인터넷, 지능형

제조, 공급망 관리, 디지털 자산 거래 및 기타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며 “현재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그는 “블록체인을 핵심기술의 독자적 혁신을 위한 중요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한국엔 블록체인 활용한 디지털화폐 필요없다 “

한국은행 홍경식 금융결제국장은 지난 29일 "한국은 지급결제 인프라가 선진

적이고 다양한 지급수단이 발달한 상태여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국에서 조만간 CBDC가 발

행될 가능성은 아직 미미하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북유럽 중앙은행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독과점한 전자지급결제시스템 구조를 바꾸는 차원에서, 튀니지

와 우루과이는 화폐 제조·유통비용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CBDC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금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서 통과 못해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4일 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김

종석 의원이 "법도 없이 규제 법안부터 먼저 만드는 것이 맞냐"는 입장을 밝히

며 해당 법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특금법 자체가 원래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아닌 위험한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하

는 법안이라 취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국제자금세

탁방지기구 총회가 열리는 만큼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다음 소위

때 통과돼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전달했다.



빗썸 주간 거래 점유율

순위 코인명 Symbol 거래점유율(%) 전주 대비

1 비트코인 BTC 16.11% -

2 비에이피치 BHP 14.30% New

3 파워렛져 POWR 12.82% -

4 스텔라루멘 XLM 8.65% ▲5

5 트러스트버스 TRV 6.46% New

6 리플 XRP 6.00% ▼2

7 비트코인캐시 BCH 5.38% New

8 넴 XEM 4.89% New

9 아이앤에스 INS 3.96% New

10 이더리움 ETH 3.46% ▼4

빗썸 주간 시세 등락률

상승 TOP 1 펑션엑스(FX)

이번 주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펑션엑스(FX)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발언 이후 중국발 프로젝트들이 특히 큰 상

승폭을 기록하였는데, 펑션엑스 또한 중국발 프로젝트로 이번 상승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하락 TOP 1 피벡스(PIVX)

이번 주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피벡스(PIVX)이다. 지난 23일 빗썸은 보안 강화가 완료된 피벡스의 입출금을 재개하였

다. 입출금이 재개된 후 해외 시세와 차이가 큰 피벡스는 정상적인 시장 가격을 찾아가면서 급격한 가격 변동을 보였다.

10월 마지막 주 상승률, 하락률이 가장 큰 암호화폐는?

2019.10.23 ~ 2019.10.30

2019.10.23 ~ 2019.10.30

순위 코인명 Symbol 시가총액(KRW) 가격(KRW)

1 펑션엑스 FX 15,500,000,000 130

2 디브이피 DVP 28,900,000,000 14

3 트루체인 TRUE 28,000,000,000 347

4 롬 ROM 26,600,000,000 0.03

5 이오스트 IOST 92,800,000,000 7.75

6 사이버마일즈 CMT 20,500,000,000 25.30

7 파퓰러스 PPT 33,600,000,000 619

8 퀀텀 QTUM 247,200,000,000 2,564

9 비트코인에스브이 BSV 2,873,200,000,000 157,800

10 비체인 VET 270,200,000,000 4.85



NEWS CLIP

시진핑이 쏘아 올린 큰 공...여파는 어디까지?

지난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 총서기 신분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이 주최한 ‘제18회 블록체인 기술 발전 현황 및 트렌드 진행

방향 집단 학습(스터디)’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블록체인과

이 기술을 활용한 앱은 기술 및 산업 혁명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블록체인 산업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미의 발언도 남겼다. 그는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원천

기술 확대에 힘써 중국이 블록체인이라는 신흥 영역의 최전선 및 혁신의 꼭짓점에 서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산

업 간 시너지를 내 블록체인 활용 영역을 넓히고 기술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표준화 연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과 결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주 페이스북 리브라 청문회에서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말한 것과 유사하다.

또한 시 주석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영역에서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블록체인과

실물경제를 융합해 중소기업이 겪는 대출의 어려움, 은행 리스크, 감독 부처의 부족함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산업‘ 형식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민생에 기여하도록 교육, 취

업, 양로, 빈곤 구제, 의료 등 분야에서의 응용 추진을 부탁했다. 이에 맞춰 지난 26일 제13회 중국 인민 대표 대회(전

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 관련 내용을 담은 미마법(密碼法)이 통과됐다. 전자서명, 전자 신원인증 등 산업

부분과 정보 저장, 보관 방법, 암호의 종류 등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한 법안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에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40% 가까이 상승했으며, 중국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역시 대부분

가격이 상승하였다. 시 주석의 발언에 블록체인 업계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답하면서 환영했다.

삼성, 블록체인 SDK 공개

…"생태계 확장 기폭제"

ZDNet Koreaㅣ 2019. 10. 29

뉴스1 ㅣ 2019. 10. 29

· 민·관 협력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 블록체인 스타트업 발굴한 운영사는? 디센터ㅣ 2019. 10. 31

· 과기정통부, 내년 블록체인 산업지원에 예산 150억 이상 투입 파이낸셜뉴스ㅣ 2019. 10. 28

KT, 블록체인 기반

'무인 예약환전' 내년 상용화

아이뉴스ㅣ 2019. 10. 31

· "맘껏 연구하라"…美 리플, 고려대 블록체인 연구비 지원

http://www.zdnet.co.kr/view/?no=20191029143732
http://www.zdnet.co.kr/view/?no=20191029143732
https://www.decenter.kr/NewsView/1VPQI5BUX3/GZ02
http://www.fnnews.com/news/201910281537297299
http://www.inews24.com/view/1218716
http://www.inews24.com/view/1218716
http://news1.kr/articles/?3755759
http://www.inews24.com/view/1218716
http://www.inews24.com/view/1218716
http://www.zdnet.co.kr/view/?no=20191029143732
http://www.zdnet.co.kr/view/?no=20191029143732


비트코인 선·현물 주간 시세

비트코인 선물 요약 (CME)

종목 수치 의견

RSI(14) 53.199 중립

STOCH(9,6) 23.155 매도

STOCHRSI(14) 33.210 매도

MACD(12,26) 400.700 매수

ADX(14) 27.357 매도

Williams %R -62.072 매도

CCI(14) -19.5807 중립

ATR(14) 1455.0000 변동성 낮음

Highs/Lows(14) 0.0000 중립

Ultimate Oscillator 46.786 매도

ROC -5.362 매도

Bull/Bear Power(13) 704.2480 매수

매수 : 2 매도 : 6 중립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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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1.7 8652.9

매수 매수

MA10
8995.2 8998.3

매수 매수

MA20
9922.7 8796.1

매도 매수

MA50
6843.4 8153.6

매수 매수

MA100
7711.4 6800.6

매수 매수

MA200
4142.5 5204.7

매수 매수

매수 : 11 매도 : 1 중립 : 0 요약 : 적극 매수

단위 : USD

2019.10.23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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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4일(월) 스텔라루멘(XLM) 컨퍼런스(Mexico City, Mexico)

6일(수) 스팀(STEEM) 컨퍼런스(Bangkok, Thailand)

7일(목) 리플(XRP) 컨퍼런스(Singapore)

코인 스케줄

블록딜 서비스 오픈 안내

빗썸 블록딜(Block Deal) 서비스가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빗썸 블록딜은 빗썸, 빗썸글로벌, 빗썸싱가포르 등 빗썸 패밀리 거래소에서 확보된

풍부한 거래 유동성과 다수의 글로벌 파트너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투자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대량 거래를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 본보고서는정보제공을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투자권유의의도는일절없음을알립니다.

개인의의견이반영된내용으로서, 회사공식적인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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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제공 : 헥슬란트

WOM

신규 상장 기념

이벤트 안내

블록딜 서비스

오픈 안내

(정기) 11월 EOS 에어드랍 이벤트

[정기 11월 EOS 에어드랍 이벤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EOS 홀더 대상 스냅샷 이벤트

2. EOS 거래 에어드랍 이벤트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11월 EOS 

에어드랍 이벤트

왐토큰(WOM) 신규 상장 기념 사전이벤트 안내

거래금액 100,000원 당 1 WOM 지급!

- 이벤트 기간 : 11월 1일(금) 오후 12시 ~ 11월 3일(일)

- 이벤트 대상 : 빗썸에 상장된 암호화폐 매매 회원

- 이벤트 내용 : 매일 오후 12시부터 거래금액 100,000원 당 1 WOM 선착순 지급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310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307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