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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중국의 국가 산업 발언으로 인해 1,000만 원까지 상승한 비트코인은 이

번 주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시장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한편 스텔라루멘(XLM)

은 총 발행량의 절반을 소각하여 XLM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투자자의 이목

을 집중시켰다.

이번 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평균은 전주 대비 3.67% 상승한 2,535억 달

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량 평균은 전주 대비 19.45% 하락한 813

억 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박스권’ 형성, 상하단 돌파여부 주목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2019.10.30 ~ 2019.11.06
단위 : USD

中 인민일보 “블록체인, 추월차선 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지난 4일(현지 시각) 칼럼을 통해 “블록체인을

육성한다는 큰 방향은 틀림이 없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국을 추월차선에서 달

리게 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인민일보 측은 ”중국은 블록체인

산업에 상대적으로 탄탄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 일부 대형 인터넷 기업은 일찍

이 해당 산업 진출을 위해 초석을 다졌고, 20여 개 지방정부에서 이미 블록체

인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인민일보는 “기타 국가보다 상대

적으로 충족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의 보급을 위한 기회도 풍부

하다. 시장 경제적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사람들의 분업과 협력을 보다 깊

이 있게 바꿀 것이다”고 설명했다.

韓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 출범, 디지털 ID 생태계 구축

삼성전자와 국내 주요 금융사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신원증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합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가 지난 5일 출범했다. 마이아이디 얼라이

언스는 분산ID(DID, Decentralized ID) 생태계 확장을 위한 사업체 연합으로 삼

성전자, 신한은행, KB증권 등 국내외 39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한다. 해당 연합

은 블록체인 기반 신원 증명 플랫폼 ‘마이아이디’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이 불편

함을 겪고 있는 ‘종이증명서’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서비스를 연구한다.

스텔라루멘, 총 발행량의 50% 소각 진행

지난 4일 스텔라 개발재단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토큰 개수를 대폭 줄였다고

공지했다. 재단은 재단 물량 850억 개 중 550억 개를 소각했으며 이번 소각으

로 XLM의 총 공급량은 500억 개가 됐다. 재단 측은 “그동안 보조금 프로그램

과 에어드랍은 그 효과가 점점 줄었고, 스텔라 커뮤니티는 재단이 부담을 덜

수 있을 만큼 강력해졌다“며 남은 재단 물량은 인력 확충, 코인 생태계 지원 등

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각으로 인해 XLM 가격은 40% 이상

상승하기도 하였다.



빗썸 주간 거래 점유율

순위 코인명 Symbol 거래점유율(%) 전주 대비

1 비트코인 BTC 13.96% -

2 레이든네트워크토큰 RDN 13.18% New

3 체인링크 LINK 12.46% New

4 웨이브 WAVES 6.96% New

5 이더리움 ETH 6.61% ▲5

6 이오스 EOS 5.43% New

7 리플 XRP 4.99% ▼1

8 파워렛저 POWR 4.94% ▼5

9 비트코인골드 BTG 3.45% New

10 더마이다스터치골드 TMTG 2.84% New

빗썸 주간 시세 등락률

상승 TOP 1 크레드(LBA)

이번 주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크레드(LBA)이다. 크레드는 10월 내내 큰 폭의 가격 변동으로 상승 TOP 1과 하락 TOP 

1을 번갈아 차지했다. 이번 주 크레드의 가격 상승은 해외 거래소에서 시작되었으며 지난달과 같은 추세로 상승 TOP 1을 차지하

였다. 

하락 TOP 1 트러스트버스(TRV)

이번 주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트러스트버스(TRV)이다. 트러스트버스는 지난주 빗썸 상장과 함께 이벤트로 인한 투

자 수요 상승으로 높은 가격대를 기록하였으나 이벤트가 종료되고, 정상적인 시장 가격을 찾아가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발생

하였다.

11월 첫째 주 상승률, 하락률이 가장 큰 암호화폐는?

2019.10.30 ~ 2019.11.06

2019.10.30 ~ 2019.11.06

순위 코인명 Symbol 시가총액(KRW) 가격(KRW)

1 크레드 LBA 16,100,000,000 26.30

2 어거 REP 151,000,000,000 13,350

3 람다 LAMB 46,700,000,000 61

4 비체인 VET 337,800,000,000 5.99

5 애터니티 AE 82,400,000,000 325

6 비트코인골드 BTG 188,900,000,000 11,370

7 트루체인 TRUE 33,300,000,000 415

8 원루트네트워크 RNT 4,300,000,000 15.30

9 스텔라루멘 XLM 1,819,400,000,000 88.40

10 하이퍼캐시 HC 102,000,000,000 2,275



NEWS CLIP

험난한 블록체인 게임 산업...”사행성 조장 우려” 판정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노드브릭의 ‘인피니티 스타’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로부터 끝내 ‘등급거부’ 판정을 받았다. 지난 9월 초 등급 심의를

신청한 지 두 달 만에 돌아온 결과이다. 해당 소식과 관련하여 재심을 통

해 게임위 판정이 바뀔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게임위는 이번 판정이

확정이 아닌 ‘예정’임을 강조하면서 대답을 회피하였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 게임물의 등급을 심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구이다. 국내에

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선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부여되는 등급의 종류는 ▲전체이용가 ▲12세이

용가 ▲15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등급분류거부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등급분류결정취소 총 7가지이다.

인피니티 스타의 등급 거부판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28조 2의2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게임

위 관계자는 “아직 게임위 내부에서도 회의가 이어지고 있어 완전히 거부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면서도 “인피니티

스타가 게임법 제28조 2의2 조항에 따라 우연성과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피니티 스타는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게임으로, 이더리움을 통해 게임에서 사용되는 재화를 살 수 있다. 또한 게

임 내에서는 ERC-721의 NFT(Non-Fungible Token)가 주요 자산으로 활용된다, NFT 거래는 ‘크립토키티’에서 주로 사

용되었으며, 인피니티 스타에서는 유저 간 거래는 지원하지 않되, ‘오픈시(Opensea)’와 같은 외부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

노드브릭은 지난해 ‘유나의 옷장’ 사건 이후 처음으로 등급 심의를 신청한 기업이기 때문에 세간에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등급분류거부로 인해 블록체인 게임 산업의 활성화는 더욱 더뎌지는 것 아닌가라

는 우려를 내비쳤다.

게임위, 블록체인 게임 싹 잘랐다, 

'인피니티스타' 등급거부

파이낸셜뉴스ㅣ 2019. 11. 07

ZDNetKorea ㅣ 2019. 11. 05

· 블록체인 서비스 대중화 가시권...메인넷 출시 확산 파이낸셜뉴스ㅣ 2019. 11. 06

· '갤럭시' 강자 삼성전자, 모바일 파워 앞세워 '블록체인' 선점 나섰다 뉴스1ㅣ 2019. 11. 07

빗썸, 탈중앙화 거래소 구축 가능한

‘빗썸 체인’ 만든다

디센터ㅣ 2019. 11. 06

· 블록체인 신원증명 '마이아이디' 출범…"금융 선점효과로 빠르게 확산"

http://www.fnnews.com/news/201911071105495353
http://www.fnnews.com/news/201911071105495353
http://www.fnnews.com/news/201911061204139704
http://news1.kr/articles/?3759647
https://www.decenter.kr/NewsView/1VQOZFY9JL/GZ03
https://www.decenter.kr/NewsView/1VQOZFY9JL/GZ03
http://www.zdnet.co.kr/view/?no=20191105125020
https://www.decenter.kr/NewsView/1VQOZFY9JL/GZ03
https://www.decenter.kr/NewsView/1VQOZFY9JL/GZ03
http://www.fnnews.com/news/201911071105495353
http://www.fnnews.com/news/201911071105495353


비트코인 선·현물 주간 시세

비트코인 선물 요약 (CME)

종목 수치 의견

RSI(14) 54.149 중립

STOCH(9,6) 31.492 매도

STOCHRSI(14) 36.696 매도

MACD(12,26) 445.900 매수

ADX(14) 28.515 매수

Williams %R -58.555 매도

CCI(14) -25.8887 중립

ATR(14) 1437.3214 변동성 낮음

Highs/Lows(14) 0.0000 중립

Ultimate Oscillator 47.930 매도

ROC -11.085 매도

Bull/Bear Power(13) -34.5820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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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0.7 8896.6

매수 매수

MA10
8978.8 9064.2

매수 매수

MA20
9894.7 8830.0

매도 매수

MA50
6948.0 8187.8

매수 매수

MA100
7651.4 6860.3

매수 매수

MA200
4189.6 5246.7

매수 매수

매수 : 11 매도 : 1 중립 : 0 요약 : 매수

단위 : USD

2019.10.30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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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토렌트(BTT) 10차 에어드랍 지원 안내

트론(TRX) 보유회원을 대상으로 비트토렌트 10차 에어드랍을 아래와 같이 지원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트론 잔고 스냅샷 시점 : 11월 11일(월) 오전 9시 (KST)

- 지급 비율 및 시기 : 스냅샷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11월 14일(목) 베이직어텐션토큰(BAT) 밋업(London Meetup, UK)

30일(토) 모네로(XMR) 하드포크(Hard Fork)

12월 2일(월) 밸러토큰(VALOR) 토큰 소각(Coin Burn)

코인 스케줄

투자유의종목 조정 안내

[빗썸 암호화폐 투자주의종목지정 정책]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자유의종목 신규

지정과 기존 투자유의종목에대한 해제 및 연장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 투자유의종목신규 지정 : 기프토(GTO), 에토스(ETHOS)

- 투자유의종목해제 : 아모코인(AMO)

- 투자유의종목연장 : 디에이씨씨(DACC), 롬(ROM)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 본보고서는정보제공을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투자권유의의도는일절없음을알립니다.

개인의의견이반영된내용으로서, 회사공식적인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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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제공 : 헥슬란트

비트토렌트 10차

에어드랍 지원 안내

투자유의종목

조정 안내

매수 수수료 체계 변경에 따른 일부 미체결 주문 취소 안내

매수 수수료 부과 대상을 원화로 변경할 예정으로 아래와 같이 일부 미체결 주문

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 매수하는 암호화폐로 수수료 부과

- 변경 :대금지불 수단인 원화로 수수료 부과

- 적용 일정 : 11월 11일(월) 04:00 ~ 07:00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체계 변경에 따른

미체결 주문

취소 안내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331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328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