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MI(Bithumb Market Index)

1,102.03 ▲21.66  +2.0%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 ‘클립’ 출시 예고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 '클립'이 올 하반기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

난 12일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더보기' 탭에 '클립'의 티징 페이지를 공개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지갑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얻은 클레이튼 메인넷의

암호화폐 '클레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돕는다. 이 지갑을 바탕으로

카카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게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게임 속에서 상품 거래 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

'NFT(Non-Fungible Token)' 서비스도 추가될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 관계자

는 "클립이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티징 사이트를 선공개했다"라며 "보안과 빠

른 속도는 물론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서비스를 기획했고, 향후 블록체인 앱을

리스팅해 보여주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美 SEC, 비트코인 ETF 신청 3건 승인 결론 재차 연기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가 지난 12일 비트코인 ETF 신청 3건에 대한 결론

을 다시 연기했다. 따라서 Bitwise와 VanEck, SolidX에 대한 결론은 각각 10월

13일, 18일날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투자운용사 Wilshire Pheonix에 대한 결

론은 9월 29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그동안 수많은 기업

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지만, 규제기관은 시장 조작, 시장 감시 등을 우려해

승인을 연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CCN은 “SEC가 비트코인 ETF 신청

3건에 대한 결론은 재차 연기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

다"라며 "SEC는 영원히 BTC의 ETF를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정부, 국산 블록체인 기술 개발 추진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정부가 이더리움 등에 견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500억 규

모의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신청서를 오는 11월 1일 제

출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목표는 세계적인 블록체인 기술 수준에 버금가는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신청서가 제출되면 과기정통부

내에서 1차 평가를 거치고 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를 통해 최종 결과는 내년

5월 즈음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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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타는 듯하였지만 미국 증권거

래 위원회의 비트코인 ETF 승인 연기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였다.

이번 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평균은 전주 대비 0.85% 감소한 2,946억 달

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량 평균은 전주 대비 6.27% 감소한 543억

달러를 기록했다.

SEC,비트코인 ETF승인 또 다시 연기,암호화폐 일제히 하락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2019.08.07 ~ 2019.08.14
단위 : USD



빗썸 주간 거래 점유율

순위 코인명 Symbol 거래점유율(%) 전주 대비

1 대시 DASH 46.51% -

2 비트코인 BTC 17.89% ▲1

3 월튼체인 WTC 12.31% ▲5

4 모네로 XMR 11.74% ▼2

5 리플 XRP 2.75% ▲2

6 비트코인캐시 BCH 2.26% ▲4

7 이더리움 ETH 1.99% ▼1

8 이오스 EOS 1.20% ▲1

9 비트코인SV BSV 0.48% New

10 아이콘 ICX 0.27% New

빗썸 주간 시세 등락률

상승 TOP 1 아이콘(ICX)

이번 주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아이콘(ICX)이다. 최근 아이콘은 새로운 수수료체계 업데이트를 통해 수수료 정산 주

체 선택과 스테이킹을 통한 수수료 상쇄 등 다양한 움직임을 선보였다.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개발로 기대감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여 큰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하락 TOP 1 롬(ROM)

이번 주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롬(ROM)이다. 롬은 데이터 로밍과 음성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전 세계 어디서나 자신의 고유 번호로 통신망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하락장과 더불어 기존에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어 약간의 하락으로도 큰 폭의 %가 나타나 하락 TOP 1을 기록했다.

8월 셋째 주 상승률, 하락률이 가장 큰 암호화폐는?

2019.08.07 ~ 2019.08.14

2019.08.07 ~ 2019.08.14

순위 코인명 Symbol 시가총액(KRW) 가격(KRW)

1 아이콘 ICX 115,200,000,000 318

2 스팀 STEEM 80,600,000,000 324

3 왁스 WAX 67,800,000,000 71.80

4 비트코인캐시 BCH 7,311,500,000,000 406,900

5 디에이씨씨 DACC 4,400,000,000 0.12

6 믹스마블 MIX 91,900,000,000 66.80

7 비트코인SV BSV 3,178,100,000,000 175,500

8 이더리움클래식 ETC 802,400,000,000 7,110

9 람다 LAMB 147,700,000,000 236

10 다빈치 DAC 15,900,000,000 5.25



NEWS CLIP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업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카카오”

이번 주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 ‘클립‘과 카카오 블

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의 ‘클레이튼‘으로 가득한 한 주였다. 클레이튼

메인넷 런칭을 시작으로 카카오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에 본격적

으로 진출했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추가로 지갑에 필요한

키 관리 솔루션과 관련해 신한은행과 헥슬란트와 협업하면서 블록체인

선점의 이미지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지난 12일, 카카오톡 내 ‘더보기‘ 탭에 한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바로 카카오톡 내에서 쓸 수 있는 암호화폐 지

갑 ‘클립’이다. 연 하반기 출시 예정을 시사하는 티징 페이지를 공개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주목을 이끌었다. 클립에

서는 클레이튼 메인넷 서비스들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클레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돕는다. 기존 암호화폐

지갑은 사용 친화적인 모습보단 어려운 프로세스가 특징이었는데, 카카오톡 내에서 사용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크다.

클립 외에도 클레이튼은 삼성전자 암호화폐 지갑용 애플리케이션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에 추가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 클레이(Klay)의 보관 기능도 가능해졌다. 카카오 클레이튼에서 통용되는 암호화폐 클레이를 비롯해 클레

이튼 기반 코스모코인, 힌트체인, 피블 등을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에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지갑 서비스는 보안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 키 관리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카카오도 이를 알고 있듯이 지난

14일 헥슬란트, 신한은행과 함께 ‘개인 키 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보안기술 적용

및 키 복구 프로세스를, 그라운드X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제공을, 헥슬란트는 키 관리 프로세스를 각각 담당한다.

해당 솔루션은 그라운드X의 클레이튼에 우선 제공될 전망이다.

카카오,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 '클립' 탑재한다

ZDNetKoreaㅣ 2019. 08. 12

· 쿼크체인,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와 MOU 체결 게임톡 ㅣ 2019. 08. 16

· 삼성전자가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튼' 껴안은 이유 IT조선ㅣ 2019. 08. 14

· SEC가 또다시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 미뤘다 디센터 ㅣ 2019. 08. 13

신한은행, 그라운드X·헥슬란트와

블록체인 키 관리 솔루션 개발

IT조선ㅣ 2019. 08. 14

http://www.zdnet.co.kr/view/?no=20190812125329
http://www.zdnet.co.kr/view/?no=20190812125329
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2466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4/2019081400336.html
https://www.decenter.kr/NewsView/1VMYDEHH55/GZ01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4/2019081400808.html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4/2019081400808.html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4/2019081400808.html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4/2019081400808.html
http://www.zdnet.co.kr/view/?no=20190812125329
http://www.zdnet.co.kr/view/?no=20190812125329


비트코인 선·현물 주간 시세

비트코인 선물 요약 (CME)

종목 수치 의견

RSI(14) 61.106 매수

STOCH(9, 6) 50.254 중립

STOCHRSI(14) 0.000 과량매도

MACD(12, 26) 1468.700 매수

ADX(14) 59.017 매수

Williams %R -45.688 중립

CCI(14) 48.8036 중립

ATR(14) 1935.7143 변동성 높음

Highs/Lows 0.0000 중립

Ultim ate Oscilator 52.641 매수

ROC 64.101 매수

Bull/Bear Power(13) 1705.5500 매수

매수 : 6 매도 : 0 중립 : 4 요약: 적극 매수

위 기술적 지표는 전통적인 증권 시장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을 준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암호화폐 시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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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42.7 10852.3

매도 매도

MA10
10641.2 10193.1

매도 매도

MA20
8544.2 8860.7

매수 매수

MA50
6232.3 7411.9

매수 매수

MA100
6981.5 6213.3

매수 매수

MA200
3640.1 4750.7

매수 매수

매수 : 9 매도 : 3 중립 : 0 요약: 매수

단위 : USD

2019.08.07 ~ 2019.08.14

CME  8월물 만기일 : 8월 31일 AM 1시 (한국 기준)          * 매월 마지막 금요일 16시 (영국 기준)

만기일 안내

기술적 지표

기술 요약

이동평균

BTC

CME

BTC



빗썸 소식

8월 21일(일) 트론(TRX) 밋업(San Francisco Meetup, USA)

이더리움 클래식(ETC) 밋업(San Francisco Meetup, USA)

29일(목) 아이콘(ICX) 밋업(Seoul Meetup, South Korea)

코인 스케줄

* 본보고서는정보제공을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투자권유의의도는일절없음을알립니다.

개인의의견이반영된내용으로서, 회사공식적인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이문서에대한배포/유포등의권한은㈜비티씨코리아닷컴에게있습니다. 무단유출시법적
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데이터제공 : 헥슬란트

비트토렌트(BTT) 7차 에어드랍 지원 안내

트론(TRX) 보유 회원을 대상으로 비트토렌트 7차 에어드랍을 아래와 같이 지원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트론 잔고 스냅샷 시점 : 8월 11일(일) 오전 9시

* 스냅샷 시점은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비율 및 시기 : 스냅샷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BTT 7차 에어드랍

지원 안내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