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MI(Bithumb Market Index)

488.59 ▼0.39  -0.08%

출시되는 갤럭시S10, 암호화폐 지갑 탑재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블록체인 기능이 탑재된 ‘갤

럭시S10’을 공개했다. 갤럭시S10에는 모바일 보안 플랫폼(Samsung Knox)을

통해 암호화폐 프라이빗 키를 저장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삼성 블록체인 키

스토어‘가 내장되어 있다. 암호화폐 미디어 CCN에 따르면 갤럭시 S10이 완전

한 형태의 암호화폐 월렛 서비스를 제공할지, 아니면 월렛 서비스 개발에 필요

한 프라이빗 키 저장 기능만 제공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댄 라리머 “REX 코드 공개 완료... 프록시도 안정적”

EOS 창시자 댄 라리머(Dan Larimer)가 최근 EOS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오늘

새벽 12시경 “EOS 기반 자원거래소(REX)의 코드를 공개 완료했다”며 “프록시

도 매우 안정적(great)”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상품 출시가 아닌 개발만을

책임지고 있다”며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OS는 REX 출시 기대감과

상승하는 Dapp 사용률로 21일 오전 기준 전주 대비 약 32.94% 상승한

\ 4,141에 거래되고 있다.

JP모건, 자체 암호화폐 ‘JPM 코인’ 발행 추진

미국 경제 전문 미디어 CNBC가 14일(현지 시각) “미국 대형 투자은행 JP모건

이 미국 메이저 은행 최초로 고객들의 대규모 거래 관련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

리할 수 있는 자체 발행 암호화폐 ‘JPM 코인’ 출시를 추진 중이다”고 보도했다.

앞서 우마르 파루크(Umar Farooq) JP모건 블록체인 프로젝트 총괄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옮겨가며 BTC 거래를 위한 결제 수단으

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 애플리케이션은 끝이란 게 없으며, 분산 원장에 참여

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언제 어디서든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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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dominance

BTC 51.96%

ETH 11.46%

XRP 9.94%

자료 : Coinmarket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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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눈이 그친 뒤 따뜻해진 날씨와 같이 봄 분위기가 찾

아왔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암호화폐 거래량

은 작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평균은 전주 대비 5.42% 상승한 1,267억 달

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량의 증가 폭은 더욱 크다. 이번 주 글로

벌 암호화폐 거래량 평균은 전주 대비 25.53% 상승한 253억 달러를 기록했다.

약 10개월 만에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암호화폐 시장에 찾아온 봄기운, 전반적인 상승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2019.02.13 ~ 2019.02.20
단위 : USD

2019-02-22 12:00:20 KST



빗썸 주간 거래 점유율

순위 코인명 Symbol 거래점유율(%) 전주 대비

1 대시 DASH 69.50% -

2 제트캐시 ZEC 8.94% ▲1

3 모네로 XMR 7.92% ▲1

4 비트코인골드 BTG 4.26% ▼1

5 비트토렌트 BTT 1.89% New

6 이오스 EOS 1.52% ▲4

7 리플 XRP 1.33% ▼1

8 이더리움 ETH 1.07% -

9 비트코인 BTC 0.95% ▼1

10 비트코인캐시 BCH 0.31% New

빗썸 주간 시세 등락률

상승 TOP 1 크립토닷컴(MCO)

이번 주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상승을 기록하였다.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크립토닷컴(MCO)이다. 크립토닷컴은

암호화폐 선불카드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유저들이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월렛 앱을 동시에 제공한다. 분야 별 전문성을

갖춘 멤버들로 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소셜 미디어 및 포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하락 TOP 1 더마이다스터치골드(TMTG)

이번 주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전주 대비 32.19% 하락한 더마이다스터치골드(TMTG)이다. 더마이다스터치골드는 지

난주 에어드랍 이벤트 효과로 상승 TOP 1을 기록하였지만, 이벤트 종료와 동시에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되찾아가면서 가장 큰 폭

의 하락을 기록했다.

2월 넷째 주 상승률, 하락률이 가장 큰 암호화폐는?

순위 코인명 Symbol 시가총액(KRW) 가격(KRW) 주간수익률

1 크립토닷컴 MCO 56,900,000,000 3,760 +65.49%

2 이오스 EOS 3,891,000,000,000 4,141 +32.94%

3 왁스 WAX 47,100,000,000 49.80 +29.02%

4 아피스 APIS 13,200,000,000 2.45 +25.00%

5 메탈 MTL 17,000,000,000 398 +24.38%

6 엘프 ELF 42,300,000,000 148 +23.33%

7 라이트코인 LTC 3,477,200,000,000 55,250 +21.83%

8 비트코인골드 BTG 245,000,000,000 13,520 +21.04%

9 이오스트 IOST 110,700,000,000 8.94 +20.00%

10 엔진코인 ENJ 31,600,000,000 40 +19.76%

2019.02.13 ~ 2019.02.20

2019.02.13 ~ 2019.02.21



NEWS CLIP

이오스 가격 상승의 주 원인 ‘REX’,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보였다. 특히, 이오스

가 상승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오스는 전주 대비 약 35% 상승

하였으며, 많은 이들이 그 이유를 ‘REX 코드 공개’로 보고 있다. REX는

Resource EXchange의 약자로 2018년 8월 3일 EOS 개발 총괄을 맡고 있

는 댄 라리머가 ‘EOS 자원 임대 및 할당‘이라는 기고문을 업로드하면서 알

려지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CPU와 Network Bandwidth를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임대시장 구축 방안이다.

현재 EOS를 스테이킹하면 BP에 대한 투표권과 컴퓨팅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메인넷이 출범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EOS 스테이킹 비율은 전체 유통량의 50%가 되지 않는다. 이는 절반 정도의 EOS 컴퓨팅 자원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EOS 컴퓨팅 자원 시장은 투기 시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REX는 이러한 EOS 홀더들의 저조한 투표율과 비효율적인 컴퓨팅 자원의 사용을 해결하고자 제안되었다. REX를 사용

하고자 하는 홀더는 21명 이상의 BP들에게 투표 또는 프록시(Proxy)를 통해 자신의 투표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이렇

게 되면 REX 토큰을 받아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컴퓨팅 자원을 REX에 임대해주는

것이다.

자신이 빌려준 컴퓨팅 자원은 REX에서 거래되며, 해당 거래에 대한 수익을 이자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1000 EOS를 REX에 보내면 1000 T-REX라는 영수증을 받는다. 추후에 현금이 필요해서 T-REX를 EOS로 변경하고자

할 때, 1000 EOS + REX 이자 수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REX는 EOS 블록체인 내 투표율을 높이고 CPU와 NET Bandwidth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EOS 홀더들이 자신의 EOS를 REX에 보냄으로써, EOS 유통량은 감소하고 DApp 개발자들은 효율적으로 자

원을 임대하여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REX 코드 공개 시점부터 EOS 생태계에 가격 상승과 같은 변화를 가져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이 더욱 기대할 만하다.

SKT,

블록체인 모바일 신분증 공개

아이뉴스24 ㅣ 2019. 02. 21

· JP모건, 美은행 중 첫 자체 가상화폐 발행 연합인포맥스ㅣ 2019. 02. 14

· SKT-한화-코오롱..대기업들 신사업 확장공식 ‘블록체인 스타트업 동맹‘ 파이낸셜뉴스 ㅣ 2019. 02. 20

· 밀레니얼 세대 투자자, 암호화폐 거래소 신뢰도 높아 디센터ㅣ 2019. 02. 20

삼성 갤럭시 S10,

블록체인 개인 키 보관 기능 탑재

디센터 ㅣ 2019. 02. 21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FED9LL6U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FED9LL6U
http://www.inews24.com/view/1159129
http://www.inews24.com/view/1159129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6530
http://www.fnnews.com/news/201902201039059791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FDWYP7O7/GZ03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FED9LL6U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FED9LL6U
http://www.inews24.com/view/1159129
http://www.inews24.com/view/1159129


비트코인 선·현물 주간 시세

비트코인 선물 요약 (CME, CBOE)

종목 수치 의견

RSI(14) 42.846 매도

STOCH(9, 6) 37.508 매도

STOCHRSI(14) 100.000 과량매입

MACD(12, 26) -715.900 매도

ADX(14) 29.983 중립

Williams %R -66.284 매도

CCI(14) -3.0501 중립

ATR(14) 582.8571 변동성 낮음

Highs/Lows 0.0000 중립

Ultim ate Oscilator 48.880 매도

ROC -27.936 매도

Bull/Bear Power(13) -466.1020 매도

매수 : 0 매도 : 7 중립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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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48 매도

STOCH(9, 6) 37.754 매도

STOCHRSI(14) 100.000 과량매입

MACD(12, 26) -760.593 매도

ADX(14) 30.166 중립

Williams %R -65.684 매도

CCI(14) -0.6296 중립

ATR(14) 567.7857 변동성 낮음

Highs/Lows 0.0000 중립

Ultim ate Oscilator 48.676 매도

ROC -27.372 매도

Bull/Bear Power(13) -453.6700 매도

매수 : 0 매도 : 7 중립 : 3 요약:적극 매도

단위 : USD

2019.02.13 ~ 2019.02.20

CME  2월물 만기일 : 2월 23일 AM 1시 (한국 기준)          * 매월 마지막 금요일 16시 (영국 기준)

CBOE  2월물 만기일 : 2월 21일 AM 6시 (한국 기준)               * 매월 셋째주 수요일 16시 (USA 시카고 기준)

만기일 안내

기술적 지표

CME CBOE

BTC

CME

CBOE



빗썸 소식

크립토닷컴(MCO) 7만개 럭키 에어드랍 이벤트

- 이벤트 기간 : 2월 22일(금) 오전 10시 ~ 2월 24일(일) 자정까지

- 이벤트 주요내용 :

1) 크립토닷컴(MCO) 1천만원 이상 거래하면 에어드랍

2) 크립토닷컴(MCO) 입금하면 에어드랍

- 이벤트 지급일 : 2월 28일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3월 1일(금)예정 이더리움(ETH)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Constantinople Hardfork)

3월 1일(금) 비트코인(BTC) 컨퍼런스(Wyoming, USA)

4일(월) 스텔라(XLM) 밋업(New York, USA)

코인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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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서, 회사 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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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ithumb.com/event/MCO_lucky_airdro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