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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백트(Bakkt)’ 서비스 출시 기대감으로 상승 분위기였던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과 달리 이번 주는 검은 수요일이라 칭할 정도로 암호화

폐 시장의 쇼크가 찾아왔다.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10%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

하였으며, 비트코인은 한때 1,000만원 선이 붕괴하기도 했다.

이번 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평균은 전주 대비 6.15% 하락한 2,597억 달

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량 평균은 전주 대비 0.8% 하락한 632억

달러를 기록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검은 수요일‘...대부분 암호화폐 하락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2019.09.18 ~ 2019.09.25
단위 : USD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필요성 크지 않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중앙은행

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장래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할 필요성

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CBDC 발행을 추진 중인 일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발행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 CBDC 도입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및

비용, 거래의 안전성 검증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블록체인 키스토어 적용 국가 및 단말기 확장

삼성전자가 암호화폐 지갑 애플리케이션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의 적용 단

말기와 서비스 국가를 확장하였다. 키스토어와 기존 앱 마켓 갤럭시 스토어를

연동할 것이라 보도했다. 블록체인 키스토어는 그간 한국과 미국, 캐나다의 갤

럭시S10 이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사업 확장을 통해 유럽 주요국가의

소비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키스토어와 기존 갤

럭시 스토어의 연동도 빠르면 10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는

본격적인 '댑스토어'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연동이 이뤄지면 별도

의 암호화폐 지갑을 생성한 이용자들이 키스토어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던

디앱을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첫 국제회계기준 제정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 기준

을 제정했다. 또한, 암호화폐가 화폐 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결

론 내리고 기업이 통상적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 그 외에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성격에 대한 국제 적용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는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빗썸 주간 거래 점유율

순위 코인명 Symbol 거래점유율(%) 전주 대비

1 비트코인 BTC 24.63% ▲2

2 비트코인캐시 BCH 24.40% New

3 리플 XRP 7.24% New

4 이더리움 ETH 6.50% ▲1

5 카이버네트워크 KNC 5.01% New

6 이오스 EOS 5.00% New

7 큐브 AUTO 4.65% New

8 비트토렌트 BTT 4.38% New

9 더마이다스타치골드 TMTH 3.98% ▲1

10 텐엑스 PAY 2.75% New

빗썸 주간 시세 등락률

상승 TOP 1 에이치닥(HDAC)

이번 주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에이치닥(HDAC)이다. 에이치닥은 현대BS＆C(주)가 개발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암호화

폐로 2018년 기준 역대 ICO 투자 자금 규모 중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이번 주 지갑 입출금 재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비즈니스 전

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

하락 TOP 1 펑션엑스(FX)

이번 주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펑션엑스(FX)이다. 펑션엑스는 지난 18일 거래소 상장과 함께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

록했다. 그 후 다른 암호화폐와 동일하게 정상적인 시장 가격을 찾아가는 듯 했으나, 비트코인의 하락과 맞물려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하였다.

9월 넷째 주 상승률, 하락률이 가장 큰 암호화폐는?

2019.09.18 ~ 2019.09.25

2019.09.18 ~ 2019.09.25

순위 코인명 Symbol 시가총액(KRW) 가격(KRW)

1 에이치닥 HDAC 61,000,000,000 50.20

2 디브이피 DVP 29,000,000,000 52.20

3 패블릭 FAB 147,900,000,000 6.15

4 제로엑스 ZRX 144,100,000,000 238

5 롬 ROM 26,600,000,000 0.04

6 체인링크 LINK 707,600,000,000 2,023

7 하이콘 HYC 11,300,000,000 5.68

8 크로미아 CHR 1,900,000,000 38.20

9 오브스 ORBS 29,300,000,000 15.20

10 프리마스 PST 6,000,000,000 98



NEWS CLIP

암호화폐에 찾아온 검은 수요일, 그 이유는 무엇일까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백트(Bakkt) 서비스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주 암호화폐 시장은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막상 백트 거래소의 첫날 BTC 

선물 거래량은 67 BTC에 그치면서 기대감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아직 기관투자자가 암호화폐 선물 계약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

으며, 이를 시작으로 간신히 1,200만원 선을 지키고 있던 비트코인의 가

격이 1,000만원 까지 급락하면서 모든 암호화폐의 하락을 이끌었다. 

전문가들은백트거래소에대한실망감외에이번급락장에대해다양한의견을주장하고있다. 그중가장많이나오고있

는의견중하나가바로 ‘마진콜(Call)’ 이다. 마진콜은선물의예치증거금이나펀드의투자원금에손실이발생할경우이

를보전하라는요구를말한다. 마진콜이걸리면투자자는신속히증거금을채워야계약을유지할수있다. 따라서마진

콜은디레버리지(deleverage) 현상으로연결되는데, 이과정에서투자자산회수에따른가격하락과자금경색현상이발생

한다. 전문가들은암호화폐마진거래소에서청산에따른대량의마진콜이발생하여가격하락에압력을강하게줬다는

분석을하고있다.

이외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암호화폐를자산으로인정하지않았다는점과페이스북리브라청문회에서나온부정적

인의견이강하게피력되었다는점이암호화폐급락의이유로보고있다. 리서치조사결과에따르면 8년간비트코인이

10% 이상하락한것은총 70일밖에되지않으며, 이는지난 8년을일로계산했을시 2,920일중 2.4%를차지하는수치라고

밝혔다. 

급락장과관련하여 2014년, 2017년하루에 30%이상변동성을가졌던시절과비교하여지금의급락은당연히찾아오는

조정기간이라말하는전문가들또한존재한다. 투자리스크를평가하는데있어일정수준의시간과과정이필요하다며, 

이번하락장은암호화폐시장을더욱성숙하게만드는계기가될것이라의견도존재한다.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는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을 쓰고 있을까?

디센터ㅣ 2019. 09. 23

IT조선ㅣ 2019. 09. 26

· "블록체인이 기부문화 바꾼다"…그라운드X 보고서 발간 뉴스1ㅣ 2019. 09. 23

· 헥슬란트블록체인리포트, 에프앤가이드서제공 파이낸셜뉴스ㅣ 2019. 09. 23

삼성-LG-SKT-KT에 AWS까지... 

대기업 블록체인 전략 나온다

파이낸셜뉴스ㅣ 2019. 09. 25

· 에이치닥, 아이앤택과 블록체인 신원증명 플랫폼 개발

https://decenter.kr/NewsView/1VOCW7A12F
https://decenter.kr/NewsView/1VOCW7A12F
http://news1.kr/articles/?3725822
http://www.fnnews.com/news/201909231808559091
http://www.fnnews.com/news/201909251410220369
http://www.fnnews.com/news/201909251410220369
https://decenter.kr/NewsView/1VOCW7A12F
https://decenter.kr/NewsView/1VOCW7A12F
http://www.fnnews.com/news/201909251410220369
http://www.fnnews.com/news/201909251410220369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6/2019092600767.html


비트코인 선·현물 주간 시세

비트코인 선물 요약 (CME)

종목 수치 의견

RSI(14) 47.610 중립

STOCH(9,6) 37.255 매도

STOCHRSI(14) 0.000 과량매도

MACD(12,26) 868.400 매수

ADX(14) 28.968 중립

Williams %R -92.990 과량매도

CCI(14) -166.5073 매도

ATR(14) 1908.1071 변동성 높음

Highs/Lows(14) -1293.2143 매도

Ultimate Oscillator 44.069 매도

ROC -15.731 매도

Bull/Bear Power(13) -1192.9200 매도

매수 : 1 매도 : 6 중립 : 3 요약: 적극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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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79.8 9717.3

매도 매도

MA10
10218.2 9918.7

매도 매도

MA20
9866.8 9247.5

매도 매도

MA50
6640.3 8044.4

매수 매수

MA100
7425.8 6638.9

매수 매수

MA200
3937.3 5050.4

매수 매수

매수 : 6 매도 : 6 중립 : 0 요약: 중립

단위 : USD

2019.09.18 ~ 2019.09.25

CME  9월물 만기일 : 9월 28일 AM 1시 (한국 기준)          * 매월 마지막 금요일 16시 (영국 기준)

만기일 안내

기술적 지표

기술 요약

이동평균

BTC

CME

BTC



빗썸 소식

(정기) 10월 EOS 에어드랍 이벤트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입니다.

[EOS BP 투표 참여 기념 이벤트] 를 열렬히 응원해주시고,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

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음과 같이 [10월 EOS 에어드랍 이벤트]를 실시하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28일(토) 대시(DASH) 컨퍼런스(Uster, Switzerland)

에이다(ADA) 밋업(Plovdiv Meetup, Bulgaria)

30일(월) 이더리움클래식(ETC) 하드포크(Hard Fork Atlantis)

코인 스케줄

[업데이트] 빗썸 PC 거래화면 개선 안내

안녕하세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입니다.

빗썸에서는 회원님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PC 거래
화면을 개선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 본보고서는정보제공을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투자권유의의도는일절없음을알립니다.

개인의의견이반영된내용으로서, 회사공식적인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이문서에대한배포/유포등의권한은㈜비티씨코리아닷컴에게있습니다. 무단유출시법적
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데이터제공 : 헥슬란트

10월 EOS 에어드랍

이벤트

빗썸 PC 거래화면 개

선 안내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261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