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더리움
3,671,000 원

▼ 166,000 (- 4.33%)

빗썸위클리리포트 4월 4주차

주요자산요약
4월 28일 오전 10시 기준(전주 대비)

비트코인 49,933,000 원
▼ 1,704,000(- 3.30%)

코스피 2,648.28
▼ 83.34 (+ 3.05%)

나스닥 12,488.93
▼ 964.14 (- 7.17%)

USDT 1,265.91 원
▲ 29.32 (+2.37%)

달러인덱스 103.14
▲ 2.67 (+ 2.66%)

가상자산 시가총액

2,286조
▼ 91조 (-3.83%)

가상자산 총 거래량

105조
▼ 6조 (5.41%)

*코인마켓 캡 기준

$

KOSPI



카이버 네트워크

6,875
▲ +18.76%

라이파이낸스

211
▲ +12.79%

2위
트러스트버스

21
▲ +9.52%

3위

리플

73,085 백만

9.59%

이더리움

61,650 백만

8.09%

2위
이더리움 클래식

53,205 백만

6.98%

3위

지난주에샀었더라면?
주간 급등 코인

빗썸 원화 마켓 주간 상승률 상위 5개 코인

* 주간 급등 코인은 2022.04.21 ~ 2022.04.27일 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거래량의 %는 기간 내 빗썸 총 거래량 대비 비중입니다.

* 거래량 상위 5개 코인 데이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순위입니다.

빗썸 원화 마켓 주간 거래량 상위 5개 코인

다오메이커 3,599
▲ +5.44%4위

오브스 102
▲ +4.9%5위

도지코인 23,374 백만
3.06%4위

트러스트스왑 22,834 백만
2.99%5위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를 바라보는
시장의 반응은?

주간에 가장 핫했던 기사

가상자산 활성화 정책 박차…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시 의회가 오는…

美 최대 퇴직연금 운용사, 비트코인 투…
피델리티 "가상자산 관심 커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비트코인 …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대표적인 가상자산 지지론자로 분류되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가격은 주동 54.2달러로 총 440억 달러이며, 원화로 환산 시 약 55조 원에
이른다. 해당하는 인수 가격은 지난 1일의 종가 기준으로 트위터 주식 전량 매입과 3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다.

해당 거래가 성사되기 전,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게 될 경우 비상장사로 전환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기에
거래가 완료될 경우 트위터는 머스크 개인 소유의 회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 업체인 딜로직이
집계한 내용을 보면 이번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 상장 기업을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하는 최근 20년 새 거래
중 가장 큰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와 가상자산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기존
트위터가 사회관계망 플랫폼 연계가 가능한 가상자산 관련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해당 인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셜
미디어를 품에 안은 세계 최고 갑부의 승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소식이 전해진 25일 도지코인은 거의 3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으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트위터 결제 시스템 등에 도지코인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미
테슬라 관련 상품에 도지코인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트위터 인수 후 기존 트위터가 진행했던 가상자산 관련
플랫폼 사업들이 어떤 결과를 낼지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94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7001400072?input=1195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0677&ref=A


이번 주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
로 자유롭게 콘텐츠, 웹사이트 및 응용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블록체인 디앱
(Dapp) 플랫폼인 트론이다. 트론은 2018년 5월 31일 메인넷을 출시하였고, 중앙 콘텐
츠 관리자 없이 제작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보다 효율적인 분산 스토리지 기능을 수행
하며, 탈 중앙화된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를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트론의 창설자인 저스틴 선은 지난 21일 새로운 트론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D를
5월 5일에 발행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USDD는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
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관리 및 보관을 집중형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온체인에서 완전
히 탈중앙화된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스틴 선은 USDD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100억 달러 상당의 준비금을 조성함은 물론 무위험 금리를 설정하고 유동성을 제
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DD는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과는 다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체 생태계 토큰
과 알고리즘에 기반에 가치연동을 지향하며, 이러한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업체는 UST(테라USD)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USDD는 이 테라모델을 따온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작으로 꼽히는 테라의 UST-LUNA 모델이 있
었기에 해당 USDD 출시 이후의 행보가 기대된다. 
*본 내용은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매수 추천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행해진 거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번주주목해야할프로젝트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의 기존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
온 가상자산으로 달러나 금과 같은 기존의 화폐나 실물자산 가치와 연동되는 가상자산을
뜻한다. 실물자산과 연동이 되기에 가격 변동성이 적은 대신 안정성을 지닌다.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
인과 가상자산 담보 그리고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뉜다. 법정화폐 담보 스
테이블 코인은 특정 기관에 그만큼의 달러나 금 등의 법정통화를 비축하여 예치해야 하
며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는 테더가 있다. 

가상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를 대신하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
자산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 쓰는 형태로, DAI가 그 대표적인 가상자산이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이
를 통해 가상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는 테라(UST)가 있
다. 

용어 Check!



빗썸소식

빗썸에새롭게추가된코인

- 위클리리포트는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위클리리포트는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회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클리리포트는 투자 권유의 의도가 없음을 알립니다.

- 위클리리포트의 저작권은 (주)빗썸코리아에 있으며,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4월 '첫' 입금 이벤트
'첫' 입금하면 비트코인 1만원 드립니다!…

빗썸 X ‘돈워크맨’ 영상 공개 이벤트
유튜브 '워크맨' 의 스핀오프 '돈워크맨＇을 …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2674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2782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2674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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