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MI(Bithumb Market Index)

487.25 ▲1.33  +0.27%

픽썸 3라운드 후보 공개…18일부터 투표 시작

암호화폐 상장 투표 커뮤니티인 픽썸이 3라운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11일

공개된 픽썸 3라운드 후보 프로젝트는 총 4개로 ▲분산형 클라우드 컴퓨팅 서

비스 플랫폼 ‘앵커네트워크(ANKR)’ ▲분산슈퍼컴퓨팅 기술 플랫폼 ‘코넌(CON)’

▲뷰티 산업 기업 간 오픈 C2C 플랫폼 ‘코스모체인(COSM)’ ▲블록체인 기반

하이퍼 소셜 미디어 서비스 ‘피블(PIBBLE)’이다. 픽썸 3라운드 투표는 18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최종 우승한 암호화폐는 빗썸 상장 검토 대상이 된다.

현대HDAC, “H포인트 발급, 원화 페깅 스테이블 코인 계획”

조문옥 에이치닥 CTO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서 에이치닥의 향후 사업전력과 기술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다. 조문옥 CTO는

“연내에 선불 포인트 결제, 부동산 P2P, 월렛 서비스를 모두 출시할 계획이다.

에이치닥 코인으로 구매 가능한 선불 포인트 ‘H 포인트’를 발급해 원화와 페깅

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진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업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세계적인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제휴 역

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2.0 개발 현황 발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홍콩서 열린 밋업에 “이더리움 2.0 실현을

위해 PoS 프로토콜 규범화를 위한 최종 확인 단계에 진입했으며, 곧 테스트넷

상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거래 처리량을 늘리기 위

한 일종의 파티션 방법인 샤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EVM 개선 작업도 조

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더리움 홀더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KE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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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urrencies 2,110

Market cap $135,677,126,265

24h Volume $33,139,125,172

Market dominance

BTC 50.98%

ETH 10.45%

XRP 9.58%

자료 : Coinmarket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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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지난주 글로벌 시가총액 평균

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하락장을 이어가는 듯 했으나, 1,300억 달러 선을

지키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평균

은 전주 대비 2.69% 상승한 1,3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암호화폐 거래량은 더욱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번 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

량 평균은 지난주 대비 16.64% 상승한 32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거래량 평균에 속한다.

암호화폐 상용화의 해, 높은 거래량으로 기대감 나타나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2019.03.06 ~ 2019.03.13
단위 : USD



빗썸 주간 거래 점유율

순위 코인명 Symbol 거래점유율(%) 전주 대비

1 대시 DASH 56.57% -

2 모네로 XMR 33.08% -

3 리플 XRP 1.59% ▲2

3 엔진코인 ENJ 1.59% ▲4

5 비트코인 BTC 1.08% ▲1

6 이오스 EOS 0.51% ▼3

6 이더리움 ETH 0.51% ▼3

8 에이치닥 HDAC 0.44% ▼1

9 비트코인다이아몬드 BCD 0.42% New

10 월튼체인 WTC 0.39% ▼1

빗썸 주간 시세 등락률

상승 TOP 1 엔진코인(ENJ)

이번 주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암호화폐 자리는 전주 대비 73.83% 상승한 엔진코인(ENJ)이다. ERC-20토큰인 엔진코인은 블록체

임 게임 개발 플랫폼 개발사인 엔진이 만들었으며, 갤럭시S10에 엔진이 만든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되었다. 갤럭시S10 판매가 진

행되면서 사용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진 코인은 계속해서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하락 TOP 1 아크블록(ABT)

이번 주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전주 대비 8.73% 하락한 아크블록(ABT)이 차지했다. 아크블록은 지난주 메인넷 출시

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아크블록은 이번 주 기대감 저하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고,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돌아오면서 하락 TOP 1을 기록했다.

3월 셋째 주 상승률, 하락률이 가장 큰 암호화폐는?

순위 코인명 Symbol 시가총액(KRW) 가격(KRW) 주간수익률

1 엔진코인 ENJ 145,700,000,000 186 +73.83%

2 카이버네트워크 KNC 43,900,000,000 272 +47.03%

3 왁스 WAX 60,500,000,000 63.8 +39.30%

4 에이치닥 HDAC 61,000,000,000 66.7 +38.10%

5 미스릴 MITH 27,500,000,000 52.6 +33.84%

6 위쇼토큰 WET 2,700,000,000 14.50 +28.32%

7 비트코인다이아몬드 BCD 158,700,000,000 1,024 +27.36%

8 스팀 STEEM 172,200,000,000 558 +26.82%

9 사이버마일즈 CMT 31,000,000,000 38.3 +25.16%

10 스텔라루멘 XLM 2,241,400,000,000 114 +22.32%

2019.03.06 ~ 2019.03.13

2019.03.06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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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블록체인들의 ‘대표 선출’ 시작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유저들이 생태계를 이끌어 갈 대표를 선

출하는 ‘대표선출제(Delegated)’ 알고리즘이 플랫폼 블록체인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위임지분증명(DPos: Delegated Proof of Stake) 합

의 알고리즘을 알린 이오스(EOS)를 시작으로 아이콘, 코스모스, 보스 등

다양한 플랫폼 블록체인들이 대표선출제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이오스를 뛰어넘는 거버넌스가 나올

것 인지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대표선출제란 네트워크 참여자의 선택으로 선출된 일정 대표자가 블록생성 및 검증, 정책 결정 등을 위임받는 방식

이다. 특정 대표가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중앙화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참여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

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특성이 구현됐다는 평가도 함께 받는다. 대표선출제의 가장 큰 장점은 트랜잭션 처리 속

도의 증가이다. 기존에는 많은 검증인을 통해 블록 검증을 받아 트랜잭션 처리가 늦어졌지만, 대표선출제는 대표로

선출된 몇 명의 노드만 블록 검증을 시행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아이콘(ICON, ICX)은 지난 1월 17일 ICON P-Rep(Public Representative) 선출을 위한 사전 모집을 시작했다. 아이콘

은 “ICON 네트워크는 대의 민주주의를 따른 탈중앙화된 거버넌스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이 대표들을

선출하고 투표권을 위임하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DPoC(Delegated Proof of Contribution, 위임 기

여도 증명)라 정의했다.

14일 제네시스 블록 생성을 시작으로 출격한 인터체인 프로젝트 코스모스(Cosmos)도 위임지분증명 방식을 선택했

다. 텐더민트 BFT(Byzantine Fault Tolerant)라는 독특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EOS가 21명의 BP로 운영된다면 코스

모스는 100명의 벨류에이터(Valuator)가 합의를 진행하는 형식이다.

헤데라 해시그라프(Hedera Hashgraph), 보스(BOS) 등 플랫폼 블록체인들도 대표선출제를 선택했으며, 대표선출제

프로젝트가 탈중앙화된 생태계를 구축해 각 개인이 주체가 되는 플랫폼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오스 최대 암호화폐 지갑‘ 토큰뱅크,

“크립토 카카오뱅크 꿈꾼다“

디센터 ㅣ 2019. 03. 14

· 美 SEC 위원장 “이더리움 증권이 아니다” 확인 디센터 ㅣ 2019. 03. 11

· HSBC, “블록체인, 한국 무역 디지털화 촉매제 기회” 한국금융 ㅣ 2019. 03. 12

· 삼성 SDS, 블록체인·업무 자동화로 물류혁신 이끈다 뉴시스 ㅣ 2019. 03. 11

현대家 암호화폐 ‘에이치닥’

연내 간편결제·디앱 내놓는다

디센터 ㅣ 2019. 03. 13

http://news1.kr/articles/?3569794
http://news1.kr/articles/?3569794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GL4MRC6H/GZ04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GL4MRC6H/GZ04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GKO9TM3J/GZ01
http://cnews.fntimes.com/html/view.php?ud=201903121341489114179ad43907_1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11_0000582703&cID=13001&pID=13000
http://news1.kr/articles/?3569794
http://news1.kr/articles/?3569794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GL4MRC6H/GZ04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GL4MRC6H/GZ04


비트코인 선·현물 주간 시세

비트코인 선물 요약 (CME, CBOE)

종목 수치 의견

RSI(14) 42.417 매도

STOCH(9, 6) 60.752 매수

STOCHRSI(14) 94.263 과량매입

MACD(12, 26) -562.500 매도

ADX(14) 34.558 매수

Williams %R -36.463 매수

CCI(14) 94.9230 매수

ATR(14) 391.8429 변동성 낮음

Highs/Lows 0.0000 중립

Ultim ate Oscilator 59.738 매수

ROC 16.591 매수

Bull/Bear Power(13) -259.4080 매도

매수 : 6 매도 : 3 중립 : 1 요약:적극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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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00 매도

STOCH(9, 6) 61.305 매수

STOCHRSI(14) 96.929 과량매입

MACD(12, 26) -609.520 매도

ADX(14) 32.216 매수

Williams %R -35.000 매수

CCI(14) 89.3931 매수

ATR(14) 379.2143 변동성 낮음

Highs/Lows 3.9286 매수

Ultim ate Oscilator 62.562 매수

ROC 17.246 매수

Bull/Bear Power(13) -269.5600 매도

매수 : 7 매도 : 3 중립 : 0 요약:적극 매수

단위 : USD

2019.03.06 ~ 2019.03.13

CME  3월물 만기일 : 3월 27일 AM 1시 (한국 기준)          * 매월 마지막 금요일 16시 (영국 기준)

CBOE  3월물 만기일 : 3월 21일 AM 6시 (한국 기준)               * 매월 셋째주 수요일 16시 (USA 시카고 기준)

만기일 안내

기술적 지표

CME CBOE

BTC

CME

CBOE



빗썸 소식

큐브(AUTO) 신규 상장기념 3천만개 에어드랍 이벤트

- 이벤트 기간 : 3월 14일(목) ~ 3월 16일(토) 자정까지

- 이벤트 주요내용 :

1) 이벤트 기간 내 AUTO의 일 거래금액 기여도에 따라 각각 AUTO 차등 지급

2) 일 AUTO 거래금액 상위 1~3등 대상으로 각각 AUTO 추가 지급

- 이벤트 지급 : 3월 27일(수)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3월 21일(목) 엔진코인(ENJ) 컨퍼런스(San Francisco, USA)

22일(금) 비트코인(BTC) 컨퍼런스(Mallorca, Spain)

26일(화) 제트캐시(ZEC) 밋업(San Francisco, USA)

코인 스케줄

* 본보고서는정보제공을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투자권유의의도는일절없음을알립니다.

개인의의견이반영된내용으로서, 회사공식적인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이문서에대한배포/유포등의권한은㈜비티씨코리아닷컴에게있습니다. 무단유출시법적
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데이터제공 : 헥슬란트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