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MI(Bithumb Market Index)

640.71 ▼5.26  -0.81%

비트코인 5,000 달러 돌파, 급등 원인은 무엇인가

2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은 비트코인 급등이 한 명이 주도한 약 2만 BTC 주

문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암호화폐 기업 BCG 그룹의 올리

버 폰 랭스버그-사디에 대표의 말을 인용 “이날 약 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수 주문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크라켄, 그리고 룩셈부르크

거래소 비트 스탬프로 유입됐다”고 보도했다. 추가로 CNBC는 알고리즘 트레

이딩을 가격 급등 요소의 하나로 제시했다. 비트코인 가격의 기술적 분석상

4,200달러 돌파가 중요한 매수 시그널의 하나였다는 것이다. BKCM의 브라이

언 킬레 대표는 “4,200달러 선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숏 셀링

(Short Selling)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가격 라인이었다”라고 말했다. 비트코

인 가격이 상향 돌파하자 숏 셀링 세력들은 손실 위험이 커졌고, 이를 회피하

기 위해 자동적으로 매수 주문을 내 상승 기류에 힘을 더했다는 설명이다.

美 SEC, 디지털 자산 증권법 적용 분석 프레임워크 발표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투자 계약(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특정 디지

털 자산의 제공 및 판매 또는 재판매가 연방 증권법에 적용되는지 평가하는 분

석 도구”라고 설명했다.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발행, 판매, 배

포 ▲마케팅 및 프로모션 ▲거래 ▲보관 ▲컨설팅 등 금융 서비스 제공 ▲그

외 전문 서비스들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은 ‘만우절 장난‘

2일(한국시간) 오전부터 암호화폐 업계를 달군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

인 소식은 만우절 장난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정보 사

이트 파이낸스매그니츠에는 SEC가 두 건의 비트코인 ETF 신청을 받아들였다

는 뉴스가 올라왔고, 이는 곧 만우절 장난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투자자의

아쉬움을 샀다.

KE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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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urrencies 2,150

Market cap $171,589,307,974

24h Volume $62,893,946,975

Market dominance

BTC 50.92%

ETH 9.79%

XRP 8.13%

자료 : Coinmarketcap

Bithumb

Currencies 81

BTC/KRW 5,624,000

ETH/KRW 178,900

April 5, 2019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2017년 말 암호화폐 상승장을 재현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모두 상승하면서 크립토 겨울의 막을 내리는 느낌이었다.

이번 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평균은 전주 대비 8.66% 상승한 1,520억 달

러를 기록했다. 지난 2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 300억 달러가 증가하였다. 글로

벌 암호화폐 거래량은 전주 대비 40.36% 증가한 468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3일 암호화폐 거래량은 88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계속적인 상승장을 이끌었다.

크립토 겨울의 끝,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높은 거래량 달성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2019.03.27 ~ 2019.04.30
단위 : USD



빗썸 주간 거래 점유율

순위 코인명 Symbol 거래점유율(%) 전주 대비

1 대시 DASH 24.96% -

2 모네로 XMR 15.31% -

3 비트코인캐시 BCH 6.74% New

4 어거 REP 6.65% New

5 리플 XRP 6.63% ▲1

6 메탈 MTL 4.05% New

7 이오스 EOS 3.99% ▼3

8 비트코인 BTC 3.03% ▼3

9 이더리움 ETH 2.94% ▼2

10 레이든네트워크토큰 RDN 2.18% New

빗썸 주간 시세 등락률

상승 TOP 1 메탈(MTL)

이번 주는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메탈(MTL)이 차지했다. 메탈은 현재 메탈페이(MetalPay) 서비스를 통해 현금이나

MTL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주 암호화폐의 전체적인 상승장에 가장 많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 TOP 1위를

기록했다.

하락 TOP 1 원루트네트워크(RNT) 

이번 주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암호화폐는 원루트네트워크(RNT)가 차지했다. 원루트네트워크는 지난주 원루트 홀더들에게 제공

하는 에어드랍 이벤트를 통해 꾸준한 상승을 기록했지만, 스냅샷 시점이 지나고 다른 암호화폐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투자 수

요가 위축되어 하락 TOP 1을 기록했다.

4월 첫째 주 상승률, 하락률이 가장 큰 암호화폐는?

순위 코인명 Symbol 시가총액(KRW) 가격(KRW)

1 메탈 MTL 30,500,000,000 7,305

2 레이든네트워크토큰 RDN 22,900,000,000 2,398

3 코르텍스 CTXC 36,200,000,000 756

4 솔트 SALT 17,900,000,000 632

5 이오스트 IOST 196,900,000,000 34.60

6 아이앤에스 INS 13,200,000,000 1,102

7 버지 XVG 160,700,000,000 25.50

8 파퓰러스 PPT 109,000,000,000 5,160

9 룸네트워크 LOOM 71,700,000,000 230

10 에어론 ARN 11,100,000,000 1.509

2019.03.27 ~ 2019.04.03

2019.03.27 ~ 2019.04.03



NEWS CLIP

암호화폐와 실물경제의 연결, 암호화폐 지갑

암호화폐 시장이 확대되면서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인프라는 더욱 다양해

졌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부터 암호화폐 투

자 대행, 암호화폐 보관 등이 있다. 특히, 암호화폐가 하나의 자산으로 인

정받기 시작하면서 안전한 자산 보관 니즈는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를 만

족시키기 위해 블록체인 업체는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암

호화폐 시장 진출을 위해 삼성 갤럭시S10이 ‘암호화폐 지갑’을 먼저 탑재

했으며, 암호화폐 지갑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전통 법정화폐와는 다른 암호화폐의 특성 때문이었다. 암호화폐

는 발행된 메인넷 네트워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드포크, 스왑, 에어드랍 등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

만일, 동향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당 정보를 파악한다 해도

이를 적용하는 방법은 일반 유저에게는 생소했다. 따라서, 블록체인 회사들은 이를 대행해주는 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보안적인 측면까지 강화하여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시작했다.

암호화폐가 실물경제에서 적용되기 위해 지갑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은행 역할을 하고 있기 때

문이다. 암호화폐 지갑은 기존 금융권에서 은행이 제공하는 안전한 자산 보관, 송금, 해당 계좌를 통한 투자 등을 이

미 처리하고 있으며, 은행 계좌에서 결제로 이어지듯이 암호화폐 지갑이 결제로 이어지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각 암호화폐마다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와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법정화폐만 보관할 수 있는 전통 계

좌와는 다르게 다양한 노드를 지원하는 지갑 서비스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헥슬란트의 ‘토큰뱅크(Tokenbank)’가 SK플래닛의 ‘시럽(Syrup)‘과 연동하면서 접근성 및 노드 지원 수에

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루트원소프트의 ‘비트베리(Bitberry)’, 유니오의 ‘클렛(Clet)’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가 유저들에게 편리함과 안정성을 제공할수록 실물경제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더욱 빨리 다가올 것이다.

SBI저축은행, 

아이콘루프와 블록체인 기반 개인인증 서비스 출시

디센터 ㅣ 2019. 04. 01

· 금융위, 암호화폐 기반 핀테크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 시사 파이낸셜뉴스 ㅣ 2019. 04. 03

· 비탈릭 부테린 "확장성·개인정보 보호·보안성 문제 해결이 관건" 디센터 ㅣ 2019. 04. 03

· NH농협은행, P2P금융 증서 블록체인 서비스 출시 ZDNet ㅣ 2019. 04. 03

펀디엑스 암호화폐 지갑

'엑스월렛' 이용자 10만 돌파

뉴스1 ㅣ 2019. 04. 03

http://news1.kr/articles/?3587854
http://news1.kr/articles/?3587854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HP33ZUQA/GZ03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HP33ZUQA/GZ03
http://www.fnnews.com/news/201904031804067501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HQ1H8S7W/GZ02
http://www.zdnet.co.kr/view/?no=20190403111051
http://news1.kr/articles/?3587854
http://news1.kr/articles/?3587854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HP33ZUQA/GZ03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HP33ZUQA/GZ03


비트코인 선·현물 주간 시세

비트코인 선물 요약 (CME, CBOE)

종목 수치 의견

RSI(14) 56.721 매수

STOCH(9, 6) 40.094 매도

STOCHRSI(14) 100.000 과량매입

MACD(12, 26) -415.100 매도

ADX(14) 42.025 매수

Williams %R -15.660 과량매입

CCI(14) 329.3686 과량매입

ATR(14) 357.9143 변동성 낮음

Highs/Lows 1055.1786 매수

Ultim ate Oscilator 69.502 매수

ROC 35.091 매수

Bull/Bear Power(13) 1094.7540 매수

매수 : 6 매도 : 2 중립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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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07 중립

STOCH(9, 6) 40.552 매도

STOCHRSI(14) 100.000 과량매입

MACD(12, 26) -421.501 매도

ADX(14) 43.275 매수

Williams %R -14.242 과량매입

CCI(14) 317.3458 과량매입

ATR(14) 350.1429 변동성 낮음

Highs/Lows 1056.9286 매수

Ultim ate Oscilator 70.912 과량매입

ROC 29.406 매수

Bull/Bear Power(13) 979.6200 매수

매수 : 4 매도 : 2 중립 : 1 요약:적극 매수

단위 : USD

2019.03.27 ~ 2019.04.03

CME  4월물 만기일 : 4월 27일 AM 1시 (한국 기준)          * 매월 마지막 금요일 16시 (영국 기준)

CBOE  4월물 만기일 : 4월 18일 AM 6시 (한국 기준)               * 매월 셋째주 수요일 16시 (USA 시카고 기준)

만기일 안내

기술적 지표

CME CBOE

BTC

CME

CBOE



빗썸 소식

암호화폐 입출금 일시 중지 안내

- 입출금 중지 일시 : 3월 30일(토) 오전 9시 (KST) 

- 입출금 중지 대상 : 전체 암호화폐

* 거래 서비스 및 원화(KRW) 입출금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입출금 재개 일정은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4월 17일(수) 에이다(ADA) 컨퍼런스(Miami, USA)

25일(목) 월튼체인(WTC) 토큰 교환(Swap)

5월 25일(토) 버지(Verge) 밋업(Rotterdam, Netherlands)

코인 스케줄

고객 자산 실사를 위한 암호화폐 입금 중단 요청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가 지연되는 데 대해 회원님들께 깊이 사죄드리며, 

해당 사유에 대한 상황을 회원님들께 투명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자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 본보고서는정보제공을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투자권유의의도는일절없음을알립니다.

개인의의견이반영된내용으로서, 회사공식적인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이문서에대한배포/유포등의권한은㈜비티씨코리아닷컴에게있습니다. 무단유출시법적
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데이터제공 : 헥슬란트

고객 자산 실사를

위한 암호화폐

입금 중단 요청

암호화폐 입출금

일시 중지 안내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036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0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