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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SV (BSV) 란?
비트코인SV(BSV, Bitcoin Satoshi Vision)은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입니다. 비트코인SV는
비트코인의 근본적 철학을 지지하는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의 엔체인(nChain)과 켈빈
아이어(Calvin Ayre)의 코인긱(CoinGe다)과 같은 비트코인SV 채굴 진영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복원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높은 확장성을 가진 화폐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비트코인SV는 비트코인 캐시에 비해 블록 크기를 키워 트랜잭션 효
율을 개선하고 수수료를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특징
• 비트코인SV는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로서, 비트코인 또는 비트코인 캐시보다 거래 효
율성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블록 크기는 각 1MB와
32MB로 트랜잭션 속도는 각 7 TPS와 120 TPS정도인데, 비트코인SV는 여기에서 블록 크
기를 128MB로 올려 TPS를 추가적으로 높이고 수수료를 낮춰 거래의 효율성을 개선하였
습니다.
• 비트코인SV는 안정적인 프로토콜과 대규모 온체인 확장성(Scaling)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들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서 더 쉽게 사용되고 구축될 수 있도록 돕
고, 또한 사토시 나카모토 백서의 비전인 글로벌 P2P(Peer-to-Peer) 디지털 캐시 시스템
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SV는 중개자가 필요 없는 분산형 암호
화폐로, 개인에게 재정적 주권을 부여하고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자 합니다.
• 비트코인SV는 최초의 비트코인에서 비활성화 되었던 4개의 Op-code를 활성화함으로써
비트코인 본연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비
즈니스 및 개발팀이 블록체인 위에 스마트 계약, 아토믹 스왑 등, 다양한 솔루션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트코인SV 프로젝트는 채굴자에게 명확한 비트코인캐
시 구현 선택권을 제공하고, 기업이 블록체인 위에 응용 프로그램과 웹사이트를 안정적으
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크레이그 라이트의 엔체인 진영은 비트코인SV 프로
젝트를 이끌어감과 동시에 장기 노드 구축을 위한 테라노드(Teranode) 프로젝트를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테라노드 프로젝트는 테라바이트 이상의 블록 사이즈를 목표로, 마이
크로 서비스 구조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기업들의 노드 구현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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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펙
1) 기본정보

2) 시장정보

암호화폐명

BitcoinSV
(비트코인SV, BSV)

최초발행일

2018-11-15

소재지

영국

합의알고리즘

작업증명방식(PoW)

분류

총발행량

21,000,000 BSV

시장유통량

17,807,586 BSV

시가총액

$3,946,797,376 ≈ 4조 7천억원

거래량(24h)

$1,807,222,498 ≈ 2조 2천억원

통화 및 페이먼트

거래가격(USD)

$221.64

https://bitcoinsv.io

거래가격(BTC)

0.0257484 BTC

홈페이지

▷ 2019-05-30 Coinmarketcap 기준

개발 활동
1) 프로젝트 기본정보 (Github)

watch
81

star
272

워치(watch) 란? 프로젝트의 업데이트를 체크하고 있는 개발자 수.
스타(star) 란? 프로젝트를 즐겨찾기한 개발자 수.
포크(fork) 란? 해당 프로젝트 소스코드를 자신의 저장소에 저장한 개발자 수.

커밋(Commit) 이란? 프로젝트의 내용을 수정(업데이트)한 기록.
컨트리뷰터(Contributors) 란?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수.

2) 기간별 컨트리뷰터 커밋 수 (Github)

※ 프로젝트의 목적 및 산업에 따라 Github 기준 개발 활동량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fork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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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1) 퍼포먼스 데이터
암호화폐 연혁

7개월

지난 30일 변동성

68.98%

지난 7 일 변동성

33.32%

역대 최고가 (USD)
USD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역대 최고가 (BTC)
BTC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누적 수익률
상승 월 비중

$226.68
0%
0.03322635 satoshi
-20.65%
+102.69%
25%

일 최대 하락률

-44.78%

일 최대 성장률

+62.81%

월 최대 성장률

+19.39%
▷ 2019-05-28 CoinCheckup 기준

2) 가격 변동 추이

▷ 2019-05-30 Coinmarketca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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