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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텀 (BTM) 이란?
바이텀(Bytom)은 각기 다른 자산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프로토콜이자 플랫폼입니다. 바이텀
네트워크는 블록체인을 기반하여 자산관리에 특화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디지털 자산과 물리
적 자산의 상호작용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문제들을 해결하여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등록하고 교환할 수 있는 분산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BTM코인은 바이텀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네이티브 자산입니다. BTM의 가치는 바이텀 블
록체인의 디지털 경제 활용 능력을 나타내며, BTM코인 보유자들은 바이텀 블록체인의 운영
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징
• UTXO 모델 호환성: 바이텀 블록체인은 총 세 가지: 1) 데이터 트랜잭션과 전송 계층, 2) 계
약 계층, 그리고 3) 자산 상호 작용 계층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자산 상호 작용 계층은 계
약서를 호출하는 형태로 작동하며, 데이터 트랜잭션과 전송 계층은 비트코인의 데이터 구
조와 UTXO모델과 호환되어 제어 가능한 익명성 기능들과 빠른 동시성을 제공합니다.
• 인공지능(AI) ASIC 친화적 작업증명(PoW) 알고리즘: 바이텀(Bytom)은 기본의 작업 증명
(POW) 방식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과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ASIC CPU에
독자적인 작업 증명(POW)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불어 해
시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매트릭스 및 콘볼루션 계산이 적용되며 채굴자들은 인
공지능 가속화 서비스를 이용해 채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오딘(Open Data Index Name, ODIN) 자산 네이밍 방식: 바이텀 내에서 디지털화되는 자
산의 이름은 ODIN 표준을 준수하여 전체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에서의 고유성이 보장됩니
다. 여느 블록체인 기반 식별 솔루션과 달리, ODIN은 비트코인 블록 높이(Block Height)의
인덱스를 기준으로 지정되며 이에 따라 퍼블릭, 프라이빗, 그리고 컨소시엄 블록체인과의
호환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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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펙
1) 기본정보

2) 시장정보

암호화폐명

Bytom
(바이텀, BTM)

최초발행일

2017-06-20

소재지

중국 항저우

합의알고리즘

작업증명(POW)

분류
홈페이지

총발행량

1,407,000,000 BTM

시장유통량

1,002,499,275 BTM

시가총액
거래량(24h)

$101,478,858 ≈ 1,153억원
$6,238,654 ≈ 70억원

퍼블릭 체인 및 프로토콜

거래가격(USD)

$0.101226

https://bytom.io

거래가격(BTC)

0.00002581 BTC
▷ 2019-03-15 Coinmarketcap 기준

개발 활동
1) 프로젝트 기본정보 (Github)

watch
132

star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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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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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1) 퍼포먼스 데이터
암호화폐 연혁

19개월

지난 30일 변동성

23.20%

지난 7일 변동성

11.21%

역대 최고가 (USD)
USD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역대 최고가 (BTC)

$1.13
-91.08%
0.00012853 satoshi

BTC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79.99%

누적 수익률

-11.30%

상승 월 비중

25.00%

일 최대 하락률

-23.44%

일 최대 성장률

+33.15%

월 최대 성장률

+149.48%
▷2019-03-15 CoinCheckup 기준

2) 가격 변동 추이

▷2019-03-15 Coinmarketcap 기준

3) 평가 점수 (FCAS)

▷ 2019-06-03 Coinmarketca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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