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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 [글로벌마켓분석-일본] 중국 규제에도 ICO 열풍 지속...누계 2500억엔 돌파
[全球市场分析-日本] ICO的热风持续，不受中国管制影响…累计突破2500亿日元
[Global Market Analysis - Japan] ICO continues to regulate Chinese market ... Total exceeded
250 billion yen
ICO 열풍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014년부터 지난 16일까지 조달 총액이 23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은 중국이 ICO 전면금지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명령하며 가상화폐시장에 동요가 일었지만 ICO의 기세를 꺾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에 준거한 ICO도 나오기 시
작했다.
ICO的热风未见消退的趋势。据调查从2014年开始，至本月16日为止总筹集资金已达到23亿美金。28
日，据日本经济新闻报道，虽然中国下令全面禁止ICO并喝令关闭虚拟货币交易所，致使市场出现动
荡，但是这并未阻挡ICO的势头。此外依据美国证券交易委员会（SEC）出台的ICO规制也开始实行。
The "ICO (Initial Coin Offering)" does not show any signs of stopping, with the total amount of
procurement reaching $ 2.3 billion by 2014 The Nihon Keizai Shimbun reported on the 28th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as ordered to shut down the ICO and shut down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market, ICO in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have also started to emerge.
(출처)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BI281217223557481065a1d6_16&md=201709281
40939_B#06ne

[뉴스 2] "한국도 ICO 전면 금지”…암호화폐 싹 자를라
“韩国也全面禁止ICO”…加密货币肃清
Korea is also banned from ICO ...

Eliminate the encrypted currencies

정부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김용범 금
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그는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 위험 증가, 투기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 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
는 상황”이라며 “기술ㆍ용어 등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韩国政府与29日设立了‘虚拟货币相关机构联合特别小组（TF）’并制定了相关方针。金融委员会副会
长金龙范（音译）主持的会议中称 ‘ICO所带来的类似诱导投资等行为家具了诈骗风险，及投机增大
等不利因素，令人堪忧’，因此制定了‘技术和用语等无关的禁止所有形态ICO的方针’。
The government decided on this policy by opening a joint task force for virtual currency related
organizations (TF) on the 29th. At the meeting held yesterday, Kim Yong-bum, vice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aid, "We are worried about side effects such as increased risk
of fraud, and to prohibit all forms of ICO regardless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198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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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3] 비트코인 없어도 블록체인 기술 많은 영역에서 활용 가능
虚拟货币交易所关停倒计时众生相:没有比特币照样玩
Virtual currency exchange shut down countdown beings: no bit currency still play
블록체인 기술은 다방면으로 응용이 가능하고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관리감독 정
책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동일하게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앞으로의 블
록체인 기술은 다 방면으로 응용 될 것이다.
“没有比特币，区块链照样玩得转。区块链可以做的应用非常多，市场前景很好。不能把比特币等虚
拟货币等同于区块链技术，比特币的技术是不能直接应用于企业的，必须经过改造，区块链技术落地
到企业应用还有很多其他工作要做。
Block chain can do a lot of applications, the market prospects are good, nor by the impact of
this round of regulatory policy. Bitcoin technology can not be directly applied to the enterprise,
must be modified, There are still a lot of other work to do with the landing technology.
(출처) http://finance.qq.com/a/20170929/005934.htm

[뉴스 4] 마카오 금융관리국 : ICO관련 서비스 일체 금지
澳门金融管理局：明确禁止银行和金融机构为ICO或加密货币提供服务
Macao Monetary Authority: expressly prohibits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from pr
oviding services for ICOs or encrypted currencies
마카오 금융관리국(Monetary Authority of Macao)은 마카오의 중심은행이다. 마카오 금융관리국
은 모든 마카오 은행과 금융기구에게 ICO와 비트코인이 관련된 가상화폐 서비스를 일체 금지
하라 밝혀 화제가 되었다.

澳门金融管理局表示，“金融机构和非银行支付机构明确禁止为这些ICO代币和虚拟货币提供服务，澳
门当局转而提醒澳门所有银行和付款机构不参与或提供直接或间接为相关活动提供任何金融服务。”
"The financial institutions and nonbank payment agencies expressly prohibit the provision of
services for these ICO tokens and virtual currencies, and the Macau authorities have repeatedly
reminded all banks and payment agencies in Macau not to participate or provide any direct or
indirect provision for any related activities," the Macau Monetary Authority said. Financial
Services."
(출처) http://www.jinse.com/news/bitcoin/7408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