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더리움 ‘유동성 스테이킹’ 현환에 대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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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이더리움(ETH)는 네트워크 합의 알고리즘을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업그레이드 ‘머지(Merge, 병합)를 실시했습니다.이에 지분증명 이더리움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 스테이킹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검증자의 소프트웨어를 활
성화하기 위해 32ETH를 예치하는 작업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더리움을 보상받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킹을 하면 일정 기간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을 출시했으
며 이는 여러 프로토콜에서 자산을 묶지 않고도 스테이킹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동
성 스테이킹 프로토콜 리도는 유동성 스테이킹 시장의 선두 주자로서 stETH(리도 스테이크드 이더리움)라
는 자체 토큰을 만들었습니다.

난센 보고서는 현재 이더리움 유동성 스테이킹의 현황에 대한 살펴봤습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

이더리움은 지분증명(PoS)으로  전환한 후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는 이 전환으로 큰 영향을 받은 곳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디파이의 핵심 중 하나가 스테이킹이기 때문이다. 암호화폐에서 이더리움의 비중을
생각한다면 이는 디파이 시장의 큰 호재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개수는 약 1450만 개입니다. 이 중에서 약 570만 개가 유동성 스테이킹으로 구성돼있습
니다. 약 40.5%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대다수의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들이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활용되
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사용자들에게 점점 인기를 얻어가는 유동성 스테이킹 현황에 관하여 알아보겠다.

�
-일반적으로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에 사용한 자산을 블록체인상에 묶어두어야 하지만, 유동성 스
테이킹에 스테이킹하게 되면 언제든지 스테이킹된 자산을 유동화, 즉 누군가에게 전송하거나 다른 목적으
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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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스테이킹 비율, 파란색: 탈중앙화 거래소, 보라색: 대출 플랫폼, 노란색: 중앙화 거래소. 출처 = 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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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다양한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은 매우 다양합니다. 디파이 플랫폼 리도가 만든 stETH,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가 만든 cbETH(코인베이스 랩드 스테이크드 이더) 등이 있습니다.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큰은 리도가 만든 stETH입니다. 전체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의 표
를 보면 stETH는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평균 거래량이 127%까지 상승했습니다.

2022년 8월 말에 만들어진 cbETH는 꽤 의미 있는 거래량을 만들어내면서 stETH의 경쟁자로 떠올랐습니
다. cbETH는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이더리움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으로 플랫폼 밖에서 판매하거나 보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cbETH를 이더리움에 스테이킹할 이더(ETH)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bETH
는 중앙화 문제가 존재합니다. 토큰의 공급 대비 토큰 보유자의 비율이 stETH의 3.78배에 달할 정도로 1명
당 토큰 보유자가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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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 현황. 출처 = 난센

현재 stETH의 비중이 가장 많은 곳은 디파이 대출 플랫폼 아베와 탈중앙화 거래소 커브 파이낸스입니다.총
450만 개의 stETH 중 약 95만 개가 대출(Lending Pool)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stETH가 많이 사용되는 곳은 탈중앙화 거래소다. 전체 450만 개 중 약 54만 개가 자동화 시장
메이커(AMM)에 존재한다. 이 중 커브 파이낸스에 가장 많은 stETH 토큰이 예치돼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이더리움 투자–BTCC 거래소

BTCC 거래소는 2011년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설립 후 단 한차
례도 해킹 피해 사례가 없는 강력한 보안을 자랑해 투자자가 보다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감독국(MSB), 캐나다 금용감독국(MSB),  이에 더해 리투아니아의 암호화페 라이센스까지를
확득했습니다. 고객 자산관리에 측면은 BTCC는 다중 서명 콜드 월렛을 사용합니다. 모든 사용자의 자산은
다중 서명 콜드 월렛에 저장되어 제3자, 사이버 해커 또는 도둑의 무단 접근을 방지합니다.업계 최고의 자산
관리로 믿음직한 거래소입니다.

BTCC는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최대 3,500USDT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지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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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30일 이내에 입금액 대비 보너스도 받을 수 있다. 또한 200USDT 를 입금하시면 바로 VIP 1로 될 수
있습니다. VIP가 되면 거래 수수료 할인 또 다른 헤택을 누릴 수 있다.

BTCC에 대하여

세계 최저 수수료 (0.03%)
최대 150배 레버리지 제공
선물 거래량 기준 세계 5위
무료 모의 거래 가능
원화입금 지원
24×7 시간 한국어 고객서비스 제공
최신 시장 동향 및 투자 교육 제공
PC/모바일 거래 가능
다양한 이벤트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관련페이지: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어떻게 BTCC에서 이더리움 (ETH) 선물 거래를 합니까? – BTCC

이더리움 약세장 랠리 4.5% 상승, 연말 ETH 가겨 전망은? – BTCC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서 빌더 수수료 감소…FTX 유동성 위기에 급락 (btcc.com)

이더 리움 VS 이더리움 클래식 트렌드…머지 후 간만에 급등 – BTCC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테스트넷 ‘산둥’ 출시..머지 후 첫 업그레이드 – BTCC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 증가하며 수익률 감소 추세 – BTCC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 연이율 급증…네트워크 활동 증가 영향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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