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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코인(BNB)의 가격이 최근 9월 저점 아래로 떨어져 월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BNB의 가격 행동을 제한하는 약세 요인이 너무 많고 경제 환경이 계속 긴축됨에 따라 2022년에 BNB 코인
에 대한 강세 돌파 가능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 경제 환경 긴축 우려에 하락

바이낸스 코인(BNB)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초기 코인 공급(ICO)을 통해 발행한 암호화폐입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처음에 ERC-20 표준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실행되었지만 이후 바이낸스 체인의 기본 코인이
되었습니다.이는 바이낸스 생태계의 발전을 빠르게 추진했습니다. ICO 이후 BNB의 가치는 거래소의 성장
과 함께 상승했으며 현재 바이낸스 코인은 시가 총액 기준으로 5번째로 큰 암호화폐입니다.

현재 바이낸스 코인의 가격은 여러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여 암호화폐를 더욱 압박하기 때문에 다
사다난한 한 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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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은 강한 태풍으로,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을 위해 휴장하는 등 아시아 PAC 및 유럽 회
의가 느리고 약한 볼륨을 동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아시아 PAC 및 유럽 세션은 느리고 슬림한 볼륨으로 시작과 함께 태풍으로 일본은 강한 태풍으로 휴
장했고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로 휴장했습니다.이는 거래자들에게 최소 5개의 주요 중앙 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상하고 향후 몇 달 동안 금리 정책 개발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므
로 거래 주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더 매파적인 기조와 금리 인상을 보고 암호화폐 유동성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며
BNB 가격은 부산물로 다시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바이낸스 코인(BNB) 가격 및 기술 분석

현재 BNB 가격을 하락하고 있습니다. 19일(현지시간) 오후 4시 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BNB 시세는
265.8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14% 내린 가격이다. BNB는 지난 7일간 4.33% 하락했
습니다.

BNB 가격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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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B는 현재 이달의 저점인 259 달러아래로 떨어진 후 월간 S1 지원 피벗인 255.60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있
습니다. 현재 리스크는 상대강도지수(RSI)가 과매도 관문에 근접하기 전에 아직 여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번 주에 더 많은 하락을 시사합니다. 바이낸스 코인 가격은 매수세가 유입될 때까지 매달 S2에서
11% 하락해 23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S1 지지대의 간단한 반등은 가격 흐름을 상향시키기에 충분할 수 있다.상향 공간을 제한됨에도 불구
하고 BNB 가격이 290달러로 다시 상승하면 약간의 이익이 있습니다.여기서는 적색 하락 추세선과 55일 단
순 이동 평균선을 이중 상한선으로 하여 가격 추세가 더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것입니다.

 

BTCC 거래소에 대하여

BTCC 거래소는 2011년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영국, 홍콩 등에
본부를 두어 설립 후 단 한차례도 해킹 피해 사례가 없는 강력한 보안을 자랑해 투자자가 보다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감독국(MSB), 캐나다 금용감독국(MSB), 새롭게 리투아니아의 암호화페 라이센스를 확득했습
니다.라이센스를 취득할 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입니다.

현재 코인게코의 선물 거래소 순위 5위이며, 전 세께 130개국, 수백만 가입자들에게 29개 페어의 암호화폐
선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블록체인 자산 거래 및 투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TCC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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