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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계 양대 산맥인 바이낸스와 FTX 거래소의 3 일간의  전쟁 끝이는 바이낸스가
유동성 문제 위기를 맞은 경쟁업체 FTX를 인수 치진하기로 했다. 두 거래소가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LOI)
에 서명했지만 자세한 재무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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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내스 , FTX 거래소 인수 착수

8일(현지시간)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FTX는 심각한 유동성 부족
사태에 직면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며 “이용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두 거래소가 구속력이 없는 의
향서(LOI)에 서명했다”고 발혔다. 이어 “며칠 동안 인수를 위한 실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
수에 대한 자세한 재무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초 FTX의 가치는 320억달러(약 44조640억원)였다.

자오창펑은 바이낸스가 앞으로 몇 일 동안 인수를 위한 철저한 실사를 할 것이며, 회사는 언제든지 이번 거
래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FTX 거래소 샘 뱅크먼 프리드 CEO도 같은 시간 트위터를 통해 “CZ(창펑 자오), 바이낸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지자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팀은 현재 정리작업을 하고 있고, 이는 유동성 경색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자산은 1대1로 커버될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바이낸스에게 들어오라고
요청한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투자자에게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것”이라고 서한을 보냈다.



자오창펑은 이번 인수 추진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또한 바이낸스가 FTX의 미국 법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인수하니까 인수가 완료된 후에도 FTX US 사업은 바이낸스와 독립적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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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전체 암호화폐 인출 중단

FTX가 고객들의 인출 신청 처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더스캔 자료에 따르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한 FTX의 마지막 인출 거래는 뉴욕시간 오전 6시37분에
이루어졌으며, 트론과 솔라나 블록체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더블록의 스티븐 정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FTX가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블록체인의 지갑들에 대한 온체
인 출금 처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전히 출금을 원하는 사람들이 줄서 있다는 점에서 이는 이상
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출 기록에 따르면 사용자는 디파이(Defi) 대출 프로토콜인 Compound에서 963개의 COMP(약
45,000달러) 토큰을 인출했다. 게다가 현재 FTX 온체인 지갑 ETH 잔고는 9296개(13,503,365달러)이며, 안
정적인 통화인 USDT는 4천만 달러에 불과한다.

FTX 고객들은 FTX 공식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출금을 위해 수 시간째 기다리고 있다고 항의 중이다. 한 텔
레그램 이용자는 채팅방에 “인출을 요청한 지 11시간이 지났다”고 적었다.

현재 FTX 고객은 여전히 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출할 수 있지만, 법정화폐 옵션을 선택하면 자금이 결제되는
데 최대 5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다.

관련페이지:

FTX, 모든 암호화폐 출금 중단…FTT도 암호화폐 시장도 전체 폭락 – BTCC

 

바이낸스, 암호화폐 시장의 지배력 강화 계획

바이낸스와 FTX의 전투는 매우 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자오창펑 CEO 와 샘 뱅크먼 프리드 CEO 사이
의 수개월간의 치열한 다툼이 노골화된 데 이어 코인데스크US가 FTX의 유동성 문제를 지적한 보도가 나온
뒤 자오는 “FTX가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며칠 동안 매우 변동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글을 올렸고, 지
난 주말에는 보유 중인 FTT를 전량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산 발언은 FTX의 재무 상황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흔들었고 사용자는 3년 된 FTX 거래 플랫폼을 떠
나게 되었다. 투자자들이 FTX에 있는 자산 인출을 시도하면서 ‘뱅크런’이 발생했다. 인수 합의가 이루어지
기 전날 샘 뱅크먼 프리드 CEO는 FTX의 자산이 “자산은 문제 없다”고 트윗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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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뱅그런 우려에 FTX 창업자”자산은 문제없다.바이낸스와 협업 원해 ” (btcc.com)

바이낸스는 이처럼 먼저 경쟁사의 자산을 매각해 상대방을 신뢰위기와 뱅크런 위기,또는 유동성 위기에 놓
이게 한 뒤 인수를 진행하는 것은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냈다.

FTX는 올해 초 320억 달러로 평가받았고, 자오창펑도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이다.  유니콘이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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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던 유망주 FTX가 순식간에 재앙적인 붕괴에 직면했다.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두 거래 플랫폼의 가장 큰 차
이인 규제 정책 때문이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최근 암호화폐 업계의 대중적 기대와 달리 분산 금융 분야에서 더 엄격한 규제 정책을
채택하도록 미국 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다.

바이낸스가 인수하려는 큰 움직임은 그 자체로 규제의 큰 아이러니이다. 인수는 독점 금지 조사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FTX의 인수로 바이낸스 설립자이자 CEO인 자오창펑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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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락

바이낸스가 이번 인수 계획을 발표한 후 FTT 토큰은 한때가 21달러까지 반등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우려했던 FTX의 유동성 부족사태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은 동요하고 있다.

인수 소식이 전해진 뒤 비트코인은 장중 10% 넘게 빠지며 1만8천 달러 대로 미끄러졌고, 이더리움도 15% 가
까이 폭락하는 등 극도로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지갑에 비트코인 잔액이 고갈되며 뱅크
런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해 최근 2주 최저가를 경신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은 FTX의 파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시장 내 충격은 지속되고 있다”며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7일 하루 동안 FTX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만9956비트코인 순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잔액 고갈이 FTX의 내부 지갑 간 자산 이체 때문일 수는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
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9일 오전 9시 58분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FTT 가격은 5.5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24시간 전보다
약 75% 폭락한 수치다. FTT 은 지난 24 시간 동안 최저가는 3.15달러이며 최고가는 22.08달러 사이에 거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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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VS FTX , 인수의 시작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 BTCC

FTX, 모든 암호화폐 출금 중단…FTT도 암호화폐 시장도 전체 폭락 – BTCC

FTX 뱅그런 우려에 FTX 창업자”자산은 문제없다.바이낸스와 협업 원해 ” (btcc.com)

바이낸스코인(BNB) VS FTT 토큰 트렌드, FTT 20% 넘게 폭락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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