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르다노(ADA), 바실 업그레이드에 힘입어…시가총
액 7위로 급등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cardano-ada-surges-to-7th-place-by-market-
cap-thanks-to-basil-upgrade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강력한 인플레이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카르다노 에이다가
랠리하고 있습니다. 메인넷 바실(Vasil) 업그레이드가 9월 22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에 리
플(XRP)을 제치고 시가총액 7위로 올라섰습니다.

 

카르다노 시가총액 7위로 올라섰다

카르다노(ADA) 개발사 IOG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메인넷 바실(Vasil) 업그레이드가 오는 22일 진행될 것
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카르다노는 한국시간 5시10분 코안마켓켑 기준으로 일주일 전보다 12.73% 상승한
0.500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상위 10위 코인중 유일하게 두자리수 상승을 기록중이다. 카르다노는 가격상승에 힘입어 리플(XRP)을 제
치고 시가총액 7위로 올라섰다. 리플은 한주간 1.39%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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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인마켓켑 10위 코인

카르다노 관계자는 8월 26일 라이브 스트림에서 정확한 출시 날짜는 거래소의 준비 상태에 달려 있다고 말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대부분의 거래소가 하드포크 발표 이후 빠르게 뒤따랐고, ADA 유동성을 보유한 거래소의
약 80%가 업그레이드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총 잠금 값 기준 상위 10개의 DApp이 최신 카르다노 코드 버
전 1.35.3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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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 0.5달러 돌파

에이다(ADA)는 한국시간 8월 26일 0.4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3일 오전 9시 1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4552달러에 거래했습니다. 4일 0.5달러선을 돌파했습니다.

5일(현지시간) 오전 11시 3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49137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49% 상승한 수치다. 는 지난 7일간 14.67% 올랐다.

ADA는 지난 7일간 가격차트/출저:코인마켓캡

카르다노는 ADA(에이다)로 불리며 하스켈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축된 3세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1세대 비트코인이 화폐 기능에 충실하고 2세대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무장했다면 3세대 카르다노
는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 하드포크가 아닌 소프트포크를 지향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우로보로스 지분증명 알고리즘을 활용하며 모바일 채굴에도 최적화되어 있다는 평가입니다.

바실(Vasil)의 업그레이드는 찰스 호스킨슨이 처음 설명한 카르다노 2022 로드맵의 하드포크의 일부로, 카
르다노 블록체인과 다른 체인의 확장성 및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Basho” 단계의 일부
입니다. 네트워크 용량은 늘리고 거래 비용은 낮출 것입니다.

 

카르다노 가격 전망

바실 업그레이드 앞두고 카르다노의 가격 추세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ADA의 역사적 가격을 보면 올해 2
월 1일 0.356달러에서 3월 1일(Shelley쉘리 하드포크의 날) 약 1.3달러로 급등했습니다. 9월 12일 알론조(
Alonzo) 하드포크를 앞두고도 7월 21일 기록한 1.06달러에서 0.5052달러로 올랐습니다.

카르다노가 최근 몇 가지 주요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대 강도 지수에서 과매수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시장 상황이 카르다노 가격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암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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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페이지:

카르다노,바실 업그레이드 9월 중순 진행예상…ADA 14% 이상 급등 – BTCC

카르다노(ADA),바실 하드포크 순항 중…SPO 블록 점유율 42%” – BTCC

카르다노 바실 하드포크 9월 진행 전망… ADA 반등 – BTCC

카르다노(ADA)란 무엇입니까? 초보자위한 가이드 – BTCC

어떻게 BTCC에서 카르다노 (ADA) 선물 거래를 합니까?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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