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르다노, 바실 하드포크 준비 완료…ADA 1달러에
도달 가능해?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cardano-ready-for-basil-hard-fork-can-you-re
ach-1-ada

카르다노의 (ADA) 바실 하드포크는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더리움 머지(Merge) 이어 가장 기대되며 주
목받고 있는 업그레이드 중 하나입니다. 이번 하드포크는 네트워크에서 개발 경험을 개선 뿐만 아니라 블록
체인의 보안도 향상시키기 때문에 카르다노 네트워크에 매우 중요합니다. 카르다노(ADA) 개발사 IOG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메인넷 바실(Vasil) 업그레이드가 오는 22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실 하드포크가 준비되면서 카르다노의 시가총액은 170억 달러로 치솟았고 ADA 가격은 약 0.50달러로
치솟았습니다.

그렇다면 코인의 가격은 1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바실 하드포크가 준비 완료

앞서 카르다노 개발사 IOHK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1.35.3 버전 노드 업그레이드(바실 하드포크 지원 최종
버전)를 마친 스테이크 풀 운영자(SPO)가 블록의 42%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OHK는 바실 하드포크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서는 3가지 주요 지표가 필요한 데 이는 각각 ▲1.35.3 버전 노
드에서 생산하는 메인넷 블록 중 75% 점유 ▲25개 거래소의 업그레이드 지원 ▲상위 10개 메인넷 디앱의 업
그레이드 지원 등입니다.

첫번째 지표 및 마지막 지표는 이미 카르다노 사용자였던 SPO와 DApp이 두 요구 사항을 모두 수행해야 했
기 때문에 빠르게 완료되었지만 두 번째 지표는 가장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미 많은 상위 거래소들이 하드포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현지시간)  IOHK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및 프로젝트 등 5곳이 바실 하드포크 지
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 48시간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아이오(Gate.io) ▲화이트비
트(WhiteBit) ▲BtcTurk ▲okx를 비롯해 카르다노 기반 올인원 결제 프로토콜 리부토(Revuto)가 바실 지원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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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 가격이 1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까?

ADA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3.10달러를 기록한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드포크로 인한 능력 업그레이드가 항상 코인 상승의 원동력이었던 것처럼 바실(Vasil) 하드 포크
도 비슷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것은 7월 바실 하드포크 지연 소식이 나오기 전에 이미 ADA 가격
이 0.5 이상으로 상승한 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드포크 날짜가 확정되어 ADA 가격이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DA가 1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합니다. 이 가격대에 도달하려면 여기에서 100% 성장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 동향을 고려할 때 이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충분한 추진력이 없습니다.

도달하기 쉬운 가격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의 심리에 따라 0.6달러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2주 안에
ADA를 이 가격대로 끌어올리려면 상당한 구매 압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9일(현지시간)오후 18시 14분 코인마켓캡 기준 ADA 시세는

0.493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4.72% 상승한 수치다. ADA는 지난 7일간 7.85% 올랐다.
현재 ADA의 시가총액은 약 168억 달러로, 경쟁 코인인 리플(XRP, 시총 약 164억 달러)에 뒤쳐져 있다. ADA
의 사상최고가는 3.09달러(ATH코인인덱스 기준)입니다.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ripple-xrp-price-prospect-prediction-2022


ADA 가격 차트

 

관련페이지:

카르다노(ADA), 바실 업그레이드에 힘입어…시가총액 7위로 급등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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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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