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밈 코인]도지코인과 시바이누의 차이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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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DOGE)과 시바이누(SHIB)는 시가총액 상위 15개 암호화폐에 속하는 두 개의 암호화폐 테마 개 밈
코인입니다. 두 코인 모두 밈 코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 농담 또는 “밈”에서 영감을 얻
었으며 일반적으로 유용한 프로젝트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밈 코인에 대한 투자 테마가
변경되었고 SHIB 및 DOGE는 포트폴리오에서 실행 가능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도지코인(DOGE)

도지코인(DOGE)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Billy Markus와 Jackson Palmer에 의해 2013년에 만들어졌다.
시바이누는 개의 밈에서 영감을 받아 장난스러운 암호화폐가 되어 주류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였다.
LTC(Lite Coin)의 포크로서, DOGE는 동일한 POW(Proof of Work)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있고 최대 공급량
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한편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온라인에서 빠른 송금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바이누(SHIB)

시바 이누(SHIB)는 DOGE의 라이벌이며 종종 “도지코인 킬러”라고 불린다. SHIB는 일본의 개 품종의 이름
을 따서 지어졌다. 2020년 8월에 료시라는 익명의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DOGE와 SHIB의 주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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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후자는 1000조 개의 토큰을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그 중 50%는 소각되어 자선단체에 기부됐다.
SHIB의 생태계는 탈중앙화 거래소, NFT 아트 인큐베이터, NFT 게임을 포함한다.

 

도지코인(DOGE) VS 시바이누(SHIB)
암호 화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시바 이누와 도지코인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둘 다 밈 코인이고, 둘 다 개
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둘 다 속성 면에서 강력한 커뮤니티 속성이지만 실제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급량

토큰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SHIB는 발행과 폐기 메커니즘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현재 40% 이상의 코인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지코인은 그렇지 않으며 도지코인 자산의 위험에 대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DOGE에는 공급량 제한이 없으며 무한정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도지코인에는 인플레이션 공급이 있고
새로운 코인이 계속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도지코인 가격 수준을 유지하려면 구매자는 생성되는 모든 코
인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도지코인 가격을 뒷받침할 희소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 토큰 유형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는 동일한 PoW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토큰입니다. 도지코인
은 ERC-20 토큰이 아니며 ERC-20 기반 기능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조적으로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블
록체인의 ERC-20 토큰입니다. 다른 ERC-20 토큰과 상호 운용 가능하며 모든 ERC-20 기반 스마트 계약, 탈
중앙화 거래소(DEX), 시장 및 기타 소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틸리티

도지코인은 P2P 결제 시스템을 위한 교환 매체로 간주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인플레이션 토큰 모델은 그것
을 사용 가능한 화폐로 만듭니다. 주요 아이디어는 인플레이션이 DOGE 투자자들이 토큰을 포트폴리오에
축적하고 순환에서 빼는 대신 토큰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회원들이 토
큰을 유지하도록 권장하는 커뮤니티의 비전과 모순됩니다. 도지코인은 교환의 매개체 외에는 다른 효용이
없습니다.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이나 스마트 계약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시바이누는 이더리움에서 개발한 ERC-20 토큰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 탈중앙화 금융상품
(DeFi)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시바이누는 “시바스왑”이라는 자신의 DEX를 출시했으며
플랫폼에서 사용할 도지킬러(LEASH) 및 본(BONE)이라는 두 개의 다른 토큰을 출시했습니다. 

◆ 출시시간

사바이누는 2020년 8월에 생성되었고 도지코인은 2013년에 생성되었으며 약 7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SHIB는 현재 출시시간이 짧기 때문에 DOGE 만큼 합의가 강하지 않고 순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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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 VS 시바이누의  우세

◆도지코인(DOGE)

1) 최초의 밈 코인이 존재하여 문화적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2) 높은 토큰 공급으로 새로운 암호화 참가자는 현재 가격에서 “싸다”고 생각합니다.

3) 유명한 기업이나 부호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바이누(SHIB)

1)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밈 코인 중 하나입니다.

2) 이해하기 쉬운 개념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3) 높은 총 공급으로 인한 단위 편향은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전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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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Dogecoin)란 무엇인지? 초보자위한 설명 – BTCC

시바 이누(SHIB)는 무엇인가요? – BTCC

도지코인에 대하여

밈 암호화폐 시바이누·도지코인, 간만에 폭등 랠리 – BTCC

도지코인, ‘도지체인’ 덕에 랠리…시바이누 등 밈코인 상승세 – BTCC

시바이누, 도지코인과의 경쟁… 어느 코인 최선일까요?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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