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지코인 VS 시바이누 트렌드,머스크 트위터 인수에
DOGE 20% 급등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dogecoin-vs-shib-trend-doge-soars-by-20-aft
er-musk-twitter-acquisition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 및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밈(Meme) 코인인 도
지코인(DOGE)은 20%가량 급등하고 있다.‘도지 킬러’라는 수식어로 유명한 또 다른 밈 토큰 시바이
누(SHIB)도 간밤 6.47% 랠리를 기록했다.

DOGE VS SHIB 가격동향

27일(현지시간) 오후 17시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도지코인은 0.0782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8.18% 급등한 수치다. DOGE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06557달러에서 최도 0.080228달러까지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futures-contracts-on-btcc?utm_source=GW_SEO&utm_medium=apdf&utm_campaign=apdf_banner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dogecoin-vs-shib-trend-doge-soars-by-20-after-musk-twitter-acquisition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dogecoin-vs-shib-trend-doge-soars-by-20-after-musk-twitter-acquisition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twitter-acquisition-musk-visits-twitter-headquarters-with-washbasin-dogecoin-soar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meme-coin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meme-coin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meme-coin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dogecoin-explanation-for-beginner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dogecoin-explanation-for-beginner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dogecoin-explanation-for-beginner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hiba-inu-shib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hiba-inu-shib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hiba-inu-shib


치솟았다.

DOGE 가격 차트

같은 시간 SHIB 가격은 0.0000111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6.02% 급등한 수치다.
DOGE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00001037달러에서 최도 0.0000118달러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SHIB 가격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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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관점

주식시장은 이틀 연속 상승 후 급락했다. 기술 산업이 고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날 실적 발표에 따르면,
메타의 증강 및 가상현실에 주력하는 FRL 사업부 3분기 매출은 2억8500만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예상치 4
억600만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2분기 4억5200만달러보다도 감소한 것이다.

나스닥 종합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각각 2%, 0.6% 하락한 가운데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DJIA)는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됐다.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 분석가는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 실적은 그리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으나 마이
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발표로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됐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가격의 척도인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약 0.27% 올라 배럴당 94달러에 거래됐다. 석유수출국기
구(OPEC)이 감산 계획을 발표한 지 3주가 지났지만, 투자자들은 에너지 가격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
다. 브렌트유는 연초 대비 15% 이상 상승했다. 금은 0.7% 올라 1664달러를 기록했다.

 

도지코인 트렌드

도지코인(DOGE)은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20% 넘
게 급등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창업자의 4,400만 달러 거래는 오는 금요일에 마감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DOGE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기 때문에 트위터 거래가 성공하면 도지코인은 대중의 눈에 띄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 뉴스 플랫폼 데일리 코인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외에도 도지 아미(DOGE Army)의
강력한 지지를 도지코인의 상승세에 주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언급했다.

최근, 트위터에서 ‘#DogecoinToTheMoon’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 검색어에 포함됐다. 그와 동시에 다
수 도지코인 호들러가 도지코인 관련 밈과 표현을 담은 트윗을 공유했다. 이에, 암호화폐 옹호 세력과 인플
루언서가 도지코인을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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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이누 트렌드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일주일간  시바이누는 183회 언급됐다.

시바이누의 이미지는 긍정 83%, 부정 17%, 중립 0%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크립토는 이더리움( ETH)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자신이 소유한 시바이누 토큰
유통량 약 50%를 소각한다고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모두 접근 불가능한 공개 주소에 저장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의 범위를 벗어났다. 또한, 부테린은
시바이누 커뮤니티가 ‘인공지능 실존 안전 펠로(Fellows in AI Existential Safety)’와 같은 다양한 계획을
지지한 것을 극찬했다.

한편,시바이누가 마침내 장기적인 대칭 삼각형 패턴을 깨고 현재 거래 가격에서 소수점 자리수가 한자리 앞
당겨지며 강한 매수세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인다.

시바이누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위험이 있지만, 가격 차트에서 보여지는 매수 강세 모멘텀과 상승세
를 보이는 캔들 스틱은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격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시바이누는 전형적인 통합 패턴의 대칭 삼각형을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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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블록체인 시장은 강세로 돌아섰다.

 

 

관련페이지:

[트위터 인수] 머스크,세면대 들고 트위터 본사 방문…도지코인 급등 – BTCC

이더리움 머지 후… 도지코인 두 번째로 큰 PoW 암호화폐 됐다 – BTCC

비탈릭 “도지코인 지분증명(PoS) 전환 기대”… DOGE 한때 11%↑ – BTCC

시바이누, 카드 게임 시바 이터니티 10/6일 출시 – BTCC

[밈 코인]도지코인과 시바이누의 차이가 뭘까? – BTCC

시바이누, 도지코인과의 경쟁… 어느 코인 최선일까요? – BTCC

도지코인 및 시바이누를 투자하려면 BTCC 거래소에서 시작해 보세요~

BTCC 거래소는 2011년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설립 후 단 한차
례도 해킹 피해 사례가 없는 강력한 보안을 자랑해 투자자가 보다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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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CC의 거래 수수료는 세계 최저 수준인 최소 0.03%입니다.  

BTCC 거래소에서는 신규, 고정 회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BTCC를 가입
하시면 최대 3,500USDT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기

투자가이드

암호화폐 선물 거래란? BTCC 4가지 선물계약 유형 소개! – BTCC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BTCC丨거래 시작하는 방법 (가이드)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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