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더리움 약세장 랠리 4.5% 상승, 연말 ETH 가겨 전
망은?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ethereum-bear-market-rally-rises-4-5-what-i
s-the-outlook-for-eth-at-the-end-of-the-year

FTX 충격을 흡수한 가운데 시장의 계속되는 공포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ETH)은 1,200
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얻어 상승하며 30일(현지시간) 현재 1,200달러선을 회복했다. 비트코인도 전날 대비
1.6% 상승했다.

이더리움 랠리 4.24% 상승

연준 관계자 발언, 중국 코로나 정책 등 거시경제 이슈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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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현지시간) 오후 6시 13분 현재 코인마켓캡(코마캡) 기준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1,25.2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4.24% 상승한 수치다. 시가총액은 약 1,553억 달러 규모
이고, 도미넌스(시총 비중)은 18.2% 수준이다.

ETH 가격차트

이날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머지(지분증명 전환)이후 총 순 발
행량이 2,317 ETH에 불과하다. 총 131,454 ETH가 발행되었으며, 129,137 ETH는 EIP-1559를 통해 소각
됐다.

같은 시간 비트코인은 16,870.2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29% 상승한 수치다.

지금 BTCC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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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황경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연설을 하루 앞두고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전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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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30일 예정된 파월 의장의 연설에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0.01% 상승,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6%, 0.59%
하락 마감했다.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 분석가는 “이들 주요 자산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거래자들은 가상자산이 또다
시 어느 부분에서 무너져내릴지 주시하고 있다”며 “기타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가격 격차, 일부 거래소
에 대한 잠재적 두려움, 경기 불황의 신호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하방 위험이 높아 하락장 매수에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한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loomberg Intelligence)의 마이크 맥글론(Mike McGlone) 상품 전략가는 최
근 딥 다이브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 조정장에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BTC)보다 더 잘 버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현재 가격에서 38%가량 더 떨어질 수 있다. FTX 붕괴 영향으로 비트코인은
10,000~12,000달러 부근에서 바닥에 도달한 뒤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이더리움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직
전인 2019년에 비교해서도 약 12배 상승한 상태다. 따라서 1,000달러 지지선을 지켜낼 것으로 보인다”고 분
석했다.

 

이더리움 가격 전망

코마캡 커뮤니티는 이더리움의 2022년 연말 가격을 평균 1,413.61달러로 예측했다. 해당 가격대는 현재 시
세 대비 약 11.44% 높은 수준이다. 이번 ETH 가격 예측은 약 1,952명이 참여했다.

이더리움 가격 전망 –2024

이더리움 가격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더리움 자체의 잠재력에 집중하는 것입니
다. 특히 이더리움이 더 많이 채택될수록 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이더리움 2.0은 초당 수천 건의 거
래를 지원하고, 더 저렴한 거래와, 더 빠른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가격은 2021년 11월 최고치를 다시 한번 답습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그 저항을 돌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돌파구 이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약 4,840달러에서 형성될 새로운
지지에 대한 리테스트다. 이더리움은 계속 상승하여 새로운 최고점을 찍게 될 것이고, 아마도 그것은 6,000
달러쯤으로 예상된다.

이더리움 가격 전망 –2025

코인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5년까지의 이더리움의 가격 예측은 5,154달러다. 또한 단기적으로도, 올해 초
의 가격 수준을 회복할 것을 기대해볼 만하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코인 가격이 거의 2,000달러에 달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 BTCC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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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구매

이더리움는 BTCC에서 상장되어 있으며 SOL 구매하려면 BTCC거래소에서 시작해 보세요!

BTCC는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최대 3,500USDT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가입
후 30일 이내에 입금액 대비 보너스도 받을 수 있다. 또한 200USDT 를 입금하시면 바로 VIP 1로 될 수 있
습니다. VIP가 되면 거래 수수료 할인 또 다른 헤택을 누릴 수 있다.

BTCC에 대하여

세계 최저 수수료 (0.03%)
최대 150배 레버리지 제공
선물 거래량 기준 세계 5위
무료 모의 거래 가능
원화입금 지원
24×7 시간 한국어 고객서비스 제공
최신 시장 동향 및 투자 교육 제공
PC/모바일 거래 가능
다양한 이벤트 

BTCC는 모바일 사용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오픈형 어플리케이션으로 QR 코드를 스캔하고 링크를 통해
iOS 및 안드로이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애플 시스템 다운로드 QR 코드

안드로이드 시스템 다운로드 QR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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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C에서는 비트코인선물거래로 데일리, 위클리, 무기한거래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BTCC 가입하기

 

관련페이지: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서 빌더 수수료 감소…FTX 유동성 위기에 급락 (btcc.com)

이더 리움 VS 이더리움 클래식 트렌드…머지 후 간만에 급등 – BTCC

FTX,결국 파산 신청…부채 66조원, 해킹사고 발생 – BTCC

이더리움 머지 후?…그의 의문점에 대한 설명 – BTCC

이더리움 머지(병합)가이드, 그것에 대한 알아야 할 것 – BTCC

비트코인 마진 (거래소) 란? 그의 거래하는 방법(레버리지) 소개 – BTCC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비트코인 쇼트(Short) 하는 방법 – BTCC

어떻게 BTCC에서 비트코인(BTC) 선물 거래를 합니까? – BTCC

어떻게 BTCC에서 이더리움 (ETH) 선물 거래를 합니까? – BTCC

어떻게 BTCC에서 리플 (XRP) 선물 거래를 합니까? – BTCC

디센트럴랜드 (MANA)란 ? 초보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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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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