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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병합(머지)이 진행되면서 많은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작업증명(POW)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이더
리움 클래식(ETC)으로 눈을 돌렸으며 ETC가격이 치솟았습니다. ETC 가격 예측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스마트 계약을 만들고 배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더리움과 같은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면 이
더리움 클래식(ETC)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Ethereum Classic)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DApp)을 위한 글로벌 오픈 소스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구동되고 네이티브 디지털 통화인 ETC(Ether Classic)가 내장되어 있
습니다. 2016년 6월 DAO 해킹의 논란으로 이더리움 하드포크에 박차를 가하여 프로토콜이 이더리움 클래
식(ETC)과 이더리움(ETH)이라는 두 개의 별개 네트워크로 분할되었습니다.

포크 이후 이더리움 클래식은 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 보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ETC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누구나 글로벌 개발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굴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거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실제로 작업증명(PoW) 채굴 방식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ETC토큰은 생태계 내에서 가스 (계산기 사용 또는 거래 비용)를 지불하기 위해 생태계 내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이더 리움 클래식은 “코드는 법이다”이라는 모토에 의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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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격 분석

해커 공격과 이더리움 체인에 대한 더 큰 지원으로 인해 2016 년 7 월 ETC 가격은 ETH 가격보다 훨씬 낮았
습니다. 또한 가격은 변동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016년 7 월 26 일에 이더 리움 클래식 토큰의 가격은 0.6 달
러 (최고 2.85 달러)이었지만 같은 해 8 월 10일 로빈 후드 그룹 (Robin Hood Group) 공격 이후 즉시 약 1.7
달러로 하락했습니다. 이어 8 월 25 일에는 1.37 달러로 하락하여 10 월 13 일에 가격은  1 달러 이하로 떨어
졌습니다. 그후에 한 달 동안 가격은 1 달러 수준에 가깝습니다. 2016년 11 월 말, ETC 가격은 0.9달러 이하
로 떨어졌다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12 월은 이더 리움 클래식 역사에서 ETC가 1 달러 미만으로 거래 된 마
지막 시간입니다.

시장이 상승함에 따라 ETC는 추세를 점차 증가하고있었습니다. 2019년 4 월 말에는 이미 약 6.5 달러였습니
다.

 

2022 이더리움 클래식(ETC) 가격 예측

전년도 이더리움 클래식(ETC)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2022년에는 33.92달러였습니다. 1월 22일, 암호화폐
자산은 21.77달러로 분기별 최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11일 디지털 자산의 심지는
74.46% 상승한 37.61달러에 가까웠습니다.

ETC 가격은 82.70% 증가한 덕분에 1분기 총 51.05달러에 도달했습니다. 2분기에는 베어스(bears)이 지배
했으며 ETC 가격은 업계의 성가신 혼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2분기 불스(bulls) 및 베어
스(bears)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약 68%의 손실을 입은 14.39달러로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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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이더리움 클래식(ETC) 가격 예측

프로토콜의 볼륨, 협업 및 채택이 증가하면 ETC에 대한 더 높은 30.64달러 목표가 가능합니다.반면에 베어
스(bears)가 불스(bulls)보다 많을 경우 가격은 21.10달러로 하락하여 거기에 머물 수 있습니다. 강세와 약
세 목표를 모두 고려할 때, 정상 가격은 25.21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4분기 이더리움 클래식(ETC) 가격 예측

다가온 연말연시 및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알게 된 기쁨은 거래 및 투자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개
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가격이 40.3달러까지 치솟을 것입니다.

만약 하락장이 시장을 지배한다면, 일반적인 우려는 가격을 낮출 것이고 ETC 가격은 28.10달러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전체으로 볼 때 가격 목표가 34.39달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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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더리움 클래식(ETC) 가격 예측

2023년에 가능해진 빠르고 저렴하며 향상된 사용자 경험으로 인해 암호화폐가 널리 채택되었습니다. 이러
한 요소들의 조합은 이더리움 클래식(ETC)가격은 2023년까지 64.80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최소
36.56달러에서 최대 50.13달러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이더리움 클래식(ETC) 가격 예측

이더리움 클래식의 장기적인 지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암호화폐 전반의 확산에 의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 산업 규모가 증가하면 ETC는 110.37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TC가 정부의 단속과 제한을 받게 되면 주가는 56.92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정상적이라면 알트코인의 가격은 85.78달러로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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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더리움 클래식(ETC) 가격 예측

많은 사람들이 초보자로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찾습니다. 이더리
움 클래식을 시작하는 비용이 저렴하고 이더리움과는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어 초보자에게 매력적인 옵션
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많은 선택을 받으면 ETC 가격은  171.47달러까지 치솟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은 경쟁업체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휴면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
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5년까지 ETC는 94.29달러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ETC가 이더리
움의 첫 번째 반복인 점을 고려할 때 129.93달러 범위 내에서 변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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