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 모멘텀을 잃은가?…LUNA 가격 38% ↓ LUNC
가격 43%↓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has-terra-lost-momentum-luna-price-38-↓-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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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가 지난 주 급상승한 뒤 상승 모멘텀을 잃으면서 테라의 LUNA 가격이 38% 하락했으며 지난 5월 붕괴
한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 UST의 신버전 테라 클래식USD(USTC)도 같은 기간 22.1% 급락했습니다.

 

LUNA  38% 하락

지난주 말 랠리를 시작한 테라의 LUNA는 암호화 토큰의 리부트 버전 덕분에 금요일에 거의 247% 급등했
습니다. 그러나 LUNA는 지난 주에 큰 가치를 얻었지만 상승세는 정체되었고 현재는 최근 고점에서 3분의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인개코에 따르면 현재 가격인 코인당 4.18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 금요일에  LUNA는 최고가인 6.72달러
에서 38% 하락했습니다. 이 가격은 새 루나가 지난 6월 1일에 출시 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LUNA  가격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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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당한 하락세이지만 LUNA는 최근 상당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여전히 133%
상승했으며, 몇 달 동안 2달러 선 부근을 횡보하며 최근 며칠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테라 생태계 전체 하락세 

특히, 테라 생태계의 다른 토큰은 최근 며칠 동안 비슷한 기복을 보였습니다.  LUNC는 지난 주 말 최고점 이
후 43% 하락하며 지난 24시간 동안 17%(현재 0.0003달러)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나 클래식
은 이번 주에 33%, 지난 30일 동안 242% 상승했습니다.

지난 5월 붕괴한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 UST의 신버전 테라 클래식USD(USTC)도 같은 기간 22.1% 급락하
면서 현재 0.04255522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인게코(CoinGecko) 공동 설립자이자 COO인 바비 옹(Bobby Ong)은 “지난 주 LUNC이 급등한 것은
3568 및 4159 제안이 통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제안은 블록체인에서 위임과 스테이
킹을 다시 활성화하고 각 거래에 1.2%의 거래수수료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LUNC 가격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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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 상승의 이유

테라는 5월 초에 추락하여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와 디페킹 발생하여 암호화폐인 LUNA를 하락시켰습
니다.루나와 UST의 시가총액은 수백억 달러에 달성했으며 이들의 동반 하락은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
붕괴를 촉발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LUNC의 상승은 LUNA의 상승보다 느렸고, 이러한 성장은 전체 공급 거래세를 줄이기 위
한 토큰 구매 및 소각(또는 영구 파괴)을 포함하여 붕괴된 생태계를 재건하기 위한 커뮤니티 주도의 이니셔
티브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주에 다시 시작된 LUNA의 가치가 급등한 이유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LUNC 자체의 상승 여파를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페이지:

한 검찰, 루나 증권성 조사…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가능성 – BTCC

루나 클래식(LUNC)의 가격이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나? – BTCC

테라 클래식(LUNC), 시가총액 기준 26위로 급등 – BTCC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a-prosecutors-office-investigates-luna-securities-possibility-of-investigating-violations-of-the-capital-market-act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a-prosecutors-office-investigates-luna-securities-possibility-of-investigating-violations-of-the-capital-market-act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could-the-price-of-luna-classic-lunc-reach-1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could-the-price-of-luna-classic-lunc-reach-1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could-the-price-of-luna-classic-lunc-reach-1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could-the-price-of-luna-classic-lunc-reach-1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terra-classic-lunc-surges-to-26th-by-market-cap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terra-classic-lunc-surges-to-26th-by-market-cap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terra-classic-lunc-surges-to-26th-by-market-cap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terra-classic-lunc-surges-to-26th-by-market-c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