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플 2023년 가격 전망, XRP는 0.6달러 될까?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ripple-2023-price-forecast-will-xrp-be-0-6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장기 소송을 이어가는 리플(XRP)이 계속 암호화폐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
다. 리플 고유 토큰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0.35달러선 안착을 시도하며 반등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리플XRP 가격 동향

최근에는 SEC의 힌먼 연설 문서 비공개 신청 이후 리플 커뮤니티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업계의 화두로 떠올
랐다. 또, 자칭 사토시 나가모토로 유명한 인물인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와 리플 CTO 데이비드 슈
워츠(David Schwartz)가 트위터에서 설전을 벌인 일도 많은 이들이 리플에 주목하도록 유도했다.

이 와중에 XRP는 12월 27일(현지시간) 오후 17시 52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69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5.5% 상승한 가격이다. XRP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186억 달러 수준으로, 약 174억 달
러인 바이낸스USD(BUSD)를 제치고 시총 6위 자리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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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가격 기술적 분석

12월 26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가상자산 시세 차트 플랫폼 트레이딩
뷰(TradingView)의 데이터를 인용, XRP가 삼각 수렴 패턴(symmetrical triangle pattern) 내에서 거래가
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XRP는 12월 19일(현지 시각), 지지선에서 반등세를 기록하고, 26일, 20일 지수이
동평균선인 0.36달러에 도달했다.

만약, 20일 EMA 아래로 가격이 하락한다면, 곰 세력이 또 다시 XRP 가격을 지지선 아래로 하락하도록 추진
할 것이다. 곰 세력의 가격 하락 시도가 성공한다면, 0.3달러가 주요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황소 세력이 20일 EMA 이상으로 가격 상승 추진에 성공한다면, 저항선보다 높은 수준으로 랠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때, XRP의 첫 번째 랠리는 0.42달러에서 발생하고, 그다음에는 0.47달러
가 목표 가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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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리플 가격 전망: 0.6달러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현재 시장 상황과 다가오는 미국 및 기타 시장의 크리스마스 및 새해 연휴
를 고려할 때 암호화폐 산업은 1월 5일까지 교착 상태에 들어간 다음 거래량, 유동성 및 변동성 측면에서 회
복되기 시작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한편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트코인 셰르파(Altcoin Sherpa)는 187,700명의 트위터 팔로워에게
“2023년 말까지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 조금 나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알트코인이 랠리를 펼칠 수 있
을 것이다”며 “결제 솔루션 XRP의 경우 2023년 12월까지 0.60달러로 상승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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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투자하면–BTCC 거래소

XRP은 BTCC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다. 리플 투자하려면 BTCC 거래소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BTCC 거래소는 2011년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영국, 홍콩 등에
본부를 두어 설립 후 단 한차례도 해킹 피해 사례가 없는 강력한 보안을 자랑해 투자자가 보다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감독국(MSB), 캐나다 금용감독국(MSB), 새롭게 리투아니아의 암호화페 라이센스를 확득했습
니다.라이센스를 취득할 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입니다.또한 고객 자산관리에 측면은 BTCC는 다
중 서명 콜드 월렛을 사용합니다. 모든 사용자의 자산은 다중 서명 콜드 월렛에 저장되어 제3자, 사이버 해
커 또는 도둑의 무단 접근을 방지합니다.업계 최고의 자산관리로 믿음직한 거래소입니다.

BTCC거래소

12년 보안 무사고
암호화페 라이센스를 확득한 믿음직한 거래소
전세계 규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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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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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모바일 거래 가능
다양한 이벤트

관련 글: 보안에 대한 BTCC의 약속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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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CC에서는 비트코인선물거래로 데일리, 위클리, 무기한거래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래 가이드는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하단 동영상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 BTCC가입하면 30일 이내에 입금액 대비 보너스최대 3,500USDT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USDT 를 입금하시면 바로 VIP 1로 될 수 있습니다. VIP가 되면 거래 수수료 할인 또 다른 헤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관련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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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SEC 소송 결과 임박…리플 승소 가능성 50%

리플”미 SEC, 리플 판매가 투자 계약 주장 입증 실패”…XRP 0.40달러↑

리플(XRP) 코인 가격 시세 전망 (예측) 2022년

리플XRP 가격 올랐지만 크지 않아…지갑 주소 수 435만 개 돌파

리플, SEC와 소송에 힌먼 연설문 확보…승소시 XRP 3.8달러 전망

리플 CEO “오랜 소송에 분노 커졌다…SEC는 깡패”…소송 지연 가능

리플 CEO “SEC와의 소송, 내년 상반기 종결 예상”… XRP 약세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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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리지/ 마진을 통해 비트코인을 늘리는 방법 (뉴비) (btcc.com)

비트코인 레버리지/마진거래 하는법 및 관련 거래소 순위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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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진거래 이해하기,마진 및 레버리지 어떤 관계? 마지건래 진행하면? – BTCC

레버리지/ 마진을 통해 비트코인을 늘리는 방법 (뉴비) (btcc.com)

시바이누 코인 가격 시세 전망(예측) 2022-2030 – BTCC

[2022] 글로벌 Top 10 암호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순위 소개 및 추천 – BTCC

테슬라 주식 사도 됩니까? 테슬라 주기 미래 전망 및 투자 방법 소개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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