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라나, FTX 없이 버틸 수 있을까? 3분기 솔라나
NFT 발행 증가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solana-can-you-survive-without-ftx-increased
-solana-nft-issuance-in-q3

암호화폐 거래소 FTX 붕괴로 FTX가 주로 거래를 지원해온 암호화폐 솔라나(SOL)는 폭락하며 FTX 사태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만 솔로나 생태계의 개발 활동은 아직 활발하며 NFT 생태계 3분기에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솔라나 프로젝트, 아직 죽지 않아

29일(현지시간) 현재 토큰 SOL은 FTX 붕괴 전후 약 38달러에서 13달러선까지 떨어졌고,  13달러대에 거래
되고 있다. 시가총액도 49억 달러까지 떨어져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현재 시총 15위에 랭크돼 있습
니다.

최근 ‘솔라나(SOL)는 죽었을까?’라는 콘텐츠에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겸 유튜버 인베스트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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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InvestAnswers)는 “SOL 가격은 고점 대비 약 96%까지 하락했지만,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솔로나 생태계의 개발 활동은 아직 활발하며, 이는 프로젝트 자체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신
호”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인베스트앤서는 “솔라나는 FTX 붕괴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프로젝트지만, 아직 많은 프로젝트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아직 솔라나는 죽지 않았으며, 데이터만 놓고 봤
을 때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BTCC 가입하기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3분기 솔라나 NFT 발행 증가

앞서 솔라나 체인을 기반으로 제작된 NFT 컬렉션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디
갓'(DeGods), ‘솔라나 몽키 비즈니스'(Solana Monkey Business), ‘y00ts’ 등 솔라나 NFT의 바닥가(NFT 컬
렉션의 최저 리스팅 가격)는 FTX 파산 이후 70%가량 급락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메사리의 트위터에 따르면 SOL(솔라나) 대체불가능토큰(NFT) 생태계는 3
분기에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신규 NFT 수의 총합은 2분기 46.4% 증가된 바 있습니다. 3분기에는 800만개
이상으로 전 분기 대비 19.3% 증가하며 1년 전 발행된 수준의 약 8.5배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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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마리오 나팔 IBC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솔라나의) 펀더멘탈은 탄탄해보인다”며 근거로
▲ETH(이더리움) 다음으로 많은 개발자 성장 ▲건강한 NFT 거래량 ▲FTX 붕괴로 인한 솔라나의 분산화 ▲
나카모토 계수 원만 ▲다른 레이어1보다 높은 일일 트랜잭션 등을 들었습니다.

 

솔라나, 부활 가능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정보 데이터 플랫폼 쟁글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FTX가 없는 지금, 솔라나 프로젝
트들은 신규 투자 및 주요 중앙화 거래소(CEX) 상장이 이전 대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신생 프로젝트들
이 적극적으로 솔라나에 온보딩할지도 불투명해졌다”말했습니다.

이어 “단단한 개발자 커뮤니티, 괄목할 만한 대체불가토큰(NFT) 성과 달성 이력, 지속적인 기술 및 사용성
개선 노력, 강제 ‘VC체인’ 탈피 등으로 아직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다”며 솔라나가 부활 가능성이 있음을 시
사했습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자회사 빗썸메타(대표 조현식)는 자사 대체불가토큰(NFT) 런치패드 플랫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ethereum


폼 ‘네모 마켓 알파’의 지원 블록체인을 기존 이더리움과 더불어 솔라나로 확장함에 따라 ‘네모 마켓 베타’
로 업그레이드를 마쳤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기존 네모 마켓 알파는 이더리움만 지원했다면, 이번 네모 마켓 베타는 솔라나로 지원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NBC에 따르면 멀티코인 캐피탈이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솔라나는 가장 활발
한 개발자 커뮤니티를 갖고 있다. 여전히 솔라나를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BTCC 가입하기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솔라나 SOL 가격 및 시세

FTX 파산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전폭 지원을 받고 있던 솔라나를 향한 우려가 지속되지
만 지난 일주일 간에 소푹 반등했습니다. 물론 SOL 가격은 올해 최고가인 약 180달러 대비 여전히 폭락한
상태입니다.

SOL은 FTX 붕괴 전후 약 38달러에서 12달러선까지 떨어졌고, 29일(한국시간) 현재 13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24시간 대비 2.13% 상승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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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페이지:

솔라나(SOL)란 무엇인가요? 죽지 않은 그의 가격 시세 및 전망은? – BTCC

솔라나(SOL) VS FTT토큰 트렌드, 8억달러 상당 SOL 토큰 곧 잠금해제 (btcc.com)

솔라나, FTX 사태에 최고점의 95% 폭락…dYdX, 솔라나 거래 제한 – BTCC

FTX 인수 무산, FTX 창업자”FTX 파산 가능성”…테라 루나 사태 재현 우려 (btcc.com)

바이낸스 VS FTX , 인수의 시작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 BTCC

바이낸스, “유동성 위기” FTX 인수 착수…비트코인 급락 – BTCC

 

더 많은 내용은 BTCC 아카데미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BTCC 가입하기

솔라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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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olana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olana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olana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olana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solana-sol-vs-ftt-token-trend-800-million-sol-token-unlocked-soon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solana-sol-vs-ftt-token-trend-800-million-sol-token-unlocked-soon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solana-sol-vs-ftt-token-trend-800-million-sol-token-unlocked-soon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solana-sol-vs-ftt-token-trend-800-million-sol-token-unlocked-soon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solana-sol-vs-ftt-token-trend-800-million-sol-token-unlocked-soon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solana-sol-vs-ftt-token-trend-800-million-sol-token-unlocked-soon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solana-drops-95-of-highs-due-to-ftx-crisis-dydx-restricts-solana-trading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solana-drops-95-of-highs-due-to-ftx-crisis-dydx-restricts-solana-trading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solana-drops-95-of-highs-due-to-ftx-crisis-dydx-restricts-solana-trading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solana-drops-95-of-highs-due-to-ftx-crisis-dydx-restricts-solana-trading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solana-drops-95-of-highs-due-to-ftx-crisis-dydx-restricts-solana-trading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solana-drops-95-of-highs-due-to-ftx-crisis-dydx-restricts-solana-trading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ftx-acquisition-failure-ftx-founder-possible-ftx-bankruptcy-concerned-about-repeating-the-terra-luna-incident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ftx-acquisition-failure-ftx-founder-possible-ftx-bankruptcy-concerned-about-repeating-the-terra-luna-incident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ftx-acquisition-failure-ftx-founder-possible-ftx-bankruptcy-concerned-about-repeating-the-terra-luna-incident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ftx-acquisition-failure-ftx-founder-possible-ftx-bankruptcy-concerned-about-repeating-the-terra-luna-incident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ftx-acquisition-failure-ftx-founder-possible-ftx-bankruptcy-concerned-about-repeating-the-terra-luna-incident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ftx-acquisition-failure-ftx-founder-possible-ftx-bankruptcy-concerned-about-repeating-the-terra-luna-incident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ftx-acquisition-failure-ftx-founder-possible-ftx-bankruptcy-concerned-about-repeating-the-terra-luna-incident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binance-vs-ftx-how-does-the-start-of-the-acquisition-happen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binance-vs-ftx-how-does-the-start-of-the-acquisition-happen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binance-vs-ftx-how-does-the-start-of-the-acquisition-happen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binance-vs-ftx-how-does-the-start-of-the-acquisition-happen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binance-launches-ftx-acquisition-amid-liquidity-crisis-bitcoin-plunges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binance-launches-ftx-acquisition-amid-liquidity-crisis-bitcoin-plunges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binance-launches-ftx-acquisition-amid-liquidity-crisis-bitcoin-plunges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binance-launches-ftx-acquisition-amid-liquidity-crisis-bitcoin-plunge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olana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olana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4767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4767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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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CC에서는 비트코인선물거래로 데일리, 위클리, 무기한거래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