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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solana-sol-vs-ftt-token-trend-800-million-sol-
token-unlocked-soon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유동성 위기를 겪던 거래소 FTX의 인수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에
FTX 관련 코인들은 물론 시장 전체의 대량 투매가 나타났다. FTX 관계사가 주요 투자자들로 있던 솔라나와
FTX 자체 큰인 FTT가 폭락하며 시장에 하락세가 펼쳐지고 있다.

SOL VS  FTT 가격동향

11월 10일(현지시간) 오전 11시 19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이더리움(Ethereum) 킬러’ 솔라
나(Solana)의 고유 토큰 SOL은 15.01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6.37% 폭락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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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21.71달러에서 최저 12.51달러까지 추락했다. 시총은 약 54억 달러까지 급감
하며 폴리곤(MATIC, 시총 약 76억 달러), 폴카닷(DOT, 시총 약 63억 달러)에 추월당했다.

SOL 가격차트

FTT는 2.43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46.87% 폭락한 가격이다. SOL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
고 2.06달러에서 최저 5.10달러까지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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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나 트렌드

11월 9일(현지시각) FTX 인수 합의 소식이 확산됐으나 FTX 회사 구조와 재무 상황을 종합 검토한 뒤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이에, FTX는 추가 자금 조달이 없으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 사이에서
는 FTX의 재무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뱅크런 의혹을 우려하고 있다.

암호화폐 솔라나(SOL)는 세계협정시(UTC) 기준 10일 오전 8시 30분(한국 표준시 10일 오후 5시 30분)에 네
트워크 에포크370(Epoch 370) 업그레이드가 종료된다.

암호화폐 업계는 Epoch 370이 종료됨과 동시에 언락(거래 가능)이 예정된 솔라나 검증자들의 보유 토큰
4960만 SOL의 잠금이 해제돼 시장에 풀리면서 SOL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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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960만 SOL토큰은 8억달러 상당되며 SOL 공급량의 약 15%를 차지한다.

SOL 토큰의 악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알라메다는 현재 거래 가능한 SOL 2억9200만달러어치, 여전히
‘잠금’ 상태인 SOL 토큰 8억6300만달러어치, SOL 담보 4100만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알라메다가 유
동성 확보를 위해 SOL 토큰을 대량 매각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관련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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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나 측 “솔라나 네트워크가 탄탄하다”

11월 10일, 솔라나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강력한 생태계 구축자가 풍부하다는 트윗
을 게재하며, 솔라나 네트워크가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11월 4일부터 7일까지 리스본에서 진행된 솔라나 네트워크 컨퍼런스인 솔라나 브레이크포인트(Solana
Breakpoint)에 많은 개발자와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논의한 프로젝트의 범위가 이전보다 가
장 다양했다고 덧붙였다. 또, 솔라나 네트워크 생태계의 강력함이 단 48시간 사이에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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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T 트렌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라 알려진 FTX의 자체 발행 토큰 FTT가 ‘유동성 논란’을 겪으면서 몇일안에 90%가
량 추락했다. FTT 토큰 가격의 추락에 따라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의 순자산도 22조원에서 1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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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급감했다.

FTT 가격은 이날 한때 최대 2.06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FTT 가격이 2달러선을 기록한 건 지난 2020년
7월달 이후 처음이다.

FTT의 이 같은 폭락 배경은 FTX의 계열사인 알라메다의 대차대조표 속 내용으로부터 FTX의 문제점이 제
기됐기 때문이다.

바이낸스가 유동성 위기를 맞은 FTX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FTT는 한때 21.2달러까지 급등했지
만 바이낸스가 FTX 인수를 철회했다는 소식에 FTT의 가격 추락은 이전보다 급격히 나타났다. 이날 3시간
만에 FTT 가격은 최대 10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FTT 충격’에 따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도 급락세를 기록했다.

 

거시경제 시황

‘FTT 사태의 영향’이 암호화폐 가격 폭락 이상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준다.

미국 증시는 중간선거 결과가 상원에서 아직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할지를 정확히 판가름 나지 못한 상황에
서, 가상자산 시장의 대형 악재가 전이되며 시장을 짓눌렀다.

미국 중간선거 다음 날인 어제, 주식시장도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46.89포인트(1.95%) 떨
어진 3만2513.94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79.54포인트(2.08%) 하락한 3748.57에, 나스닥지수는 263.02
포인트(2.48%) 내린 1만353.17에 거래를 마쳤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도 소폭 하락했다.

전날 유동성이 악화한 FTX가 바이낸스에 인수되지 못하면 시장이 더 충격에 휩싸일 것이란 전망이 현실이
됐다.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 최고경영자(CEO) 제레미 알레어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낸스가
FTX 인수를 철회하고 다른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투자자와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
다.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 분석가는 “FTX 사태는 보호책 부족으로 비판받아 온 가상자산 업계를 뒤흔들
고 있다”며 “CEO인 샘 뱅커만프리드는 일종의 방탄 역할을 했어야 한다. 가상자산 업계의 ‘백기사’로 불린
그의 몰락, 그리고 FTX의 붕괴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상자산의 안정화 기간은
끝났고, 또 다른 위험이 퍼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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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거래소에서 대량 스테이블코인 유출

FTX 유동성 문제에서 촉발된 위기가 스테이블코인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난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일
이후 FTX는 모든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 유출을 주도하고 있다. 4억5100만달러 상당의 스테이블코인이
FTX에서 빠져나갔다. 이는 쿠코인, 크립토닷컴, OKX 유출량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특히 FTX의 USDC(US달러코인), USDT(테더) 보유량이 급감했다. 지난 4~8일 닷새간 FTX의 USDC 보유
량은 약 84% 감소해 1억3700만달러 수준이며, USDT 보유량은 1억9800만달러에서 6800만달러로 급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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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TX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은 현재 1억5600만달러로 지난달 24일 이후 78% 이상 감소했다.

 

다른 코인 트렌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8% 하락한 1만5928.63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14.9%
떨어진 1125.03달러, 바이낸스코인은 14.7% 밀려난 269.87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리플 -17.5%, 에이다 -13.8%, 도지코인 -14.2%, 폴리곤 -21.8%, 폴카닷 -12.9%, 시바이누 -12.9%, 트
론 -6.8%, OKB -10.3%, 아발란체 -18.9%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문 투자자들은 장기 전망에 대해 낙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가상자산 펀드사 니켈 디지털자산운용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
문 투자자 대부분이 현재 코인을 매수하면 5년 안에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응답했다.

 

 

관련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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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X, 모든 암호화폐 출금 중단…FTT도 암호화폐 시장도 전체 폭락 – BTCC

바이낸스코인(BNB) VS FTT 토큰 트렌드, FTT 20% 넘게 폭락 – BTCC

FTX 뱅크런 우려에 FTX 창업자”자산은 문제없다.바이낸스와 협업 원해 ” (btcc.com)

 

현재 암호화폐 사징이 전번적인 내림세를 보이지만 이 것도 숏을 하는 좋은 기회일 까 싶습니까?

암호화폐를 투자하려면 BTCC 거래소에서 시작해 보세요.

BTCC 거래소는 2011년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설립 후 단 한차
례도 해킹 피해 사례가 없는 강력한 보안을 자랑해 투자자가 보다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감독국(MSB), 캐나다 금용감독국(MSB), 새롭게 리투아니아의 암호화페 라이센스를 확득했습
니다.라이센스를 취득할 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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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C의 거래 수수료는 세계 최저 수준인 최소 0.03%입니다.  또한 최대 150배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BTCC 거래소에서는 신규, 고정 회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BTCC를 가입
하시면 최대 3,500USDT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기

투자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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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BTCC丨거래 시작하는 방법 (가이드) – BTCC

BTCC 입금 안내ㅣ크게 2가지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BTCC

비트코인 쇼트(Short) 하는 방법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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