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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이란? 그의 시작

도지코인(Dogecoin)은 라이트코인 코드를 포크한 오픈소스 암호화폐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는 2013년 인터넷상에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도지 밈에서 시작했습니다. 원본 이미지는 시바 이
누 품종의 개이며, 코인에는 개의 독백이 유쾌한 폰트로 적혀있습니다. 도지코인은 농담과 메모 코
인으로만 사용할 생각아니고 이 코인사용해서  가치 이전도 할 수있습니다.

 

처음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일종의 “장난”으로 오리건 출신의 프로그래머 빌리 마르쿠스(Billy
Markus)하고 잭슨 팔머(Jackson Palmer)는 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 보다 가벼운 코
인이 주류의 관심을 더 잘 끌어낼 수 있으며 도지코인 분명 엄청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28264356384 Doge 코인이 유통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1,850만 개입니다.

 

2014년 도게코인 커뮤니티는 5만5000달러를 모아 나스카 레이서 조쉬 와이즈를 후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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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의 작동

도지코인은 기본적으로 라이트코인(LTC)을 포크한 럭키코인(Luckycoin)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이후 프로토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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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의 블록체인은 다른 주요 블록체인과 작동하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
하여 블록을 하나로 연결하고 출력을 사용할 수 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용자는 도지 주소로 거래
를 보내면서 강아지 도지코인을 쓸 수 있습니다.라이트코인에서 파생된 도지코인은 스크립트 알고
리즘을 내장하고 있는데 경쟁을 방지하고 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지코인 개발자들은 이를 통
합 마이닝 모델로 변경했습니다.

 

도지코인의 사용

다른 많은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몇 가지 방법으로 도지코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
스로 마이닝할 수도 있으며,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으로 이를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보통, 비트코인을 먼저 구매하
거나 다른 잘 알려진 코인을 구매하고 이를 DOGE로 거래해야 합니다.

 

도지코인을 구매한 이후에는 이를 다른 암호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하드웨어 지갑에
장기간 보유하거나, 다른 코인으로 거래하거나,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이에게 팁으로 줄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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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의 경제적 설계

도지코인은 경제적 설계에 대해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설계를 선택했으며 이러
한 디자인 선택은 도지코인이 무한한 공급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도지코인)과 디플레이션(비트코인) 설계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특
히 화폐 공급량의 증가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초에 개코인은 1000억 개코인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공급량은 이미 목표를 넘어
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용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기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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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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