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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elon Mars(ELON)는 2021년에 출시되는 Doge 테마의 암호화 토큰 중 하나입니다. 도지코인, 시바이
누 등과 같은 다른 성공적인 밈 코인을 에뮬레이트합니다. 개발팀은 그것을 사람들을 위한 공정한 보편적
화폐로 설명하고 우주 식민지 개척자들을 위한 행성간 화폐로 선전합니다.

현재 Dogelon Mars은 거대한 열정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했습니다.

그렇다면 Dogelon Mars(ELON)는 무엇입니까? 그것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Dogelon Mars란?

Dogelon Mars는 이더리움 및 폴리곤의 개 테마 밈 코인입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및 Floki Inu와 같은 다
른 성공적인 개 동전의 예를 따릅니다.

Dogelon Mars는 2021년 4월 23일에 출시되었지만 설립자나 프로젝트의 백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틸
리티 측면에서 ELON는 다른 암호화 토큰과 다르지 않으며 구매, 판매 및 암호화 지갑으로 보낼 수 있습니
다.

프로젝트의 시작 공급량은 1조 ELON 토큰입니다. 개발자들은 암호화 토큰의 절반을 이더리움 공동 설립
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에게 보냈으며 Shiba Inu의 홍보 스턴트를 복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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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ELON 토큰의 약 43%를 인간의 수명 연장에 전념하는 자선 단체인 Methuselah Foundation에 기부
했습니다. 해당 재단은 2021년 5월에 이러한 토큰을 최소 1년 동안 판매하지 않고 ELON의 장기적인 가치
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Dogelon Mars 작동방식

Dogelon Mars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구축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블록체인 중 하나입니다. 토큰 공급
의 50%는 Vitalik Buterin에 제공되고 나머지는 유니스왑에 고정됩니다.

Dogelon Mars는 다른 ERC-20 밈 토큰과 거의 동일하게 작동하지만 그 인기는 DOGE 및 SHIB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Dogelon Mars 특별한 점

Dogelon Mars는 코인에 이름을 붙인 개 Dogelon의 유머러스한 만화 이야기를 코인의 배경으로 사용합니
다. Dogelon은 “은하의 가장 큰 미스터리를 탐구하고 별을 여행하는 동안 사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그가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행성을 재식민화하려고 합니다.” Dogelon이 친구를 만나고 모험을 떠나는 화성으로
의 모험을 따라가는 몇 편의 단편 만화가 코인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Dogelon Mars는 자체 로드맵이 없지만 대신 만화를 통해 판타지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2420년 화성의 재
식민화 이후, Dogelon은 소멸자에 맞서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 환상 버전은 코인이 모든 주요 거래
소에 상장되면 ELON의 가격이 “화성”에 도달하거나 훨씬 더 높은 평가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의미할 수 있는 “소멸자”는 커뮤니티가 싸워야 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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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elon Mars 가격 전망

지난 10개월 동안 ELON 급격히 하락에도 불구하고 Dogelon Mars는 여전히 암호화폐 애호가들에게 사랑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사례에 한계가 있어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유명하고 잘 자리잡고 있는 사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개 밈 코인의 창시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러한 일은 밈 코인의 경우에 다소 흔하게 발생하며 투자자는 러그 풀 및 출구 사기와 같은 악의적인 행위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인에 대해서는 실사를 수행할 것을 조언받습니다.

2022년 Dogelon Mars 가격의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미래 가격을 간단하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밈 코인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이 가격 전망은 참고용입니다)

1. ELON 가격 전망-2022년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은 연초 Dogelon Mars의 가격 변동을 기준으로 평균 ELON 비율이 2022년 8월까
지 0.00000035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0.00000031달러에서 0.00000036달러 사이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최소 거래 비용과 최대 거래 비용의 차액이 각각 0.00000034달러와 0.00000037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Dogelon Mars의 평균 가격는 약 0.00000036달러일 것입니다.

Dogelon Mars 가격의 역사와 예상 변동성을 연구하여 전문가들은 2022년 10월 평균 ELON 환율이 약
0.000037달러가 될 수 있음을 연구하고 계산했습니다.그것이 달성할 수 있는 절대 최저 가격은 0.00000035
달러이며 최고는 0.00000038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 중반까지는 ELON은 0.00000038달러의 평균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이에 Dogelon Mars의 가격
은 2022년 11월에 0.0000004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2년 11월까지 ELON가격은
0.00000037달러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ELON 가격 전망- 2023년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Dogelon Mars의 최소 비용은 2023년까지 약 0.00000057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ELON의 가능한 최고가는 0.00000066달러입니다. 2023년에 해당 코인은 0.00000058달러의
평균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3. ELON 가격 전망-2024년

암호화폐 전문가의 기술 연구에 따르면 Dogelon Mars의 가격은 2024년 0.00000080달러에서 0.00000098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ELON 가격 전망- 2025년

암호화폐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 동안 Dogelon Mars의 가격 상승과 하락을 연구한 결과 2025년
ELON의 최저 예측 가격은 0.00000117달러이고 최고 예측 가격은 0.00000140달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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