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X) FTT 토큰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합니까? 그의
급락 원인은?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ftx-ftt-token-what-caused-its-plunge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 양대 산맥인 바이낸스와 FTX 거래소의 전쟁 끝에는 바이낸스가 유동성 문제 위기를
맞은 FTX를 인수한다고 한데 하루 만에  FTX 인수를 철회했습니다.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동성 위기감이 고
조되면서 FTT 토큰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FTX 사태의 주요 암호화폐인 FTT에 대한 살펴보겠습니다.

FTT 란?

FTX는 샘 뱅크먼 프리드 CEO가 2019년 5월 설립한 세계에서 바이낸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가상자산 거
래소입니다. FTX는 300개가 넘는 암호화폐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를 비롯한 전문 암
호화폐 트레이더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선물, 주식, 레버리지 토큰,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futures-contracts-on-btcc?utm_source=GW_SEO&utm_medium=apdf&utm_campaign=apdf_banner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ftx-ftt-token-what-caused-its-plunge


현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TT 토큰은 FTX 거래소 (암호 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의 유틸리티이자 ERC-20 토큰입니다. 또한 2019년
FTX 플랫폼에서 시작된 ICO 공공 모금 프로젝트입니다.

FTT 토큰은 교환 거래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사용자가 보유한 코인 수에 따른 VIP 할인 또
는 자체 FTT 통화와 거래하는 선물 포지션을 통한 유동성 제공에 대한 보상과 같은 생태계 내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거래 한도 및 할당량은 증가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암호화폐 파생 상품에 대한 스테이킹
및 투자에도 사용됩니다.

FTT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FTX 거래소의 발전을 따르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FTX 인수 철회 후 FTT 가격도
폭락하여 2.5달러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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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원리

FTX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사용자는 FTT를 활용하여 거래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FTX 선
물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낮아지고 장외 거래에 대한 스프레드가 축소됩니다.

토큰은 또한 미래 포지션을 위한 담보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FTT에 대한 효용과 수요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큰 기간 동안 FTX의 보험 펀드는 리베이트다는 순이익을 제공하여 수익의 일부는
보유자 간에 사회화될 것입니다.

또한 레버리지 토큰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은 FTX의 토큰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화이트라벨을 구매
하려는 OTC 포털 및 선물 거래소 암호화폐 기관도 FTT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FTX 생태계의 기둥으
로서 FTT는 더 많은 파생상품이 추가될수록 점점 더 유용해지고 있습니다.

아울어 또한 FTT 는 정기적인 주간 소각 메커니즘을 통해 토큰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토큰 소각은
FTT의 공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큰 소각은 전원에서 일부 FTT를 영구적으로 제거합니다. 장기적
으로 FTX와 같은 암호 화폐 프로젝트는 토큰 파괴를 사용하여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긍정적 인 가격 추세를
촉진합니다. 수요 압력과 공급 감소로 인해 가격이 상승 할 수 있습니다.

FTX는 지금까지 100번 이상의 소각을 완료했고, 각 소각의 수량과 전체 가격은 다르지만 FTT의 가치는 계
속 상승하고 있어 이러한 움직임이 FTT의 성장에 긍정적이고 반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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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T 토큰 할당

FTT 토큰은 다음과 같이 배포됩니다.

회사 토큰: 25%, 87,500,000 FTT.
유동성 펀드: 20%, 70,000,000 FTT.
팀 토큰: 20%, 70,000,000 FTT.
펀드 보험: 5%, 3,500,000 FTT.
안전 기금: 3,500,000 FTT로 5%.
고문 토큰: 3,500,000 FTT로 5%.
생태계 기금: 10%, 35,000,000 FTT.
사용자 획득 기금: 10%, 35,000,000 F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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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T 토큰의 용도

FTT 토큰 사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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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큰 소각/수익 공유: FTX에서 생성된 모든 수수료의 약 1/3이 FTT 환매에 사용됩니다. 이 방법으로 구매
한 모든 FTT는 소각됩니다.

2.거래 수수료 할인:   FTT 토큰은 거래 활동 수수료를 줄이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3.스테이킹: 사용자는 마커 수수료 리베이트, 보너스 투표 및 블록체인 수수료 면제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위해 FTT를 스테이킹할 수 있습니다. Unstaking FTT는 14일이 소요되며 스테이킹 보상에 기여하지 않습
니다.

4.담보

FTX에서 FTT를 보유하면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확장하기 위한 그것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FTX의 혼합 증거금 시스템 덕분에 FTX는 많은 자산을 합산하여 법정 통화 증거금으
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표시가 더 편리하므로 FTT가 준비금 증거금으로 USD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법
정 통화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으며 통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크게 높
일 수 있습니다.

FTX의 혼합담보제도 때문에 FTX는 많은 자산을 합쳐서 법정보증금으로 환산할 수 있어 프레젠테이션이
편리하고 FTT를 USD 대신 예비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보증금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보유
하지 않아도 되며, 자금의 사용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FTX 유동성 위기에 물락

FTX의 유동성 문제는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알라메다 전체 자산 146억 달러 중 36억
6000만 달러가 언제든 팔 수 있는 FTT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중 상당수는 SOL, SRM, MAPS, OXY 및
FIDA 등 알라메다와 밀접하게 관련된 프로젝트 토큰입니다.

FTX에 위기가 발생해 FTT 가격이 하락하면 그 여파가 알라메다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우려가 커지면서 FTX 거래소에 보관돼 있던 자금도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펑 자오 바이
낸스 CEO가 21억달러 상당의 FTT 토큰 보유분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오창펑은 발언한 후에
그날에  FTT 가격은 5% 하락한 21 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FTX의 뱅크런 우려가 확산됐다. FTX는 급증한 출금 요청을 처리하고 있으며 핫월렛 내 유동성을 꾸준히 추
가했습니다.

이 처럼 뱅크런(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인출하는 상황)에 직면한 FTX가 바이낸스에게 지원을 요청했
습니다. 다만 바이낸스가 유동성 문제 위기를 맞은 FTX를 인수한다고 한데 하루 만에  FTX 인수를 철회 발
표한 후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동성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FTT 토큰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본문 작성 기준으로 FTT 가격은 3.2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만에 86.97% 폭락한 수치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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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T 토큰 급락 원인은?

FTT 토큰의 가치는 FTX의 발전에 크게 좌우됩니다. FTX 출시 당시 시장 내 현물 거래소 바이낸스와 파생
상품 거래소 비트멕스(Bitmex), 오케이엑스(Okex) 모두 이미 안정적이고 거대한 거래량을 보유하고 있었
습니다. 그러나  FTX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여 선물, 주식, 레버리지 토큰, 현물 거래 서비스등 혁신적인 암
호화폐 투자방식은 모두 FTX를 위해 많은 볼륨과 사용자를 축적하여 많은 거래소들의 경쟁에서 혈로를 만
들어냈습니다.

2021년 4월 19일 FTX의 파생상품 거래량은 186억 달러에 달해 한때 바이낸스의 184억 달러를 제치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액이 됐습니다.

FTX팀은 또한 제품 디자인은 시사와 밀접한 과계를 유지하며 항상 시사에 맞는 관련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FTX 플랫폼이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혁신, 개발 및 운영하는 한 FTT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토큰 가격도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나 FTX 유동성 위기 사태에 FTT의 가격은 최저치로 떨어졌고 심지어 2.5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는
FTT와 FTX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확실히 반영됩니다.

현재 바이낸스가  FTX 인수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FTX 가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FTX 파산 막기 위해 13
조 원에 가까운 자금 수혈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31584&utm_campaign=APP_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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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먼 프리드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플랫폼인 트론의 설립자인 저스틴 선, 코인거래래소 OKX, 스테이
블코인 플랫폼 테더 등으로부터 각각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투자 펀드 컨소시엄에서 20억 달러(약 2조
7300억원)씩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벤처펀드 세쿼이아 캐피털과 헤지펀드 서드 포인트(Third Point) 등과도 구제금융 확보 방안을 협의하
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뱅크먼 프리드(SBF)의 자금 조달 노력이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로이터는 지적했습니다.

 

 

관련페이지:

FTX, 파산 막기 위해 13조원 자금수혈 모색…美CPI 둔화에 코인시장 한숨 돌려

바이낸스 VS FTX , 인수의 시작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바이낸스, “유동성 위기” FTX 인수 착수…비트코인 급락

비인내스 VS FTX 사태에 암호화폐 시장 포락…비트코인 연중 최저

바이낸스, FTX 인수 철회…암호화폐 대폭락…FTX 웹사이트 다운

FTX 인수 무산, FTX 창업자”FTX 파산 가능성”…테라 루나 사태 재현 우려

FTX 뱅크런 우려에 FTX 창업자”자산은 문제없다.바이낸스와 협업 원해 “

더 많은 FTX와 관련 정보는 BTCC 뉴스 및 아카데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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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CC의 거래 수수료는 세계 최저 수준인 최소 0.03%입니다.  또한 최대 150배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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