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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인 가스 전쟁(Gas War)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NFT)거래량 급증
으로 인해 가스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가스 전쟁(gas war)’이라고 부릅니다.

 

가스 전쟁(Gas War)이란?

이더리움 가스는 작업증명(PoW) 합의 프로토콜에서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을 말합니
다. 이러한 컴퓨팅 파워는 네트워킹과 그에 구축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리소스입니다. 따라서 이
계산 비용을 충당하려면 기본 가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스 전쟁(Gas War)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처리할 트랜잭션이 너무 많아 플랫폼의 한계에 도달하면 네트워
크 혼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검증인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래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
고 낮은 가스 수수료는 나중에 푸시됩니다.

가스 전쟁은 블록체인에 검증된 향후 거래 블록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경매입니다. 수요가 높을 때
선호하는 포지션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더 빨리 끝내려는 사람들은 검증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들의 거래를
다가올 블록에 포함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우선순위 힌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팁을 원하는
대로 설정한 다음 기본 가스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용자가 기회를 얻기 위해 기초 가스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대기도 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가스 전쟁에서 지면 그들은 NFT를 오퍼로 구매할 기회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이용자
들 사이에 긴장을 조성하고 경쟁 입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그래서 실제로 파는 NFT 가격보다 NFT의 거래
료가 더 비싸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유한 구매자는  가스전쟁을 이용해 가스비를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산시장을
독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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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전쟁 우승의 전략

가스 전쟁에서 우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벤트 일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암호화 거
래를 할 때 공간 요구를 차단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가스비를 더 내는 것입니다. 웹 3.0 암호화 지갑은 암호화폐 가스가 지불하는 가격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정은 블록 공간에 슬롯을 확보하여 암호화 가스 전쟁을 우승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웹 3.0 지갑이 아닌 암호화폐 가스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낮은 가스” 오류 없이 성공
적인 암호화 거래를 보장합니다.

 

가스 전쟁의 솔루션

이더리움의 높은 가스 요금은 항상 많은 투자자들에게 골칫거리였으며 가스 전쟁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스
요금 상승을 촉진할 것이므로 암호화된 가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대략 두 가
지 방법이 있습니다.

1.NFT 화이트리스트 설정

인기 있는 NFT가 출시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며, 이는 쉽게 가스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프로젝트에서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출시 전에 후원자를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함으로써 프로젝트 팀은 시간 창을 만들고 이 시간 내에 NFT를 주조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의 주소는 그들이 이 창구에서 코인을 만들려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
의 거래를 분산하여  가스 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이더리움 2.0 출시

이더리움은 지분증명(POS,Proof-of-stake)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더리움 2.0으로의 업그레이드는 올해 말
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전반에 걸친 PoW 마이닝(채굴) 프로세스를 끝내고
검증자가 거래를 더 빠르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가스 전쟁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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