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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 네트워크”는 논란이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로서 지난 3년 개발  동안 수많은 질문과 오용이 있었지
만 여전히 파이 코인을 채굴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파이코인이란?

새로운 암호화폐로 세계 최초로 모바일로 채굴이 가능한 디티털화폐입니다. 파이코인(Pi-coin)은 핸드폰 애
플이케이션으로 쉽게 채굴하고 또 코인을 보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중앙화 되어 있는 디지
털화폐나 기존 은행 시스템의 장벽을 부수고 누구나 채굴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개념의 화폐입
니다.

백서에 따르면 파이코인은 안전하고 위조가 불가능한 탈중앙화 디지털 화폐이며 대용량의 전기가 필요하
지 않습니다.

파이(Pi) 채굴자로서 파이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개척자(Pioneer) ,기여자(Contributor),대
사(Ambassador ),노드(Node)의 4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사용자 레벨의 차이가 채굴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백서에 설명된 대로 파이 네트워크 의 현재 단계는 두번째 단계에 있으며, 1단계에서는 모든 화폐가 공식적
인 중심화 서버에 저장되고, 2단계에서는 테스트 그리드를 위해 사용자가 자신의 노드를 설정할 수 있으며,
테스트가 완료되면 3단계인 메인넷이 가동되고 채굴이 중단되며 사용자가 채굴한 파이코인을 회원들과 공
유가 가능하며 거래소에 상장되어 USA달러나 비트코인 등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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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코인 가치는?

파이코인의 현재 가치는 0달러입니다.

위의 sjsbtc.com 에서 확인하면 9.7757달러이라고 나오지만, 이것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다른 코인
들처럼 파이코인 자체가 상장된 것이 아니라 선물시장에 상장이 되어 매겨진 가격을 의미합니다. 화폐의 가
치라는 것이 사용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유저들이 100달러에 거래를 하겠다고 하
면 그 화폐의 가치가 100달러인 것입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이 코인이 상장되고 2025년쯤이면 1파이
당 100 달러정도 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말 그대로 “추측”일뿐이고,2021년 말쯤 메인 넷이 출시됨에 따
라서 정확한 1파이당 가격이 형성이 되어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 파이 코인 앱 활성 사용자 수가 150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많은 사람들이 0
달러가치의 코인을 채굴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이들은 여러 측면에서 암호 화폐의 가치를 분석합니다.

1. 높은 안전성

Pi 네트워크는 기존 합의 방식의 보안을 달성할 수 있는스텔라합의 프로토콜(SCP)을 채택하고 PCT가 설계
한 휴대폰 마이닝 보안 서클(Security Circle)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거래 속도가 더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전체 네트워크를 복잡하고 무작위적인 토폴로지로 만듭니다. 이는 Pi 네트워크가 트랜잭션(5~8초)에 대해
충분히 빠를 뿐만 아니라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엄청난 사용자 수 



현재 Pi 코인의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어떤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았지만 약 4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
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거대한 기반은 파이 코인의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3.전기 소모 필요없이

파이코인은 비트코인(BTC)처럼 암호화폐 지갑에 디지털 화폐가 보관되고 분산 기록방식을 통해 검증되며
알고리즘은 스텔라합의 프로토콜(SCP)과 연합 비잔틴 합의(FBA)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대
량의 전기를 소모할 필요가 없이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도 휴대전화에서 채굴할 수 있습니다.

4. 한정되 발행수

파이 코인의 총 발행량에는 제한이 있으며, 총 발행량은 1,000억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암호
화폐와 마찬가지로 파이는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반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파이 코인이 10만 사용자에 도달하면 채굴 속도가 시간당 1.6 π에서 시간당 0.8 π로 반감되고, 100만 명에 도
달하면 다시 시간당 0.4 π로 반감되며, 1000만 명에 도달하면 사용 시 0.2 π로 다시 반감됩니다.

 

파이코인 전망

현재 파이코인은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휴대폰을 통해 코
인을 채굴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플랫폼 사용자는 암호화폐를 사고 거래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파이코인이 더 큰 위험을 갖게 합니다.

파이코인 메인넷이 온라인화 된 후 파이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지원하는 매장이 있다면 연예인이나 국가의
지원 없이도 파이코인의 가치를 가질 수 있으므로 파이코인의 향후 발전은 프로젝트에 달려있다. 파티와 커
뮤니티 프로젝트를 어떻게 개발할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파이 네트워크가 메인넷으로 먼저 가고 파이 코
인이 실제 암호화폐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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