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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 이누(SHIB)는 무엇입니까?

시바이누(SHIB)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운영되는 밈 암호화폐입니다. 2020년 8월 비트코인의 제작자 사
토시 나카모토만큼 신비한 료시라는 이름의 익명의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SHIB는 일본의 개 품종 시바 이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SHIB의 총 공급량은 1,000조였습니다. 처음 출시되었을 때 료시는 Uniswap에서 전체 공급량의 50%를 잠
궈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유니스왑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대한 자동화 마켓메이커(AMM) 프로토콜로
탈중앙화 금융(DeFi) 공간에서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다. 나머지 500조 개의 SHIB는 이더리움 공
동 설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에게 보내졌고, 비탈릭 부테린은 90%를 태우고 나머지는 인도 코로나19 구호 기
금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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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 이누(SHIB)의 생태계

개 주제에 뒤지지 않기 위해, 시바 이누는 생태계에서 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WoofPaper”(백서)에 따
르면 시바 이누는 탈중앙화 암호화폐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커뮤니티 프로젝트다.

SHIB 생태계는 시바스왑이라는 탈중앙화 거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바스왑에서 SHIB와 다른 암호
화폐를 거래하거나, 퍼피풀에 “파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스마트 계약으로 토큰을 “베서”하여 SHIB와 다
른 두 개의 ERC-20 토큰인 Doge Killer(LEASH)와 Bone Shiba Swap(BON)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LEASH는 시바 이누(Shiba Inu)가 만든 두 번째 토큰으로 시바 스와프에도 있습니다. 107,646개의 토큰이
유통 공급되면서 LEASH는 처음에 도지코인의 가격을 추적하는 리베이스 토큰으로 사용되었습니다.그러
나 SHIB 개발자들은 LEASH를 ERC-20 토큰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스 보유자들은 그들의 토큰을
유동 자금 풀에 투자하고 엑스리시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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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은 일종의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그것은 2억 5천만 개의 토큰을 공급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도지
DAO에 대한 제안을 ShibArmy(그 커뮤니티의 닉네임)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바 이누는 또한 시바 아티스트 인큐베이터(Shiba Artist Incubator)라고 불리는 NFT 아트 인큐베이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림, 사진, 디지털 렌더링 등 세계 각지의 개들에게 영감을 받은 예술가들을 초청해 시
바 이누스를 NFT 시장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SHIB팀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시보시’ NFT 1만개를 출시하였고, 곧 시보시 게임이라는
NFT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이 공고에는 새로운 토큰 연소 메커니즘도 포함됩니
다.Shiboshi 보유자가 NFT의 이름을 바꾸려면 SHIB에서 1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비용은 폐
기(즉, SHIB로 보내져 지갑을 폐기)됩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시바 이누(SHIB) 인기가 많은 이유

2020년 팬데믹기에요간헐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디지털 자산에 몰려
인플레이션을 헤지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먼저 붕괴되고 폭발했습니다.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식시장의
전설은 밈 코인의 흥행을 가져왔습니다.일각에서는 SHIB의 인기를 소셜미디어의 영향, 특히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영향으로 꼽기도 합니다.그가 2021년 5월 TV에서 강아지 코인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
습을 공개해 가격을 폭락시킨 뒤 SHIB와 다른 밈 토큰은 날이 갈수록 보편화됐습니다.2021년 11월 현재
SHIB 가격은 1월 이후 60,000% 이상 올랐습니다.

SHIB가 다른 강아지 코인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유 중 하나는 시보시 NFT와 게임 때문입니다.NFT 마케팅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utm_campaign=APP_AD2_2261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261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261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261


에 힘입어 10,000개의 시보시가 35분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시바이노는 시바스왑 플랫폼을 활용해 자체
NFT를 출시했습니다.소유자가 이름을 붙인 시보시는 SHIB 토큰 소각을 촉발하고 시보시 NFT 게임의 개
발로 인해 시바 이누의 선호도가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시바 이누는 2021년에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보시 NFT의 출시와 다가오는 시보시 게임으로,
SHIB의 유틸리티와 그것의 생태계는 잠재적으로 경쟁사인 DOGE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특히 밈코인에 투자하기 전에는 신중하고 DYOR를 해야 합니다. 시가총액이 큰 암호화폐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가치는 소셜 미디어 정서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