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블 코인(Stable)이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코
인 전망은?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table-coin

처음 코인에 진입한 당신은 종종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입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의 일종입니다.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높은 변
동성을 피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투자자가 시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
는 중요한 매개체로 보입니다.

오늘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소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은 말 그래로 안정된(Stable) 코인(Coin)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법정화폐와 마찬가지로 가치의 척도가 되는 동시에 가치의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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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은 종종 미국 달러와 연동합니다.사실상 기본 자산이 디지털 달러처럼 전자화되는 것과 같습
니다.

스테이블코인은 크게 중앙화와 탈중앙화로 나눕니다.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중앙화 스테이블코인은 온체인에 있는 준비금 역할을 하는 오프체인 은행 계좌에 예치된 명목 화폐가 토큰
의 가치를 보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커스터디언(custodian)에 대한 신뢰 계층이 필요하지만 체인링크 Proof
of Reserve를 통해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Proof of Reserve에 대한 내용은 밑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온체인 암호화폐가 초과 담보화되어 있어 완전한 담보화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저는 대출 총 가치의 150% 이상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탈
중앙화 스테이블코인은 하나의 주체가 관리하지 않고 누구나 온체인에서 프로토콜의 담보화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탄력적이며 투명합니다.

코인 생태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일정한 가치를 유지 시키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적용했으
며, ▲투자자가 시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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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 선택하는 이유

거래

첫 번째로,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트레이더는 암호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데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암호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하면 암호화폐 가격
이 급락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바꾸어 더 많
은 암호화폐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제적 독립

크립토스피어(cryptosphere)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변동성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관심을 보이지는 않습
니다. 암호화폐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독립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산 보유자가 자신의 돈을
책임지며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즉 탈중앙화와 같은 요소가 경제적
독립에 포함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실제 자산(미국 달러, 금 등)의 디지털 버전이므로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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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가격 변동성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은 훌륭한 옵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종류

1.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일대일 관계로 유지되는 암호화폐입니다. 

법정화폐를 예치하면, 이에 가치가 상응하는 코인이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보통 법정화폐와 페깅(pegging)되어 있다고 말하며, 1달러를 예치하면 1달러에 해당하는 스테이블코인 1
개를 발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 꼽히는 테더(Tether)는 테더 토큰 1개의 가치를 미국 달러 1달러로 고정
하여 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2.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그 가치를 연동하는 대신,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긴 뒤
고정된 비율에 따라 담보물에 해당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절차를 운영하는 구
체적인 방식은 시스템마다 다릅니다. 

해외플랫품 중 메이커다오(MakerDAO)라는 탈중앙화 조직이 운영 및 관리하는 다이(DAI) 가 대표적입니
다. 이더리움(ETH)을 담보로 다이(DAI) 스테이블코인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이더리움을 다시 받으려면 빌
려간 다이(DAI)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얹어서 갚아야 합니다. 이자 역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3.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계속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암호화폐입니다.

베이시스(Basis)라는 프로젝트가 좋은 예다. 이 모델은 기존의 통화처럼 기능하려고 자산을 담보해두지 않
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담보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규모를 키우는 데 제약이 없다. 반면에 담
보가 없으므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스테이블코인이 돌아가게 됩니다. 베이시스는 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를 관장하는 알고리즘을 신뢰하는 대상으로 내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과
연 가능할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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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커머스-백 스테이블코인

토큰 담보 스테이블코인의 단점인 자금의 비효율적 사용과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자 나온 것이 커머스-백(Commerce-Backed) 스테이블코인 입니다.

커머스-백 스테이블코인은 90%를 USDT로 구성하고, 나머지 10%를 플랫폼 토큰으로 구성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월트 파이낸스(Wault Finance)의 스테이블코인 월트USD(WUSD)입니다.

USDT 1달러를 예치하면, 90%의 USDT는 보관되고 10%는 플랫폼 토큰인 월트스왑(WEX)를 매수해 보관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매각하면, 90%의 USDT를 지급받고 10%는 월트스왑으로 받게 됩니다.

5.CBCD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CD(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또한 통용되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CBDC는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오프체인 은행 계좌에 명목 화폐 준비금이 필요 없습니다.
CBDC는 정부가 법정 통화로 인정하기 때문에 개인 간 대규모 유통 대금 결제 또는 은행 간 결제 절차를 간
소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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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가치 안정적으로 유지한 벙법

각 스테이블코인마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공통적
으로 화폐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이라는 경제학 이론을 기반으로, 화폐 공급량을 통제해 화폐
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궁극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들이 백서에서 화폐수량설을 참고해 구상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폐수량설

화폐수량설의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M x V = P x T

(M = 화폐 공급량, V = 화폐 회전율, P = 화폐 평균 가격, T = 화폐 거래량)

화폐수량설은 장기적으로 통화의 가치는 재화처럼 공급량에 따라 가치가 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환율이 $1 = ￦2000일 경우(원화의 가격이 낮을 경우) 현재 유통되는 원화를 ½ 축소하면 환율은 $1 =
￦1000이 된다(원화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스테이블코인들도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화폐 공급량 증감을 통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

1)자체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

일반적인 화폐는 통상 ‘교환 매개의 기능’, ‘가치 저장의 기능’ 그리고 ‘가치 척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
다. 교환 매개의 기능은 상대방이 가치를 수령하고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가치 저
장의 기능은 보유만 하고 있어도 화폐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에 변동이 없다는 것이죠. 위 두 개의 기능이 존
재하면 사회 일원 모두 공통된 기준으로 화폐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가치
의 척도 기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암호 자산들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치의 저장 기능’과 ‘가치 척도의 기능’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은 코인 자체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다른 암호
자산 보다 더욱 우월한 ‘가치 저장의 기능’과 ‘가치 척도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화폐로 쓰일 수 있는
암호자산이 되는 거입니다.

2) 건전한 경제 활동 구현 가능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면 장기적 금융서비스와 건전한 경제 활동이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이 될 것이며, 궁
극적으로 대중의 기술 도입(Mass Adoption)이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여 보증금을 예치하게 되면,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에도 가치가 그래도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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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 스마트 콘트랙트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가치 저장의 기능) 또한 월급을 스테이블코
인으로 지급하면 서로 주고받는 가치가 화폐를 통해 합의될 수 있기 때문에(가치 척도의 기능) 고용주, 피고
용인 모두가 만족하는 거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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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를 소개해드렸더니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
블코인에 투자하기 전에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1.감독관리가 부족합니다.

디지털 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 관련 법규와 규제가 미흡합니다.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활로
를 이탈하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폭락하고 이용자도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발행자의 신용과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가총액이 크
고 지명도가 높은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하면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2.디페깅(Depegging)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스테이블코인도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디페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스테이블코인
USDT조차 2018년 ‘디페깅’사건이 발생해 사상 최저점은 0.6달러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3.뱅크런(Bank Run·대규모 인출) 사태 발생 가능합니다.

금융권 전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꼽히는 뱅크런은 어떤 사업이나 기관도 파산시킬 정도로 강력합니
다. 쉽게 말해 스테이블코인이 붐비는 것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들이 공포에 질려 보유 중인 화폐를 대량으
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설령 기관 뒤에 있는 자산을 충분히 보유한다고 해도 화폐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4.리저브 리스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핵심 요소는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준비금입니다. 이러한 준비금은 스테이블
코인 가치에 대한 마지막 백스톱입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코인 발행자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자신 있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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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전망

올 상반기 테라 루나 사태를 겪은 이후에도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은 꾸준히 340억 개 이상을 유지
했지만, 11월 이후로 보유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1년 간 가상자산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량 추이

특히 테더의 USDT와 바이낸스의 BUSD 중심으로 보유량이 줄었다. USDT는 98억1천362만 개에서 64억1
천622만 개로, BUSD는 217억 개에서 192억 개로 각각 줄었습니다. 서클의 USDC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지자 스테이블코
인 수요가 줄었고, 중앙화거래소의 신뢰성 역시 저하하면서 투자자들이 앞다퉈 자금을 인출한 여파입니다.

이에 스테이블코인은 1개당 1달러라는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디페깅’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FTX
파산 등으로 투자자 보호가 대두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준비되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지난 6월 발의된 ‘루미스-질리브랜드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대상으로 100%의 준비금을 구비하고,
준비금 구성 자산 유형 및 세부 공시 요건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
준·Fed) 의장이 달러화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의 민간 발행사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
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준영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등의 리스크 요인은 현재 발의된 법안들의 발행
주체 등록 및 인가, 담보자산의 구성 요건 등을 명문화하려는 추세에서 비롯됐다”며 “법정화폐 스테이블코
인 우위 여부는 규제 향방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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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낮고 비트코인 등 주류 암호
화폐에 비해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투자에 적합하다는 판단합니다.

이제 막 암호화폐를 알고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싶다면 스테이블코인부터 손을 대보세요.스테
이블코인 이면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후 자신에게 맞는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하여 투자합니다.

[팁]어느 화폐의 투자도 위험하므로 투자하기 전에 심리적 예상을 잘 해야 합니다. 진정한 투자를 하기 전에
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장과 화폐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깊게 할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투자하려면–BTCC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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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더해 리투아니아의 암호화페 라이센스까지를
확득했습니다. 고객 자산관리에 측면은 BTCC는 다중 서명 콜드 월렛을 사용합니다. 모든 사용자의 자산은
다중 서명 콜드 월렛에 저장되어 제3자, 사이버 해커 또는 도둑의 무단 접근을 방지합니다.업계 최고의 자산
관리로 믿음직한 거래소입니다.

BTCC는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최대 3,500USDT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지금 가입
하면 30일 이내에 입금액 대비 보너스도 받을 수 있다. 또한 200USDT 를 입금하시면 바로 VIP 1로 될 수
있습니다. VIP가 되면 거래 수수료 할인 또 다른 헤택을 누릴 수 있다.

BTCC에 대하여

세계 최저 수수료 (0.03%)
최대 150배 레버리지 제공
선물 거래량 기준 세계 5위
무료 모의 거래 가능
원화입금 지원
24×7 시간 한국어 고객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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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incen.gov/msb-registrant-search


최신 시장 동향 및 투자 교육 제공
PC/모바일 거래 가능
다양한 이벤트

지금 BTCC 가입하기

BTCC는 모바일 사용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오픈형 어플리케이션으로 QR 코드를 스캔하고 링크를 통해
iOS 및 안드로이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애플 시스템 다운로드 QR 코드

안드로이드 시스템 다운로드 QR 코드

 

관련페이지:

2022년 톱(TOP) 스테이블코인 소개!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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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유통량 감소세…5월 초 이후 380억 달러 감소 – BTCC

바이낸스,경쟁 스테이블코인 BUSD로 전환 예고…유동성 향상 목적 – BTCC

2022년 톱(TOP) 스테이블코인 소개! – BTCC

바이낸스 USD란? 바이낸스 BUSD 자동 전환 예고ㅣ코인 소개 – BTCC

서클,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로 코인(EUROC) 출시 – BTCC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어떻게 BTCC에서 이더리움 (ETH) 선물 거래를 합니까? – BTCC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7352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7352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7352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introducing-the-top-stablecoins-in-2022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introducing-the-top-stablecoins-in-2022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introducing-the-top-stablecoins-in-2022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introducing-the-top-stablecoins-in-2022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ftx-ftt-token-what-caused-its-plung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ftx-ftt-token-what-caused-its-plung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ftx-ftt-token-what-caused-its-plunge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stablecoin-circulation-is-declining-38-billion-decline-since-early-may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stablecoin-circulation-is-declining-38-billion-decline-since-early-may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binance-announces-conversion-to-competitive-stablecoin-busd-to-improve-liquidity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binance-announces-conversion-to-competitive-stablecoin-busd-to-improve-liquidity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binance-announces-conversion-to-competitive-stablecoin-busd-to-improve-liquidity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binance-announces-conversion-to-competitive-stablecoin-busd-to-improve-liquidity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introducing-the-top-stablecoins-in-2022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introducing-the-top-stablecoins-in-2022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introducing-the-top-stablecoins-in-2022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introducing-the-top-stablecoins-in-2022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busd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busd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busd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busd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busd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busd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circle-launches-euro-coin-euroc-a-euro-based-stablecoin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circle-launches-euro-coin-euroc-a-euro-based-stablecoin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circle-launches-euro-coin-euroc-a-euro-based-stablecoin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circle-launches-euro-coin-euroc-a-euro-based-stablecoi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futures-contracts-o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futures-contracts-o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futures-contracts-o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ethereum-futures-i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ethereum-futures-i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ethereum-futures-i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ethereum-futures-i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ethereum-futures-i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ethereum-futures-in-btcc


비트코인 쇼트(Short) 하는 방법 – BTCC

비트코인 마진 (거래소) 란? 그의 거래하는 방법(레버리지) 소개 – BTCC

비트코인 레버리지/마진거래 하는법 및 관련 거래소 순위 – BTCC

USDC( USD 코인 )이란 무엇입니까? 초보자 가이드 – BTCC

비트코인 채굴(mining)이란? 비트코인 채굴 방법 및 현황은? – BTCC

시바이누 코인 가격 시세 전망(예측) 2022-2030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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