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지코인(DOGE)의 미래는? 전문가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what-is-the-future-of-dogecoin-doge-lets-see-
what-the-experts-say

도지코인(Doge Coin)은 2013년 12월 6일 IBM 출신인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가 만들었으며 밈코인의 대
표주자입니다. 더하게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결제 인프라에 찬사를 보내며 시장의 큰 관심을 받는 중입
니다. 최근 랠리도 일론 머스크가 유튜브에 출연해 여전히 도지코인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2022년 들어서면서 도지코인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도지코인의 미래에 대해 걱
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란?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고의 밈 코인 중 하나인 도지코인은 2013년에 두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빌리 마커
스(Billy Markus)와 잭슨 파머(Jackson Palmer)에 의해 장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작자들은 암호화폐의
초기 열풍을 풍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유명한 ‘도지(doge)’ 밈과 유사한 시바 이누 개의 얼굴을 로고로 한
도지코인으로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온라인에서 빠른 송금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디지털 자산이 가진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 한 암호화폐
를 만들고자 출시하였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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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 과거 가격

도진코인의 가격은 2013년 출시 직후 300% 이상 급등했고 이에 제작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러한 강세는 이후 몇 년 동안 지속되었고 2018년 초에 0.017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코인이 처음
으로 시가총액 2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도지코인의 가장 큰 상승폭은 2021년 1월에서 2021년 5월 사이에 가격이 8,600% 이상 급등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 소셜 미디어의 엄청난 관심과 일론 머스크(Elon Musk), 스눕 독(Snoop Dogg), 마크 쿠반(Mark
Cuban)과 같은 유명 인사들의 언급이 꼽힙니다. 도지코인은 2021년 5월 8일 0.7376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당시 코인 시가총액이 700억 달러를 넘었음을 의미합니다.

도지코인 가격 차트/ 자료: 코인마켓캡

그러나 2022년에 들어서면서 도지코인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도지코인이 곧
무가치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많은 도지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패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dogecoin-price-forecast-20232030


도지코인 2022년으로 부터 가격 차트/ 자료: 코인마켓캡

 

도지코인 전망에 대한 전문가의 주장

2006년에 설립된 호주 금융 정보 웹사이트 파인더(Finder)는 글로벌 비교 플랫폼입니다. 3개월마다 파인더
는 일련의 업계 전문가를 모아 암호 화폐의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지코인에 대한 분석

금융 정보 플랫폼 ‘파인더(Finder)’는 거래소 및 기업 임원 및 분석가 등 가상자산 업계 전문 패널 54명을 대
상으로 향후 10년간 도지코인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 중 55%가 ‘도지코인이 완전히 가치를 상실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도지코인이 결국 무가치해지고 0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이 도지코인을 청산해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도지코인이 ‘반등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응답은 21%, ‘반등은 확실하지 않다’는 응답은 24%로 집계됐다.

도지코인 가치가 0이 되는 시점을 예상하는 질문에는 △2025년 이후(30%) △내년(12%) △2024년(9%) △
연내(3%)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전문가는 “도지코인은 여기까지 와서는 안 되는 밈(Meme)코인이었
다”며 도지코인을 지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도지코인 가치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 ‘메타토프’ 공동설립자 겸 부
사장 워커 홈즈는 도지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0.40달러(약 520원)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도지코인은 유용성은 거의 없는 상태지만 훌륭한 커뮤니티를 갖고 있다”며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창조적인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내다봤다.

 

파인더, 도지코인 가격 전망

8월 초 파인더는 도지코인 가격 전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전문 패널 54명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도지코
인 전망에 대한 어떻게 생각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널은 도지코인의 가격이 2022년에 약간 상승할 수 있으며 연말에 평균 0.08달러로 예측했습
니다. 도지코인의 가격은 2025년에 약 0.19달러, 2030년에는 0.64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월 조사 결과를 보면 패널은 도지코인의 가격이 올해 말 0.16달러에서 2025년 0.32달러로 올라 7월 최
근 전망에 비해 단기·중기 목표가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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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에 대하여

밈 암호화폐 시바이누·도지코인, 간만에 폭등 랠리 – BTCC

머스크, 비트코인 매각하고 여전히 도지코인 보유 중 – BTCC

도지코인, ‘도지체인’ 덕에 랠리…시바이누 등 밈코인 상승세 – BTCC

시바이누, 도지코인과의 경쟁… 어느 코인 최선일까요?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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