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랩트비트코인(WBTC)란 무엇입니까? 丨코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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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트비트코인 또는 WBTC란「Wrapped Bitcoin」의 약칭으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
입니다.

랩트비트코인(WBTC)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 연결고리 성격의 암호
화폐입니다. 랩트비트코인은 비트코인과 1대1로 연동되는 ERC-20 토큰으로 비트코인 보안 솔루션 전문 기
업인 빗고(BitGo), 카이버 네트워크(Kyber Network) 등이 공동 개발했다.

WBTC는 이더리움 네트워크(Ethereum network)를 활용하여 비트코인의 유동성과 범용성을 조합하는 동
시에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 생태계와 결합하여 새로운 응용프로그램과 사용 사례를 제공합니다.

 

랩트비트코인(WBTC)의 작동원리

랩트비트코인은 관리자 모델(Custodian model)을 이더리움에 기반한 비트코인의 토큰화를 구현합니다. 이
것이 의미하는 것은 각각의 랩트비트코인이 존재할 때 동일한 비율(1:1)의 비트코인이 관리된다는 뜻입니
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평판이 좋은 프로젝트들로 구성된 탈중앙자율기구(DAO)가 랩트비트코인 잔액을 공
개적으로 감사하고 또한 다른 관리자, 판매자 , DAO회원 임명 및 개선 제안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랩트비트코인 생태계의 주요 행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인 – 래핑 된 토큰이 나타내는 자산을 보유하는 조직입니다. WBTC의 경우 BitGo는 WBTC를 뒷
받침하는 기본 자산을 보유합니다.
판매자 – 그들은 포장 된 토큰의 분배를 규제합니다. 그들은 포장 된 토큰을 발행하거나 소각 할 수 있
습니다.
사용자 – 그들은 이더 리움 네트워크에서 순환하는 포장 된 비트 코인을 보유하고, 거래하고, 기타 금
융 거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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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트비트코인(WBTC)의 장점

투명성 : WBTC는 비트코인과 1:1 비율로 항상 보장된다. 비축문은 블록체인 상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의사결정 : 중요한 의사결정은 업계 리더들이 참여한 DAO에서 결정된다. 독점 주체없이, 하나의 표준을 만
들기 위해 노력한다.

오픈 참여 : 누구나 WBTC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 DAO멤버, 취급업체로 지원할 수 있다. WBTC는 탈
중앙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실제 동작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랩트비트코인(WBTC)의 특징

• ERC-20 특징

-WBTC는 이더리움의 “ERC-20″의 표준 토큰입니다. ERC-20인 것으로,ERC-20규격의 가상 통화에 호환성
을 가질 수가있습니다.

• 비트코인 가격이 정체되어도 벌 수 있음

-WBTC는 이더리움 규격의 가상화폐이므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장이 아니어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
다. 대표하는 수단으로 들 수 있는 것이DeFi 서비스의 이용입니다.

Make DAO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달러 연동형의 스테이블 코인 「DAI」의 담보 자산으로서 WBTC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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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트비트코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 컨트랙트가 부족하다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비트
코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들이 단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을 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에서의 DeFi 프로토콜에서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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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에서 오리지널 토큰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는 다른 가치 낮은 토큰을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대신
당신의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랩트비트코인 등 서로 다른 암호화폐 토큰을 사용하는 것은 DeFi 프로토콜에서의 유동성을 증가시키
고 성장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구매 방법

많은 공식 판매자가 입찰을 지원합니다.래핑 된 비트 코인. 이러한 판매자 중 일부는 구매자에게 KYC 확인
을 강요합니다. 익명으로 WBTC를 구매하려면 탈 중앙화 거래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BTC를 구매하려면 먼저 입금해야합니다.BTC로 지갑. 구매시 비트 코인은 BTC 지갑에서 차감되고 WBTC
는 WBTC 지갑에 입금됩니다. 거래에는 두 가지 다른 지갑이 있습니다.

 

투자 교육 더 보기:

이더리움 채굴이란? 이더리움 2.0 에도 계속 채굴할 수 있을까?

페이코인(PCI)이란? 2주 안에 재탄생할 수 있을까?

더 샌드박스(The Sandbox)란? ㅣ 블록체인 게임 소개

유니스왑(UNI)이란? 유니스왑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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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시 인피니티(AXS)란 무엇인가요? AXS 코인 전망 분석

다오(DAO)란 무엇입니까? 다오의 참여 방법은?

비트코인 채굴 소개– 비트코인 채굴 방법 및 현황은?

비트코인 채굴 방법 소개– 수익을 낼 수 있는 3가지 방법!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어떤 사람인가요?

하드포크(hardfork)란? 하드포크는 호재일까? 코인 대한 미치는 영향은?

메타버스 관련주 리스트 정리, 메타버스 ETF는? 관련주 투자 전망 및 방법

니어 프로토콜(NEAR) 이란 ?

NFT 코인이란? NFT 코인 종류 정리 및 소개

비트코인 도미넌스 뜻은? 선물 거래에 비트 도미넌스 사용 소개!

위믹스 코인(WEMIX) 은? 국내 4대 거래소 상폐…향후 전망은?

코인 차트 보는 법 소개 (캔들차트)ㅣ 초보자 가이드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you-need-to-know-about-bitcoin-wallet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you-need-to-know-about-bitcoin-wallet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ethereum-mining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paycoi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paycoi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paycoi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the-sandbox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the-sandbox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the-sandbox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uniswap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uniswap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uniswap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table-coi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table-coi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table-coi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ec%97%91%ec%8b%9c-%ec%9d%b8%ed%94%bc%eb%8b%88%ed%8b%b0%eb%9e%80-%eb%ac%b4%ec%97%87%ec%9d%b8%ea%b0%80%ec%9a%94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ec%97%91%ec%8b%9c-%ec%9d%b8%ed%94%bc%eb%8b%88%ed%8b%b0%eb%9e%80-%eb%ac%b4%ec%97%87%ec%9d%b8%ea%b0%80%ec%9a%94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ec%97%91%ec%8b%9c-%ec%9d%b8%ed%94%bc%eb%8b%88%ed%8b%b0%eb%9e%80-%eb%ac%b4%ec%97%87%ec%9d%b8%ea%b0%80%ec%9a%94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ec%97%91%ec%8b%9c-%ec%9d%b8%ed%94%bc%eb%8b%88%ed%8b%b0%eb%9e%80-%eb%ac%b4%ec%97%87%ec%9d%b8%ea%b0%80%ec%9a%94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ec%97%91%ec%8b%9c-%ec%9d%b8%ed%94%bc%eb%8b%88%ed%8b%b0%eb%9e%80-%eb%ac%b4%ec%97%87%ec%9d%b8%ea%b0%80%ec%9a%94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a-dao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a-dao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a-dao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introduction-to-bitcoin-mining-how-to-mine-bitcoin-and-even-a-miner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mine-bitcoi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o-is-vitalik-buteri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hard-fork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hard-fork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hard-fork
https://www.btcc.com/ko-KR/academy/financial-investment/organizing-the-list-of-metaverse-related-stocks-what-is-the-metaverse-related-stock-etf-related-stock-investment-prospects-and-methods
https://www.btcc.com/ko-KR/academy/financial-investment/organizing-the-list-of-metaverse-related-stocks-what-is-the-metaverse-related-stock-etf-related-stock-investment-prospects-and-methods
https://www.btcc.com/ko-KR/academy/financial-investment/organizing-the-list-of-metaverse-related-stocks-what-is-the-metaverse-related-stock-etf-related-stock-investment-prospects-and-method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near-protocol-near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near-protocol-near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near-protocol-near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nft-coin-summary-and-introduction-of-nft-coin-type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nft-coin-summary-and-introduction-of-nft-coin-type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nft-coin-summary-and-introduction-of-nft-coin-type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nft-coin-summary-and-introduction-of-nft-coin-type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bitcoin-dominanc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wemix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wemix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wemix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introduction-to-how-to-read-coin-charts-candle-charts%E3%85%A3beginners-guide


밈 코인이란? 어떤 인기 밈 코인있을까? 향후 전망은?

리플(XRP) 코인이란? 어떤 용도가 있을까? 향후 전망은?

메타버스 관련주 리스트 정리, 메타버스 ETF는? 관련주 투자 전망 및 방법

코스피(200) 야간 선물 이란? 그의 거래시간 및 투자 방법은?

2023년 비트코인 투자 가이드 총 6개 정리 및 코인 거래소 추천

레버리지란 무엇인가요? 가상화폐 레버리지 거래는 방법은?

레버리지/ 마진을 통해 비트코인을 늘리는 방법 (뉴비)

2023 국내 TOP 암호화폐 거래소 리스트 정리 및 해외 거래소 추천

암호화폐 사는 법 소개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익을 냅니다.

마진거래 소개,마진 및 레버리지 어떤 관계? 마진거래 방법은?

비트코인 구입 방법 – (업비트, BTCC) 초보자 가이드

비트코인 레버리지/마진거래 하는법 및 관련 거래소 순위

USDT 구매방법 알아보기, BTCC에서 코인교환 및 계좌이제로 USDT 구매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meme-coin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rippl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rippl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ripple
https://www.btcc.com/ko-KR/academy/financial-investment/organizing-the-list-of-metaverse-related-stocks-what-is-the-metaverse-related-stock-etf-related-stock-investment-prospects-and-methods
https://www.btcc.com/ko-KR/academy/financial-investment/organizing-the-list-of-metaverse-related-stocks-what-is-the-metaverse-related-stock-etf-related-stock-investment-prospects-and-methods
https://www.btcc.com/ko-KR/academy/financial-investment/organizing-the-list-of-metaverse-related-stocks-what-is-the-metaverse-related-stock-etf-related-stock-investment-prospects-and-methods
https://www.btcc.com/ko-KR/academy/financial-investment/what-is-kospi-200-night-future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invest-in-bitcoin-how-to-buy-cryptocurrency-beginners-guid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leverage-how-to-leverage-cryptocurrency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EB%A0%88%EB%B2%84%EB%A6%AC%EC%A7%80-%EB%A7%88%EC%A7%84%EC%9D%84-%ED%86%B5%ED%95%B4-%EB%B9%84%ED%8A%B8%EC%BD%94%EC%9D%B8%EC%9D%84-%EB%8A%98%EB%A6%AC%EB%8A%94-%EB%B0%A9%EB%B2%95-%EB%89%B4%EB%B9%84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the-domestic-top-cryptocurrency-exchange-list-of-domestic-cryptocurrency-exchange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the-domestic-top-cryptocurrency-exchange-list-of-domestic-cryptocurrency-exchange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the-domestic-top-cryptocurrency-exchange-list-of-domestic-cryptocurrency-exchange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buy-cryptocurrency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understanding-margin-trading-what-is-the-relationship-between-margin-and-leverage-what-if-i-proceed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how-to-buy-bitcoi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how-to-buy-bitcoi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how-to-buy-bitcoi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bitcoin-leverage-margin-trading-and-related-exchange-ranking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introducing-how-to-buy-usdt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introducing-how-to-buy-usdt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introducing-how-to-buy-usdt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introducing-how-to-buy-usdt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introducing-how-to-buy-usdt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introducing-how-to-buy-usd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