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상승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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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Bitcoin, BTC)은 간밤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11% 상승에 힘입어
23,000달러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1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입니다.

비트코인은 출시 이후 변동성이 특징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비트코인은 여러 번의 충돌에서 살아남았으
며 회복을 위해 살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새로운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비트코인(BTC)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는 시장 원인과 관련이 있고 다른 일부는 구축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최초이자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가치가 상승할 때마
다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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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의 영향

비트코인은 주식시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증시 상승에 비트코인도 사승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간반 뉴
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3%, S&P500지수는 2.76%, 나스닥은
3.11% 상승했다.

간밤 뉴욕증시가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오자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진정되며 강하
게 반등했고, 유럽증시도 러시아가 발트해를 관통해 독일까지 연결되는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1을 통한
가스공급을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에 일제히 랠리하면서 비트코인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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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것은 투자자가 자본의 적어도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만드는 주
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제도적(기관) 채택

블록(Block), 마이크로 스트래티지(MicroStrategy), 매스뮤추얼(MassMutual)과 같은 민간 기업들은 모두
BT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했고, 지금은 좋든 나
쁘든 BTC를 준비금의 일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채택은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나 정부가 비트코인을 구매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BTC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 더 많은 개인이 암호화를 채택하도록 장려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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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암호화폐(비트코인) 채택

암호화폐가 채택되는 속도는 가치 상승의 또 다른 원동력입니다. 암호화폐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반 인터넷보다 훨씬 빠르게 채택되고 있습니다.

코인셰어즈(CoinShares)에 따르면 인터넷의 연간 채택률은 63%인 반면, 암호화폐는 연간 113%의 비율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BTC 가격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반감기

비트코인 코드에 내장된 인플레이션 시스템은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반감기”라고 부르는 것에 영향을 받습
니다. 반감기는 블록체인에 210,000 블록이 추가될 때마다 채굴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코드에 작성되어 있으며 대략 4년마다 발생합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율은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17529&utm_campaign=APP_AD2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17529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17529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17529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희소성

비트코인은 코드에 내장된 유통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수에 대한 하드 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채굴할 비트코인이 여전히 있지만, 유통되는 비트코인은 결코 2,100만 개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통제된 공급과 제한된 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상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기고 디플레이
션 통화로 간주합니다. BTC의 공급이 절대 증가하지 않으면 수요가 증가하는 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
다.

 

결론

우리가 보았듯이 수요는 BTC 가격을 이끄는 주요 원인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한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
할 것입니다.

수요는 비트코인 희소성 및 암호화폐 채택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해 주도됩니다.

가장 큰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의 채택과 가격은 암호 화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에
돈을 투자하도록 하여 가격을 높였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여 나머지 암호화 시장을 끌어내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폐이지

비트코인 2만3000달러 돌파, 일주일 간 20%상승…투심 개선 – BTCC

비트코인·이더리움 반등, 가상자산 시장 위기 둔화 – BTCC

이더리움, PoS 전환 임박…이더(ETH) 가격 40% 급등 – BTCC

폴리곤(MATIC), 1주일 간 63% 급등…시총 12위 오르다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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