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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MKR) 란?
메이커(Maker)는 이더리움에서 구현되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미국 달러화 가치 대비 안
정된 “DAI”코인의 운영을 위해 개발된 플랫폼이자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특징
• DAI코인의 가격 안정화는 담보대출(CDP: Collaterized Debt Position)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개인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이더리움(ETH)을 담보로 DAI코인을 대출 받
을 수 있으며, 지급된 DAI코인이 상환되는 순간 스마트 계약은 종료됩니다. 단, 담보 비율
은 100%보다 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DAI코인의 가격이 1달러보다 높을 경우, 계약을 통해 DAI를 생성하려는 사
람이 늘어나게 되며, 1달러보다 낮을 경우, 상환을 통해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들이 늘어
나, 최종적으로 1달러에 맞춰지게 됩니다.
• 반면,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시장의 붕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메
이커는 총 세가지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1. 담보된 이더리움의 가치가 발행된 DAI보다 낮아질 경우 마진콜과 유사한 형태로 계약이
자동 청산되도록 합니다.
2. 이더리움의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메이커토큰(MKR)이 존재하게 되며,
MKR의 홀더들은 담보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지며, 시스템을 규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담보된 이더리움이 DAI의 양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MKR토큰이 생성되고 오픈마켓에 팔리게 되어 부족한 담보를 충당 받도록 합니다.
3. Global Settlement키를 통해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복구하는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수 있
도록 합니다.
• 이러한 3단계의 해결책으로, DAI토큰은 현재까지 미국 달러화 가치에 대한 안정적인 가격
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더리움 생태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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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펙
1) 기본정보

2) 시장정보

암호화폐명

Maker (메이커, MKR)

최초발행일

2017-12-17

소재지

-

합의알고리즘

작업증명(POW)

분류
홈페이지

총발행량

1,000,000 MKR

시장유통량
시가총액
거래량(24h)

668,228 MKR
$733,404,355 ≈ 8,762억원
$6,430,267 ≈ 76억원

통화 및 페이먼트

거래가격(USD)

$733.40

https:/ / makerdao.com

거래가격(BTC)

0.08615990 BTC
▷ 2019-05-23 Coinmarketcap 기준

개발 활동
1) 프로젝트 기본정보 (Github)

watch
51

star
89

워치(watch) 란? 프로젝트의 업데이트를 체크하고 있는 개발자 수.
스타(star) 란? 프로젝트를 즐겨찾기한 개발자 수.
포크(fork) 란? 해당 프로젝트 소스코드를 자신의 저장소에 저장한 개발자 수.

커밋(Commit) 이란? 프로젝트의 내용을 수정(업데이트)한 기록.
컨트리뷰터(Contributors) 란?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수.

2) 기간별 컨트리뷰터 커밋 수 (Github)

※ 프로젝트의 목적 및 산업에 따라 Github 기준 개발 활동량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fork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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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1) 퍼포먼스 데이터
암호화폐 연혁

28개월

지난 30일 변동성

+24.53%

지난 7일 변동성

+ 11.85%

역대 최고가 (USD)
USD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역대 최고가 (BTC)
BTC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누적 수익률
상승 월 비중

$1,687.86
-56.55%
0.18540310 satoshi
-53.57%
+3,304.43%
50.00%

일 최대 하락률

-26.63%

일 최대 성장률

+17.36%

월 최대 성장률

+67.44%
▷ 2019-05-29 CoinCheckup 기준

2) 가격 변동 추이

▷ 2019-05-29 Coinmarketcap 기준

3) 평가 점수 (FCAS)

▷ 2019-06-03 Coinmarketca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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