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 월 런던 하드포크 업데이트가 완료되면서 쾌조의 출발을 알린 이더리움이 

최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논쟁이 불거지면서 

왕좌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논쟁의 발단은 가스비(수수료)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런던 하드포크로 인해 

가스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당초 기대에도 불구하고, NFT(대체불가능토큰) 시장의 

약진 등으로 트랜잭션이 폭증하면서 여전히 가스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가상자산 커뮤니티의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이러한 

이더리움의 가스비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면서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됐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11 월 21 일 

VC(벤처캐피탈)인 쓰리애로우의 쑤주 CEO(최고경영자)가 “과거에는 이더리움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용자가 설 자리가 없는 이더리움의 지지를 

포기했다”는 발언을 하면서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쑤주 CEO 는 왜 이 

정도로까지 강력한 발언을 한 것일까요. 

 

최근 이더리움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업계 관계자들은 가스비 문제 외에도 

개발 속도와 생태계 성장 속도의 저하, 다른 경쟁 프로젝트의 비약적인 성장 

등을 거론하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솔라나, 아발란체와 같은 레이어 1 프로젝트가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면서 기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차지했던 점유율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확장성 프로젝트인 레이어 2 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모색했지만,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레이어 2 의 활성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장 눈에 보이는 가스비 문제까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쑤주 CEO 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한 마디씩 거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이 왕좌를 위협받고 있다고 말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쑤주 CEO 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이더리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시장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유니스왑의 창립자 헤이든 아담스는 “이더리움처럼 탈중앙화를 중시하기보다는 

즉각적인 확장성을 우선하는 레이어 1 을 선호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다만 

쑤주 CEO 의 발언은 이더리움 2.0 과 이더리움 레이어 2 관련 개발에 힘쓰고 있는 

생태계 관계자에게 모욕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헤이든 아담스 창립자는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레이어 1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더리움의 지속가능성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실례라는 말을 한 



셈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힘쓰는 

관계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이더리움보다는 신생 레이어 1 

프로젝트가 기대수익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VC 들이 일부러 이더리움을 비판하고 

다른 레이어 1 프로젝트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쓰리애로우 캐피탈은 이더리움과는 다른 레이어 1 프로젝트인 아발란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VC 들의 포트폴리오도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다른 레이어 1 

프로젝트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이더리움을 비판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는 커뮤니티에서 제기하는 하나의 주장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 사이에서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모두 크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커뮤니티 인플루언서들의 화두가 시장 트렌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이더리움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 귀추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사분석 자료는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회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