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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분산형 P2P 분산 원장 기술(DLT)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거래 기록을 투명하고 불변하게 만듭
니다. 블록체인은 이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비교적 새롭고 흥미로운 기술입니다. 일부에서는 블록
체인 플랫폼이 비트코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블록체인은 많은 수의 비트코인 거래를 기록하는
데만 사용되며 디지털 거래를 위한 별도의 기술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에 투자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중요
한 요소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체인 투자를 위한 팁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회사, 암호화폐 및 프로젝트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
음은 블록체인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팁입니다.

프로젝트가 실제 문제를 해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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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블록체인 기술 영역에 진입하려면 해당 기술을 합법적으로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을 목
표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이자(Pfizer)는 다른 회사와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의약품 재
고를 관리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유효한 제품이 있습니까?

일부 블록체인 투자 프로젝트는 아직 개발 중인 제품이 없습니다. 당신이 투자 프로젝트를 보고 있고 그것
이 사실이라면, 조심하십시오. 제품 개발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험을 증가시키고 프로젝트
투자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프로젝트 스태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경험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항상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또한 마케팅과 판촉에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
를 수집하려면 Twitter 및 LinkedIn에서 주요 개인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검색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다음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로젝트가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까?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시도하고자 하는 다른 회사 또는 이미 비즈니스에 구축된 개인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프로젝트를 따르고 있습니까? 프로젝트가 한동안 지속되었고 파트너십
도 없고 관심도 제한적이라면 주의해서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투자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 그 이상입니다. 이 기술은 이를 사용하는 회사에 데이터의 투명성, 신뢰 및 보안
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블록을 다른 블록에 구축하여 블록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안을 제공합니다.

 



설립된 회사의 주식.

블록체인 기술은 새롭고 다르며 위험합니다. 따라서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이라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
지만 자체적으로 비즈니스가 확립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Microsoft, PayPal 및
Square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ETF

개인 투자자는 블록체인 ETF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장지수펀드는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기술을 사용하여 혁신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소유한 회사에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의 핵심입니다. Tesla는 암호화폐에 상당한 투자를 한 회사의 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