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픈(STEPN)은 시작하는 방법 소개! 여기 보세요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start-stepn

스테픈(STEPN)은 스포츠, 소셜 및 게임 요소를 통합하여 실생활 활동을 통합하는 게임파이(GameFi)프로
그램입니다. GameFi 게임 프로그램에서 NFT 운동화를 착용하고 현실 세계에서 야외에서 걷거나, 조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함으로써 사용자는 게임 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획득하고 수입을 얻고 게임 무브 투 적립
의 개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스테픈의 독특하고 건전한 게임 디자인은 커뮤니티에서 점차 토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테픈의 사용법을 소개합니다.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futures-contracts-on-btcc?utm_source=GW_SEO&utm_medium=apdf&utm_campaign=apdf_banner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start-step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tep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tep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gamefi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gamefi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nft%eb%9e%80-%eb%ac%b4%ec%97%87%ec%9d%b8%ec%a7%80-%ec%86%8c%ea%b0%9c%ed%95%b4%ec%a4%80-3%ea%b0%80%ec%a7%80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2022-introducing-top-10-global-cryptocurrency-exchange-rankings-never-miss-it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2022-stepn-gmt-token-price-predictio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start-stepn


스테픈이란

M2E 프로젝트 스테픈(STEPN)은 스포츠, 소셜 및 게임 요소를 통합하여 실생활 활동을 통합하는 게임파
이(GameFi) 프로그램입니다. GameFi 게임 프로그램에서 NFT 운동화를 착용하고 현실 세계에서 야외에
서 걷거나, 조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함으로써 사용자는 게임 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획득하고 수입을 얻고
게임 무브 투 적립의 개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스테픈 사용자들은 NFT 형태의 운동화를 장착하고 걷거나, 뛰거나, 움직임으로써 스테픈에서 사용되는 통
화인 GST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획득한 GST는 운동화의 레벨을 올리고 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백서에 따르면, GMT는 솔라나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픈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스테픈 내에서 아이템을 업그
레이드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테픈의 거버넌스 변경을 위한 투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
습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스테픈 가입하기

스테픈 설치 및 등록

단계 1 : 구글플레이스토어(갤럭시)나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스테픈‘또는’STEPN’으로 검색 후 어플을 설
치합니다. 설치 후 어플을 실행합니다.

단계 2 : 스테픈 앱을 실행 후 가입할 아이디(이메일)를 입력 후 Email verification code(이메일 인증 코드)
항목 옆(Send code)를 클릭합니다.

단계 3: 아이디로 입력한 이메일 받은 메일함에서 인증코드를 확인합니다. 이메일로 받은 인증코드 6자리
입력 후 ‘로그인’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 4: 스테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코드(Activation Code)가 필요하다. 앱에 ‘Start’버튼 하단의
‘Get activaton code’ 클릭 후 [GO] 버튼을 클릭합니다.스테픈 커뮤니티는 텔레그렘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
며 각 언어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방을 찾아 들어가서 코드 요청합니다. 관리자분들이 링크를 주
고 링크 클릭하면 코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갑 만들기

1) 앱을 실행한 후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지갑(Wallet) 아이콘을 클릭하고 새 지갑 만들기(Create)를 선
택합니다.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tep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tep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nft%eb%9e%80-%eb%ac%b4%ec%97%87%ec%9d%b8%ec%a7%80-%ec%86%8c%ea%b0%9c%ed%95%b4%ec%a4%80-3%ea%b0%80%ec%a7%80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gst-token-what-are-the-uses-in-steppe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gst-token-what-are-the-uses-in-steppen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18320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18320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18320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18320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18320&utm_campaign=APP_AD1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18320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18320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18320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tep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start-step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a-cryptocurrency-wallet-bitcoin-wallet-a-guide-for-beginners


2) 시스템은 12개의 영어 단어가 포함된 일련의 개인 키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 문자열은 나중에 비밀번
호를 잊어버리거나 새 장치에서 지갑을 가져와야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중요 알림: 이 문자열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쉽게 누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3) 지갑 생성이 완료되면 SPL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SOL 또는 USDC를 전송하고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NFT 운동화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로 일부 SOL을 지갑에 보관해 두십시오.)

스테픈에 SOL 토큰 입금

지갑 주소를 획득한 후 거래소에서 구매한 SOL 토큰을 스테픈으로 전송(입금)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진입
후 스테픈 지갑 주소를 입력하여 스테픈에 SOL을 입금합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스테픈 운동화 구매하기

스테픈 참여하려면 운동화 필수입니까?

스테픈을 참여하려면 신발을 꼭 필요(구매)해야 합니다. 신발 NFT는 스테픈 앱 안에서 사용되는 GST 코인
을 지급받기 위하여 최소한 1켤레 이상이 필요합니다.로드맵에 보면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신
발을 구입하지 않고 빌려서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 되기 전까지는 1결레 이상의 신발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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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입금 완료 후 스테픈 마켓으로 이동하여 운동화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장바구니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마켓프레이스로 이동합니다. 아이템은 운동화의
관련 속성과 가격을 자세히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BUY”를 클릭하여 구매를 완료합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운동화(신발) 유형

NFT 운동화 한 켤레를 소유하는 것은 스테픈의 첫 번째 단계이며 플레이어는 신발 상자를 열거나 시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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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픈에는 신발이 총4 종류가 존재한다.

워커(1-6km/h)
조거(4-10km/h)
러너(8-20km/h)
트레이너(1-20km/h)

 

신발 유형에 따른 운동 속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조거 신발은 시속 5~9km의 가장 적합한 속도이므로 보
상 토큰 GST를 얻는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운동 습관에 따라 운동화 종류를 고를 수 있다.

초보자 플레이어는 처음에 1일 동안 2개의 에너지만 갖게 되며, 2의 25%는 러닝화를 구매하기 6시간 전에
회복됩니다. 이는 0.5 에너지와 같습니다. 동일한 에너지 소비에서 결과는 트레이너 > 러너 > 조거 > 워커입
니다.

 

운동화 속성

스테픈의 모든 신발은 효율성(Efficiency), 행운(Luck), 편안함(Comfort), 내구성(Resilience) 4가지의 속
성이 있습니다.

효율성(E)은 운동화의 기본 수익 외에 사용자가 벌 수 있는 GST의 양을 결정한다. 효율성이 높을수록 소비
한 에너지당 더 많은 GST을 사용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L)은 사용자의 슬롯에 미스터리 박스가 얼마나 자주 나타날지를 결정한다. 미스터리 박스는 에너지를
소모해 이동 시 랜덤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박스를 오픈하면 GST 토큰이나 젬 등을 받을 수 있다.

편안함(C)은 사용자가 버프를 받을 수 있는 빈도를 결정한다고 하나, ’22년 3월 현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탄력성(R)은 운동화의 내구성을 결정합니다. 에너지를 소모해 운동화를 사용하면 운동화의 내구성이 감소
되는데(최대 100), 복원력이 높을수록 내구성이 좋아져 수리 횟수가 줄어든다. 운동화의 내구성이 각각 50%
및 20% 아래로 떨어지면 운동화는 “닳은(마모)” 패널티를 받아 운동화의 효율성을 최대 값의 각각 90% 및
10%로 감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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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과 속성 외에도 신발 한 켤레에는 희귀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Common(커
먼), 녹색으로 표시된 Uncommon(언커먼), 파란색으로 표시된 Rare(레어), 보라색으로 표시된 Epic(에픽),
주황색으로 표시된 Legendary(전설)입니다. 희귀도는 운동화의 스탯 값에 영향을 미치며 제작 시 무작위로
분배됩니다. 즉, 같은 레어리티의 운동화라도 속성 분포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스페픈 코인 이코노미: GST 및 GMT
스테픈 앱은 이중 토큰 이코노미 모델로 운영되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자
가 얻을 수 있는 토큰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바로 GMT와 GS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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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ST 토큰

그린 사토시 토큰(GST)은 스테픈 생태계의 유틸리티 토큰이자 게임 토큰으로, NFT 운동화 수리, 업그레이
드 및 제작하는 데에 사용됩니다.플레이어는 스테픈 앱에서 걷기 / 달리기 / 보행 모드를 통해 GST를 얻을
수 있습니다.또 플레이어는 앱 마켓플레이스에서 NFT 운동화를 판매/대여할 수 있습니다.

GST 코인은 발행량이 무제한이며, 생태계에서 게임 토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인센티브에 포커스가
맞춰진 토큰입니다.

2)GMT 토큰

GMT 토큰(그린 메타버스 토큰)은 STEPN의 기본 토큰으로 고급 기능을 갖춘 결제 토큰입니다. 스테픈은
토큰 발행 및 폐기 메커니즘을 통해 GMT 발행을 제어하여 GMT의 가치를 높입니다.

또한 GMT 토큰은 생태계에서 거버넌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GMT 토큰이 스테픈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토큰으로서 매일 1만 솔라나 이상 가치를 지닌 GMT를 소각해 최
대 2600만 달러 가치를 소각한다고 밝히며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ST 토큰 얻는 방법

스테픈 운동화 유형은 4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당 얻을 수 있는 GST 토큰의 양은 운동화 종류에 따라 다
릅니다.

자신의 걷는 속도, 달리는 속도에 맞는 운동화를 선택하고 매일 운동하면서 딱딱하고 가상 통화 GST를 벌
어 갑시다.

또한 그 이상의 레벨의 커먼·레어등의 운동화를 사용했을 경우, 1에너지당의 GST 토큰은 상승합니다.

스테픈 운동화의 보유 수에 따라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최대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운동화를 추가로 구입하여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효율
적으로 가상 통화 GST를 벌 수 있습니다.

스테픈의 운동화 3켤레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에너지의 총량은 4가 되어,20분 동안 운동할 수 있으며 초기
값의 2배입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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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픈, 제네시스 홀더에 GMT 에어드랍

커뮤니티 환원의 일환으로 스테픈이 제네시스(Genesis) 홀더에 GMT 에어드랍을 하고 뉴 호라이즌 이니셔
티브(New Horizon Initiative)를 시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제네시스 스니커즈 등급마다 분배되는 GMT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커먼(Common): 4000 GMT,

언커먼(Uncommon): 8000 GMT,

레어(Rare): 16000 GMT,

에픽(Epic): 32000 GMT.

이번 기브어웨이 스냅샷은 지난 2월 12일 0:00 UTC에 진행됐습니다. 스테픈 제네시스 스니커즈는 가장 희
귀한 NFT 스니커즈로, MOOAR 무료 멤버십 액세스 및 cross-realm OG 스니커즈 에어드랍 등 특전을 제
공합니다. 제네시스 스니커즈 총 수는 2만개이며, 이벤트, 소셜 미디어 콘테스트를 통해 계속해서 제네시스
스니커즈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스테픈 신발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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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픈 신발 레벨업을 위해서는 2가지 토큰 사용됩니다. 걸으면서 채굴이 되는 GST 와 GMT 코인으로 위 사
진 표처럼 각 레벨별로 소비가 이풔집니다.

일반적으로 업할 레벨의 숫자만큼의 GST만 들어가지만 5,10,20,29,30 레벨 구간별로 대량의 토큰이 소모됩
니다.

스테픈 민팅

최대 7번의 민팅이 가능하고 민팅을 거듭할 수록 민팅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민팅 0 회짜리 신발은 민
팅3-4회 짜리 신발보다 당연히 비쌉니다. 민팅 횟수가 2-3회짜리로 괜찮은 신발을 찾아보세요. 저렴하게 구
입할 수 있어서 첫 신발로 추천드립니다.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gst-token-what-are-the-uses-in-steppe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out-gmt-token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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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픈, 새 게임 모드 ‘백워킹’

스테픈(GMT)은 1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게임 모드인 ‘백워킹(Backwalking)’을 출시를 발표했습니
다.

백워킹 모드는 보조 모드로 작동하며 24시간마다 한 번 활성화됩니다. 사용자는 5분 동안 해당 모드를 활성
화할 수 있고, 기존 사용하지 않던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해당 시간 동안 GST를 두 배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GM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스테픈은 “우리는 백워킹 모드에 대한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면서 “신청자는 한 달 동안 기능을 체험
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테픈 호재

현재 80%의 이용자가 스테픈을 떠났지만 20%는 남았습니다.이들은 오히려 지금이 스테픈을 시작하기 좋
은 타이밍이라고 설명합니다.

1. 진입 장벽 낮아졌다

스테픈에서 토큰을 채굴하려면 운동화 NFT가 필요한데, 당시 운동화 하나의 가격은 13~17솔라나로 당시
160~200만 원이 있어야 운동화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운동화가 하나 밖에 없다면 하루 10분밖에 채
굴을 못하고, 수리비로 많은 돈이 들어가기에 20분 채굴을 위해 운동화 3개는 마련해야 했습니다. 결국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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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야 본격적인 채굴을 준비할 수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지금 커먼 등급의 운동화 NFT는 개당 1.2 솔라나, 한화로 5~6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만큼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유저들의 설명입니다.

2.GST 및 GMT 채굴 기능 출시 예정

스테픈이 유틸리티 토큰이었던 GST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토큰인 GMT가 채굴(어닝·Earning)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한 겁니다.

스테픈 측에 따르면 채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레벨 30 운동화가 필요하며, 앱을 GST에서 GMT 획득
모드로 전환하면 된다. 운동화는 0세대부터 3세대까지 나뉜다. 0세대는 클래식으로 해당 스니커즈 레벨이
30에 도달하며 GMT 채굴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세대 ‘레인보우’, 2세대 ‘레인보우 플러스’, 3세대 ‘레인
보우 인피니트’ 등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추후 도입될 예정입니다.

수익율은 해시율 작동 개념과 유사하게 순간마다 GMT 코인을 적립하는 사용자 수에 따라 1분 간격으로 바
뀝니다. GMT의 총 공급량은 고정돼있으며, 획득 가능한 수량도 일정합니다.

관련페이지:스테픈, GMT 채굴 기능 출시…GMT 소폭 반등 – BTCC

3.스테픈 v0.8.11 출시

스테픈(GMT)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STEPN 0.8.11 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버전에는 앱 내에
서 다크모드를 지원하고 일부 버그들이 개선됐습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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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T 코인 구매하려면—BTCC 거래소

현재 GMT 코인은 BTCC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습니다. 코인 투자하려면 BTCC에서 시작해 보세요! 이
제 GMT/USDT 무기한 선물을 BTCC에서 최대 50배 레버리지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BTCC 가입혜택

BTCC는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가입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지금 가입하면 30일
이내에 입금액 대비 최대 3,500USD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USDT 를 입금하시면 바로 VIP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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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습니다. VIP가 되면 거래 수수료 할인 또 다른 헤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 인증 시에 최대 10USDT를 받으실 수 있고, 첫 거래를 인증하시면 50USDT를 받으실 수 있습니
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BTCC 거래소 추천 이유?

BTCC거래소에 토큰화 주식 및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BTCC 계정에 USDT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사용자
는 금, 은과 같은 가장 인기 있는 상품과 테슬라(Telsa),구글(Google)애플(Apple), 메타(Meta) 및 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와 같은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큰화 선물은 토큰화 주식 및 토큰화 상품 선물 등을 포함하여 BTCC가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입니
다. 사용자는 주식 및 상품 거래를 위해 다른 전통적인 주식 거래소에서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USDT를
사용하여 BTCC에서 주식 및 상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강한 보안성 가진 BTCC 거래소

2011년 설립된 BTCC 거래소는 단 한차례도 해킹 피해 사례가 없는 강력한 보안을 자랑해 투자자가 보다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미국 금융감독국(MSB) 및 캐나다 금용감
독국(MSB), 리투아니아의 암호화페 라이센스까지를 확득했습니다. 고객 자산관리에 측면은 BTCC는다중
서명 콜드 월렛을 사용합니다. 모든 사용자의 자산은 다중 서명 콜드 월렛에 저장되어 제3자, 사이버 해커
또는 도둑의 무단 접근을 방지합니다. BTCC 거래소는 업계 최고의 자산관리로 믿음직한 거래소입니다.

풍부한 유동성 및 호가창(오더북)

거래소 선택의 중요한 포인트는 유동성입니다. 소형거래소들의 경우는 호가창이 얇아서 매수, 매도가 원하
는 호가에서 원활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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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C는 코인게코 기준 세계 3위의 거래소로 풍부한 유동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BTCC는 코인 시세를 확인
할 수 있는 호가창을 추가하며 풍부한 유동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거래량이 많을 때 거래자는 제품의 현재 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포지션이 오픈될 가능성이 큼 거
래소의 거래량은 주문가격 편차와 보류 주문량을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호가창에 있는 각 가격 간의 가
격 차이가 작을수록, 사용자의 주문이 최상의 가격으로 체결될 때 사용자의 거래 손실이 줄어들 수 있습니
다.

보류 중인 주문량이 클수록 거래소는 사용자로부터 모든 시장의 주문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BTCC는 최고의 거래량을 자랑합니다. 대량 주문도 최상의 가격으로 체결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모의 거래
기능을 사용하여 BTCC의 거래량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BTCC 거래소

12년 보안 무사고
암호화페 라이센스를 확득한 믿음직한 거래소
전세계 규제 준수
세계 최저 수수료 (0.03%)
최대 150배 레버리지 제공
선물 거래량 기준 세계 5위



무료 모의 거래 가능
풍부한 유동성 및 오더북
토큰화 주식 및 암호화폐 출시
원화입금 지원
24×7 시간 한국어 고객서비스 제공
최신 시장 동향 및 투자 교육 제공
PC/모바일 거래 가능
다양한 이벤트

더 많은 내용은 BTCC 뉴스 및 BTCC 아카데미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관련 페이지:

스테픈, 제네시스 스니커 보유자 대상 GMT 에어드랍 예고…GMT,GST 일체히 반등 – BTCC

신규 상장: 폴리곤(MATIC) &amp; 스테픈(GMT) – BTCC

GST 시세 분석, 이 것은 투자할 만한 코인일까? – BTCC

스테픈(GST/GMT), 7월 뉴스 정리 – BTCC

GST 코인은 무엇인가? 스테픈에 어떤 용도가 있을까? – BTCC

GMT 토큰이란? 구매방법까지 소개 드립니다! – BTCC

스테픈 GMT 토큰 가격 예측-2022년 – BTCC

X to Earn 무엇입니까 ? 상상이상의 발전 – BTCC

게임파이(GameFi)란 무엇입니까?ㅣ 초보자 가이드 – BTCC

 

핫한 암호화폐 소개:

ChatGPT(챗GPT) 사용법 소개, 어떻개 가입합니까? – BTCC

Chat GPT 란? ‘구글의 시대 끝났다’평가 나온 그는 할 수 있는 일? – BTCC

챗GPT에 질문…2030년 비트코인 전망은?

MS, 챗GPT 기반 ‘빙’ 검색 엔지 출시…새 빙(Bing) 사용법은? – BTCC

파이코인(PI)이란? 휴대폰만으로 채굴 가능합니까?

파이코인 노드(Pi node)란? 설치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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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코인 시세 가격 예측 향후 전망 2023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하이스트리트(HIGH)란? 이는 좋은 투자일까? – BTCC

두들스2 란? 출시하자 거래량 폭증…웨어러블 생성 방법 소개 – BTCC

(BTCC에서)암호화폐 투자 방법: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어떻게 BTCC에서 비트코인(BTC) 선물 거래를 합니까? – BTCC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하여 – BTCC

2023년 비트코인 투자 가이드 총 6개 정리 및 코인 거래소 추천 – BTCC

암호화폐 사는 법 소개-안전하고 편리하게 돈을 벌다 – BTCC

비트코인 마진 (거래소) 란? 그의 거래하는 방법(레버리지) 소개 – BTCC

비트코인 레버리지/마진거래 하는법 및 관련 거래소 순위 – BTCC

마진거래 이해하기,마진 및 레버리지 어떤 관계? 마지건래 진행하면? – BTCC

레버리지/ 마진을 통해 비트코인을 늘리는 방법 (뉴비) (btcc.com)

[가상화폐] 마진거래와 선물거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BTCC

레버리지란 무엇인가요? 가상화폐 레버리지 거래는 방법은? – BTCC

코인 차트 보는 법 소개 (캔들차트)ㅣ 초보자 가이드 – BTCC

비트코인 쇼트(Short) 하는 방법

비트코인 vs 주식,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 BTCC

[2023] 글로벌 Top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순위 소개 및 추천

국내 TOP 코인 거래소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리스트 정리

 

BTCC 거래소 사용법(입금)

BTCC 거래소 가입 방법 및 이벤트 혜택 정리 – BTCC

BTCC丨거래 시작하는 방법 (가이드)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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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C 입금 안내ㅣ크게 2가지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BTCC

USDT 구매방법 알아보기, BTCC에서 코인교환 및 계좌이제로 USDT 구매 – BTCC

바이비트 출금: 바이비트에서 BTCC 거래소로 리플(XRP)출금 – BTCC

업비트 출금: 업비트에서 BTCC거래소로 XRP(리플) 출금 – BTCC

빗썸 출금: 크게 2가지 빗썸 출금 방법 소개 – BTCC

비트겟에서 BTCC로 입금하는 방법 – BTCC

투자가이드:

구글 알파벳A,C 주가 및 투자 궁금이라면,여기 구글 주식 전면 소개

‘인공지능 미래’ 챗GPT 돌풍에, AI 관련주 급등…’핫’한 종목은? – BTCC

‘챗GPT 열풍’에 네이버 ‘서치GPT’-카카오 ‘코GPT’ 에 대해 알아야 할 것 – BTCC

금 시세 전망: 2023년 금 값 3000달러 되나? 금 투자는? – BTCC

콜 옵션, 폿 옵션 뜻은? 이들의 매수 매도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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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시세 전망: 2023년 금 값 3000달러 되나? 금 투자는?

테슬라 주가 전망 2023-2030년, 테슬라 주식은 좋은 투자입니까?

코스피(200) 야간 선물 이란? 그의 거래시간 및 투자 방법은?

 

투자 교육 더 보기:

도지코인(DOGE) 시세 분석 및 가격 전망 2023~2030

2023년 에이다(ADA) 코인 가격 전망 (예측) 및 시세 분석

솔라나 SOL 가격 전망(예측) 분석 2023~2030…솔라나 좋은 투자입니까?

도지코인(DOGE) 시세 분석 및 가격 전망 2023~2030

이오스 가격 시세 분석 및 전망 2023 년

이오스(EOS)란 무엇입니까?ㅣ 코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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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X 코인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합니까? (feat. dydx 거래소)

테라 코인 전망, 테라 루나 클래식 LUNC 코인 전망 2023년

알고랜드(ALGO)란? 이는 좋은 투자인가요? 향후 전망은?

메인넷 출시한 앱토스(Aptos)란 무엇입니까?

코스모스(ATOM)란?ㅣ코인 소개

바이낸스 코인(BNB) 가격 시세 및 전망 2023~2030

시바이누 코인 시세 분석, SHIB 코인 가격 전망 202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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