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센트럴랜드(MANA), MANA 코인 란 ? 이는 좋은
투자인가요?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decentraland

디센트럴랜드(MANA)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커뮤니티 기반 가상 세계입니다. 사용자들은 자신만의 땅,
작품,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을 개발하고 소유합니다. 또한 구성원들은 플랫폼의 탈중앙 자치 조
직(DAO)에도 참여합니다.

커뮤니티는 디센트럴랜드 탈중앙 자치 조직을 통해 프로젝트의 거버넌스에 참여합니다. 디센트럴랜드의
기본 가상자산은 MANA이며, 이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의 게임 내 자산입니다.

디센트럴랜드란?

디센트럴랜드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커뮤니티 기반 메타버스 부동산 게임(가상세계)입니다. 이곳에서
사용자들은 자신만의 땅, 작품,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을 개발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즉, 땅을 사고 그
곳에 주택이나 상업시설 등을 올려 이용자들로부터 보상을 받는 등 진짜 현실세계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또 디센트럴랜드 구성원들은 플랫폼의 탈중앙 자치 조직(DAO)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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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초기의 디센트럴랜드는 격자무늬가 세겨진 황무지였습니다.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일찍 알아본 이들
이 이 허허벌판의 땅을 사들이고 개발하면서 단순히 평면의 땅에서 입체적인 도시로 발전한 것이다. 디센트
럴랜드 안에서 아바타들이 입는 옷과 신발과 물건들은 마나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물건들은 모두 고유한 인증값을 지닌 NFT로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고가의
NFT는 아니며 희소성, 수요 등에 따라 몇 천원에서 수 천만 원을 호가하는 등 현실세계와 다름없습니다.

아울러 현실과 똑같이 게임 내에서도 ‘갓물주’가 존재합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임대’의 개념을 이용해 임대
료를 내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내 부지나 건물을 빌려 자신의 상점이나 전시회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목 좋은 상권일수록 당연히 임대료도 높아집니다. 수요가 높은 지역 내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은 BTCC 사이트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디센트럴랜드 작동원리

디센트럴랜드는 가상 현실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온라인 공간입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과는 달리,
플레이어들은 온라인 세계의 규칙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탈중앙 자치 조직은 토큰 보유자로 하
여금 게임과 운영 정책에 대해 직접 투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투자할 수 있는 아이템에서
부터 탈중앙 자치 조직 재단의 투자에 이르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콘텐츠 제작자가 기여의 전체 가치를 소유하고 포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이템과 소포를 거래하는 것 외에도 플레이어는 다른 사람들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게임,
활동 및 삽화로 개인 공간을 채우고 독특한 웨어러블로 아바타를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임 내 수집품은 디센트럴랜드마켓플레이스에서 사고 팔 수 있는 NFT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생성,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사용자는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에 이
러한 토큰을 보관하고 디센트럴랜드 마켓플레이스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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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과 자산을 거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플레이어들은 자신만의 공간을 게임, 활동, 작품으로 채우고 다
른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BTCC 사이트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MANA 코인

디센트럴랜드는 사용자가 플랫폼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LAND와 MANA의 두 가지 토큰을 사용합니다.

MANA 는 개인 사유지를 구매하기 위해 발행된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입니다. 총 발행량은 약
26억 개입니다. 참고로 새로 발행된 땅 문서를 나타내는 LAND 토큰 구매에 사용된 MANA는 소각됩
니다.
LAND 는 디센트럴랜드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아닙니다. 디센트럴랜드 마켓플레
이스에서 MANA를 사용하여 가상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MANA는 디센트럴랜드의 기본 가상자산입니다. 이는 디지털 통화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각 MANA 보유자
에게 디센트럴랜드 탈중앙 자치 조직 내 투표권을 제공합니다.

탈중앙 자치 조직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려면 사용자는 MANA를 랩트 MANA(wMANA)로 전환하고 이를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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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자치 조직에 동결해야 합니다. 각 wMANA는 거버넌스 제안에 대해 하나의 투표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은 거래소에서 MANA를 구매하거나 디센트럴랜드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수집품을 판매하여 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중앙 자치 조직은 자체적인 MANA 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 결정과 운영에 대해 자금을 조달
합니다.

1 LAND는 가로, 세로 10미터인 100 제곱 미터와 같으며, 이는 약 30평 정도입니다. 이러한 1 랜드 위에 제한
없이 어떤 것이든 건설 가능합니다. 창세기 도시(Genesis city)의 경매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자신
이 구입한 토지에서 스크립팅 언어를 사용하여 도박,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
딩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다소 진입 장벽이 높은 플랫폼입니다.

MANA 코인 분배

크라우드세일(ICO): 40%.
디센트럴랜드 재단: 20%.
팀 및 초기 기여자: 20%.
커뮤니티 및 파트너: 20%.

더 많은 내용은 BTCC 사이트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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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코인

랜드의 소유권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 NFT(대체불가능토큰) 기록되어 안전하게 이전, 거래 할 수있습
니다.디센트럴랜드의 랜드 숫자의 상한은 총 90,061개이며 각각의 랜드에는 (x,y)의 이차원 고유 좌표가 부
여 되어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의 땅은 커뮤니티에 영구적으로 소유되어 있기에 창조물을 완벽하게 통제가 가능합니다. 따
라서, 사용자들은 블록체인 기반 원장의 일부분에 가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MANA 코인 시세 분석

MANA코인은 14일(현지시간) 오후 2시 48분 현재 BTCC 거래소 마켓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6.89% 상승
한 0.646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MANA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6017달러에서 최고 0.6474달러까지 치
솟았다.  현재 코인마켓캡 순위는 #46위이며, 실시가총액은 $1,199,592,864 USD입니다. 순환 공급량은
1,855,084,192 MANA코인입니다 및 최대 공급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Decentraland 차트

 �MANA 코인을 투자를 하려면 BTCC에서 MANA/USDT 무기한 선물을 거래해 보세요.

BTCC 가입하고 MANA 선물 거래하기

디센트럴랜드의 마나(MANA)는 20일, 50일, 100일 EMA 이상의 가격 거래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거시 경제 시장이 허용한다면 이 암호화폐의 장단기 추세가 강세임을 보여준다. 최근 시장 랠리가 주춤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MACD 지표는 토큰이 상승세임을 시사합니다. MACD 라인은 신호 라인 위에 있으며 현재 가격이
각 이동 평균보다 높습니다.

RSI 88.61은 토큰이 현재 과매수 상태임을 나타내지만, 거래자들은 추가 투자 전에 거래량을 지켜봐야 한
다.거래량이 7852만 6000달러, 거래량 평균이 3950만 5000달러인 마나가 평균보다 높은 거래량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토큰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은 0.5838 달러에서 0.6015 달러 사이이며, 즉각적인 저항은 0.7082 달러와,
0.7507 달러에서 0.7887 사이의 200일 EMA입니다. 다음 저항은 1달러의 심리적 저항에 이어 이전의 저항
범위인 1.064 달러에서 1.1391 달러입니다.

전반적으로 디센트럴랜드의 마나는 강세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거래 가격은 과매수된 RSI를 보이면
서 저항 가능성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조정 기간이 있을 수 있으며 거래자들은 결정을 내리고 위험
수준을 관리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마나 가격이 현재의 저항선을 간신히 돌파
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1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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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럴랜드 활용 예시

디센트럴랜드는 광고 및 콘텐츠 큐레이션을 포함한 수 많은 활용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디센트럴랜드
의 개발자들은 플랫폼 설계에서부터 블록체인 기반 커뮤니티 내의 새로운 활용 예시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
에 두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다양한 디센트럴랜드의 스크립팅 언어를 사용하여 앱과 3D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
다.

콘텐츠 큐레이션: 디센트럴랜드에는 이웃들이 있으며, 생각이 비슷한 팬들을 불러모으고, 유기적인 커뮤니
티를 성장키고 있습니다.

광고: 이웃들로부터 트래픽이 발생하며, 광고 브랜드는 공간을 구매하고 광고판을 설치합니다.

디지털 수집품: 디센트럴랜드의 마켓플레이스에서 NFT 아이템을 수집, 생성, 거래하여 소유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BTCC 사이트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디센트럴랜드 게임 어떻게 합니까?

1.새롭게 방문한다면 당연히 게스트로 진행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디
센트럴랜드 코인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해당 코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이 좋겠죠.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도 바로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2.계정이 없어도 게스트로 게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아바타를 만들어 보면 좋겠죠.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옷, 액세서리, 신발 등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빨리 게임을 진행해보고 싶은 마
음에 기본 아바타로 설정을 하고 게임에 접속해봤습니다.

3.참고로 게스트로 접속했을 때, 게임에 접속이 안된다면 애드블록을 해제해보세요. 애드블록이 실행되어
있다면 게임 접속이 안되더라고요. 즉, 게임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광고 매체가 적용되어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4.처음에는 이렇게 튜토리얼로 설명해줍니다. 쉬프트를 누르면 달리기와 걷기 상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
다. 기본적으로 FPS 게임처럼 왼쪽 A, S, D, W로 이동을 하고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5.게임 내에 접속하면 다른 곳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옵션과 디센트럴랜드 제네시스 플라자로 이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종의 광장인 셈이죠. 게임에 접속하면 전 세계에서 접속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는 이런 월드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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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럴랜드(MANA)는 좋은 투자인가요?

디센트럴랜드의 탈중앙화적인 특성은 디센트럴랜드 시세에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탈중
앙화란 어떤 단일 개체도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제어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모든 사용자가 네트워크 전반적
인 운영 및 보안에 기여하는 특성을 뜻합니다. 이외에도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것 또한 디센트럴랜드 시세에 반영됩니다.

디센트럴랜드 NFT는 디센트럴랜드 플랫폼의 주요한 사업 모델 중 하나입니다. 디센트럴랜드 사용자
는 NFT를 거래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디지털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디센트럴
랜드 NFT는 많은 사용자의 인기를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현실 세계에서도 가치를 갖는다는 NFT의 특징이 디센트
럴랜드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력입니다.

디센트럴랜드의 마나(MANA)는 20일, 50일, 100일 EMA 이상의 가격 거래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거시 경제 시장이 허용한다면 이 암호화폐의 장단기 추세가 강세임을 보여줍니다. 최근 시장 랠리가 주춤하
기 시작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디센트럴랜드의 MANA 가격은 강세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거래 가격은 과매수된 RSI를 보이면서 저
항 가능성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조정 기간이 있을 수 있으며 거래자들은 결정을 내리고 위험 수준
을 관리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마나 가격이 현재의 저항선을 간신히 돌파한다
면, 가까운 시일 내에 1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 많은 내용은 BTCC 사이트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MANA 코인 전망

MANA 코인 전망 (가격 예측) 2023년

2023년 디센트럴랜드(MANA) 가격 예측에 따르면 MANA 코인 가격은 최고 1.27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
상되어 좋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반면 2023년 최저 가격은 0.52달러, 평균 0.90달러로 추정됩니다.

다른 전문가들 MANA 가격 또 디센트럴랜드(MANA) 가격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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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et Investor는 MANA를 장기(1년) 투자가 부실하다고 보는 MANA 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
았습니다. 2023년 말까지 약 0.0353달러를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투자는 미래에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Crypto Predictions는 2023년까지 MANA 코인이 최고 가격 0.892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MANA 코인의 최저 가격 0.6070달러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에는 평균 가격 0.7141달러가 예
상됩니다.

MANA 코인 전망 (가격 예측) 2024년

디센트럴랜드의 예측에 따르면 토큰은 2024년에 1.14달러에서 1.64달러 사이에서 거래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저 가격은 1.14달러, 최고 가격은 1.64달러가 될 것입니다. 한편, MANA 코인의 평균 가격은 1.39달러일
수 있습니다.

MANA 코인 전망 (가격 예측) 2025년

2025년 MANA 가격 예측에 따르면 디센트럴랜드 토큰의 최소 및 최대 가격은 각각 약 1.45달러 및 2.08달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비해 평균 가격은 1.76달러일 수 있습니다.

MANA 코인 전망 (가격 예측) 2030년

디센트럴랜드의 가격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MANA 코인 평균 가격은 5.72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
니다. 디센트럴랜드의 미래 가격 전망은 올해 전망이 밝아 6달러 이상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MANA 암
호화폐 가격 전망은 가장 좋은 경우 6.7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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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 코인을 구매하는 방법

MANA 코인을 구매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현재 가장 안전하고 추천하는 방법은 가상화폐(암호화
폐) 거래소를 통해 MANA 코인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상 화폐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낯선 사람과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저렴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특히 초보 투자자는 낯선 사람과 쉽게 코인을 구매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글로벌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소개와 관련 글을 통해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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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글로벌 Top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순위 소개 및 추천 – BTCC

MANA 코인을 구매하고 싶다면 가장 큰 거래소인 바이낸스 외에도 BTCC 선물 계약 거래소를 사용해 볼 수
도 있습니다.

MANA 코인은 BTCC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습니다. 리플 투자하려면 BTCC 거래소에서 시작할 수 있습
니다.이제  MANA/USDT 무기한 선물을 BTCC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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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보안에 대한 BTCC의 약속 – BTCC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BTCC 에서 이더리움을 구매하는 방법

단계 1 :

BTCC 앱을 다운로드하고 BTCC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BTCC 거래소에 계정이 없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
해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사용자 가입시 무조건 10 USDD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단계 2 :

로그인 후 BTCC 앱에서 하단 메뉴에서 “시장”을 선택하고 원하는 선물 계약을 선택합니다.

신규 사용일 경우 선물 계약 투자하려면 BTCC 계정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입금 절차는 BTCC 입금
안내ㅣ크게 2가지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BTCC을 참고해 주세요. 초보자일 경우 먼저 모의거래 부터 연
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3 :

선물 계약 페이지를 클릭하면 코인의 추세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매수/매도, 시장 가격, 레버리지 배수, 손
실 정지 리스트를 설정한 후, 아래의 “매수”/”매도” 버튼을 눌러 거래 진행됩니다.

단계4:

목표 계약을 선택하여 매수 (롱) 또는 매도 (숏)를 합니다.

단계5:

시장가 주문으로 매수하고 적절한 레버리지 비율을 선택하고 필요한 로트(lot) 크기를 입력합니다. 또한 이
익 실현 및 스탑리밋 예상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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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tcc.com/ko-KR/btcc-updates/company-news/%eb%b3%b4%ec%95%88%ec%97%90-%eb%8c%80%ed%95%9c-btcc%ec%9d%98-%ec%95%bd%ec%86%8d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988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988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988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988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988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988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btcc-deposit-guid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btcc-deposit-guid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btcc-deposit-guid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btcc-deposit-guide


단계6:

매입 후 개시 성공한 화면을 보게 됩니다.

관련영상:

자세한 거래 가이드는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하단 동영상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BTCC 사이트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BTCC 거래소에 대하여

최근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권에서 이슈가 발생하고, 퍼드가 난무해서 거래소 선택 시에 여러가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보안이 강력한 BTCC거래소

BTCC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신뢰도 높은 거래소 중 한 곳으로 인정 받고 있다고 합니다.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futures-contracts-o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futures-contracts-o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
https://www.btcc.com/ko-KR/academy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2988&utm_campaign=APP_AD2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988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988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988


운영 기간도 이미 10년이 넘는 12년째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이며, 해킹으로 피해를 본 이력도 없다는 점이
유저들이 해킹, 보안 리스크를 염두에 뒀을 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해킹, 보안 이슈에 대해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힘쓰고 있는 점이 해킹 피해 없이 12년동안 안정적
으로 운영해올 수 있었던 저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FTX 등 거래소들과는 다르게 거래소 자체 자금과 고객의 자금을 별도로 분리하고, 다중 서명 콜드 월렛 사
용을 통해 보안을 강화해 해커를 포함한 제3자들이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에 덧붙여서 지속적으로 모의해킹, 외부 해커 의뢰를 통한 시스템 감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 안정성을 강화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한다고 하니,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2.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 보유

규제가 까다롭기로 알려진 북미 미국, 캐나다에서 MSB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유럽에서도 관련 라이센스
를 취득해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만큼, 국제적으로 인증, 감사를 받은 거래소라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
다.

3. 선물 거래량 세계 상위 5위권 유지

코인인덱스 사이트인 코인겍코, 코인마켓캡에서도 선물 거래소 Top 2~5에 BTCC 거래소가 랭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4. 암호화폐 거래 외 주식 활용 토큰화 선물 투자로 분산투자 가능

https://www.fincen.gov/msb-registrant-search
https://www10.fintrac-canafe.gc.ca/msb-esm/public/detailed-information/msb-details/7b226d73624f72674e756d626572223a3136313636352c226d7362526567697374726174696f6e4964223a224d3230373133333436222c227072696d617279536561726368223a7b226f72674e616d65223a224d3230373133333436222c2273656172636854797065223a312c22737461747573436f6465223a317d7d/


BTCC 거래소에서는 미국 주식을 베이스로한 선물 투자도 가능한데요. 해외 주식앱을 활용한 주식 투자가
아닌 주식과 연계된 토큰화된 주식토큰을 통해서 선물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주식과 연계한 토큰 거래는 이제 꽤 일반적이지만,BTCC 거래소의 경우는
주식 외대도 금, 은과 같은 자산도 거래가 가능해, 타 거래소 대비 더 넓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리기 용이한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주식을 베이스로한 토큰화 주식거래의 경우 실제 미장이 열린 시간에만 거래가 가능한 점 주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를 최대 150배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저비용으로 투자하기에는 좋지만, 일반 주식과는 다르게 배
당금은 받을 수 없으니,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한국 투자자들에게 열린 거래소 BTCC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한국에서 마케팅을 중단하고, 제도권 밖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BTCC의 경우는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처럼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문의하고 대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영문으로 채팅하고,
파파고 돌리면서 애쓰지 않고, 간단하게 카카오톡으로 평소처럼 문의를 남기고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페이지:

더 샌드박스(The Sandbox)란? ㅣ 블록체인 게임 소개 – BTCC

더 샌드박스에서 돈 버는 방법! – BTCC

더 샌드박스에서 토지를 구매하는 방법 소개ㅣ초보자 가이드 – 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the-sandbox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the-sandbox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the-sandbox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the-sandbox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make-money-in-the-sandbox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make-money-in-the-sandbox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the-way-to-buy-the-land-in-the-sandbox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the-way-to-buy-the-land-in-the-sand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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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CC 가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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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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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한 암호화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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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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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 ‘챗GPT 플러그인’ 출시…최신 정보 반영, AI판 앱스토어 되나? – BTCC

오픈 AI, ‘GPT-4’ 출시…챗GPT와 차이는? GPT-4 사용법 및 기능 소개

오픈AI, 챗GPT 및 위스퍼 API 출시…챗GPT 비용 90% 절감 가능

본디(Bondee)’란 무엇입니까? 본디의 사용법 소개 – BTCC

구글, 챗GPT 대항마 AI 챗봇 ‘바드(Bard)’ 공식 출시…’바드’ 사용법 소개 – BTCC

챗GPT에 질문…2030년 비트코인 전망은?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
https://www.btcc.com/ko-KR/academy
https://www.btcc.com/ko-KR/academy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988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988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introduction-to-how-to-use-chatgpt-chatgpt-how-to-sign-up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introduction-to-how-to-use-chatgpt-chatgpt-how-to-sign-up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introduction-to-how-to-use-chatgpt-chatgpt-how-to-sign-up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introduction-to-how-to-use-chatgpt-chatgpt-how-to-sign-up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introduction-to-how-to-use-chatgpt-chatgpt-how-to-sign-up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chatgpt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chatgpt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chatgpt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about-chatgpt-plug-in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about-chatgpt-plug-in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about-chatgpt-plug-in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about-chatgpt-plug-in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about-chatgpt-plug-in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about-chatgpt-plug-in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about-chatgpt-plug-in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about-chatgpt-plug-i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open-ai-launches-gpt-4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open-ai-launches-gpt-4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open-ai-launches-gp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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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open-ai-launches-gpt-4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open-ai-launches-gpt-4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openai-launched-chatgpt-and-whisper-api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openai-launched-chatgpt-and-whisper-api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openai-launched-chatgpt-and-whisper-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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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openai-launched-chatgpt-and-whisper-api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openai-launched-chatgpt-and-whisper-api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bondee-introduction-to-how-to-use-bonde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bondee-introduction-to-how-to-use-bonde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bondee-introduction-to-how-to-use-bonde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bondee-introduction-to-how-to-use-bonde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bard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bard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bard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bard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bard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bard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bard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bard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question-to-chatgpt-what-is-the-outlook-for-bitcoin-in-2030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question-to-chatgpt-what-is-the-outlook-for-bitcoin-in-2030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question-to-chatgpt-what-is-the-outlook-for-bitcoin-in-2030


파이코인(PI)이란? 휴대폰만으로 채굴 가능합니까?

파이코인 노드(Pi node)란? 설치 방법 소개!

파이코인 시세 가격 예측 향후 전망 2023

 

(BTCC에서)암호화폐 투자 방법: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비트코인 구입 방법 – (업비트, BTCC) 초보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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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CC 거래소 사용법(입금)

BTCC 거래소 가입 방법 및 이벤트 혜택 정리 – BTCC

BTCC丨거래 시작하는 방법 (가이드)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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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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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겟에서 BTCC로 입금하는 방법 – BTCC

 

투자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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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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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교육 더 보기:

체인링크(LINK)코인 란? LINK 코인 시세 및 향후 전망 보기

라이트코인(LTC)이란? 라이트코인 전망, 호재 및 시세 보기

대시 코인(DASH)이란? 대시 전망 및 용도, 시세 살펴보기

스텔라루멘(Stella)란? 스텔라루멘 전망 및 시세 분석 , 호재 정리

비트코인에스브이(BSV) 란, BTC,BCH와 차이는? BSV 코인 전망은?

엔진 코인(ENJ) 및 엔진이란? 엔진 코인 전망, 시세 및 호재 정리

디센트럴랜드(MANA), MANA 코인 란 ? 이는 좋은 투자인가요?

이뮤터블 X (IMX)코인이란? IMX 코인 용도 및 시세, 미래 전망 보기

플로우(FLOW) 코인이란? 이는 좋은 투자입니까? FLOW 향후 전망은?

팬케이크스왑(CAKE) 코인이란? CAKE 코인 시세, 용도 살펴보기

셀로(CELO) 코인 란? CELO 코인 좋은 투자입니까? 미래 전망은?

퀀텀 코인(QTUM)이란? QTUM 코인 좋은 투자일까? 향후 전망은?

폴카닷(Polkadot) 란 무엇입니까? 폴카닷 생태계 및 전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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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코인(NEO)이란? NEO는 좋은 투자일까요? 향후 전망 및 시세 분석

콘플럭스(CFX) 코인이란? CFX 코인의 용도, 시세 및 전망 살펴보기

CORE 코인, 코어다오란? CORE 코인 에어드랍 참여하는 방법은?

아르위브(AR) 코인 란? AR 코인 시세 및 미래 전망 살펴보기

아비트럼(ARB) 코인이란? ARB 코인 미래 전망 및 시세 분석

다이 코인(DAI)이란 무엇입니까? 丨 코인 소개

레이븐코인(RVN)이란? 호재 및 미래 전망은 ?

ABBC 코인(ABBC)이란 무엇입니까? 코인 호재 및 시세 전망 소개

스테이블 코인(Stable)이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코인 전망은?

USDC( USD 코인 )이란 무엇입니까? 초보자 가이드

금 시세 전망: 2023년 금 값 3000달러 되나? 금 투자 방법 및 전략은?

금 ETF란 무엇입니까? 국내 및 미국 금 ETF 소개, 금 구매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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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주식 살펴보기, 테슬라 주식을 사도 됩니까? 구매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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