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 토큰이란? 인기 팬 토큰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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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 및 가치 저장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비트코인(BTC) 및 이더리움(ETH)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보유자에게 축구 클럽, YouTube 페이지, 음악가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멤버십 이
점을 제공하는 팬 토큰(Fan Token)이란 암호화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바로 축구팀에서 발행한 팬 토큰입니다. 트위터가 발표한 2022년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팬 토큰 언
급률이 전년 대비 994% 증가하여 팬이 참여하는 경제 사이클 시스템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팬 토큰이란 무엇입니까? 오늘은 팬 토큰에 대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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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토큰은 ?

팬 토큰은 보유자가 클럽 결정, 보상, 상품 디자인 및 독특한 경험에 대한 투표와 같은 다양한 팬 관련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팬 토큰은 팀과 클럽에서 발행되며 팬 경제의 산물입니다. 팬 토큰의
목적은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팀의 해당 암호화폐를 갖고 있을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팀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유자는 이를 통해 팬과 관련된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NFT와 달리 팬 토큰은 완전히 “대체 가능”하거나 교환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 화폐나 현금과 마찬가지로
토큰을 스포츠 클럽 상품, VIP 경험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팬들이 클럽에 참여하고 독
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에서 나옵니다.

칠리즈 토큰은 맨체스터 시티 팬 토큰, AC 말란 팬 토큰, 유텐투스 팬 토큰 등과 같은 새로운 토큰의 폭발을
일으킨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팬 토큰입니다.

관련페이지:

칠리즈(Chiliz)란 무엇인가요?ㅣ 코인 소개 – BTCC

지금 BTCC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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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원리

팬토큰은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거래가 가능하며 시장의 추세와 당시 유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
다. 사용자가 일정량의 팬 토큰을 획득하면 전자 상거래와 같은 기능 및 좋아하는 클럽과 관련된 다양한 문
제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팬이 팬 토큰을 구매한다는 것은 유니폼 디자인, 프리시즌 투어 장소, 홈경기 입장 음악 등 일상사에 대한 투
표 결정권을 구단이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팬이 더 많은 토큰을 구매할수록 클럽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투표 및 의
사 결정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수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표 프로세스가 공개되고 투명하며 투표 결과
가 변조되거나 삭제될 수 없음이 보장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팬들이 그들이 지지하는 클럽에 더 많은 참여감을 갖게 되며, 그들은 추가적인 자부심과 명
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팬 토큰은 클럽이 발전함에 따라 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팬 토큰은 가장 충성도가 높은 팬으로 구성된 독점적인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들은 팬들에게 클럽 업무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팬 토큰이 많을수록 클럽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팀에 대
한 충성도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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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토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스타와 팬을 연결하는 도구로서 팬 토큰은 항상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스타 수익화 및 크라우드 펀딩의 수단으로 팬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팬들의 권익증빙으로서 스타에게 보다 자유로운 팬 운영이 가능합니다.

3)스타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더 많은 웹 2 사용자가 웹 3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블록체인이 소셜커뮤니티에서 대중으로 범화될 가능성을 담아 팬토큰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팬토큰은 본질적으로 소셜토큰, 즉 소셜파이(SocialFi)로 분류됩니다. 소셜파이는 소셜 토큰과 디파
이(DeFi)를 결합하여 사회적 자본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경로를 제공하며 웹 3.0의 중요한 인터페이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한 팬 토큰의 가치는 제공하는 유틸리티에 따라 다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암호화폐는 다양한 조
직과 개인, 주로 스포츠 클럽에서 출시됩니다. 따라서 팬 토큰이 언급된 조직에 제공하는 해택이 많을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한편 프로젝트에 팬이 많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팬이 많은 조직은 토큰을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BTCC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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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있는 팬 토큰

1.산토스 FC 팬 토큰(STANTO)

SANTOS는 산토스 FC(산투스 푸치보우 클루비 브라질 클럽)의 팬 토큰입니다. 1912년에 설립된 산토스
FC는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승점을 기록한 클럽이자 브라질에서 가장 전통적인 축구 조직 중 하나입
니다.

동시에 세계 축구 역사상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이기도 하며, 킹 빌리, 네이마르, 호드리고 등
스타 선수들을 비롯해 많은 축구 스타들이 소속돼 있다. SANTOS 토큰 보유자는 관련 투표, 상품 구매 및 게
임 티켓 할인, 특별 팬 혜택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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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가총액은 약 2100만 달러, 유통량은 약 15%, 트위터 계정 팔로워는 300만 명입니다.

 

2.OG 팬 토큰(OG)

OG는 2020년 12월에 출시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암호화폐 중 하나인 DOTA의 OG 팀에서 발행한 분석 토큰
입니다.OG 토큰 보유자는 OG에서 발행한 여러 “팬이 결정한” 투표에서 스마트 계약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
니다. OG는 계약상 투표 결과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큰 보유자는 소시오스 플랫폼과 (투표, 콘테스트 및 퀴즈 참여, 같은 생각을 가진 사용자와의 연결/채팅
등) 교류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OG는 2.83달러에서 시작하여 2021년 1월까지 옆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이후 수동 상승을 거치며 OG는
19.2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가상 화폐와 마찬가지로 이 코인은 사상 최저치인 1.18달러
로 하락한 후 최근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mart-contract


 

3.알파인 F1 팀 팬 토큰(ALPINE)

알파인 F1 팀(Alpine F1 Team)은 프랑스의 포뮬러 원 팀이자 제조사이며 자동차 브랜드 “르노”의 F1 팀입
니다. 팀의 팬 토큰인 알파인 F1(ALPINE)은 2022년 2월 바이낸스 런치패드에서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토큰 보유자는 바인내스 팬 토큰 플랫폼에서 투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명된 상품 받기, 드라이버 모임
참여 등의 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LPINE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4천만 달러이고 순환 공급량은 약
28%입니다. 트위터 계정에는 1900만 팔로워가 있습니다.

ALPINE은 바이낸스에서 5.33달러에 개장한 후 2달러로 급격히 하락한 후 9.54달러의 새로운 사상 최고치
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다음 가격은 다시 반등하기 전에 2달러아래로 1.4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
음 3달러에서 횡보하며 최근 포물선처럼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4.FC 바르셀로나 팬 토큰(BAR)

FC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축구 팀이며 가장 많은 라 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FC 바
르셀로나 팬 토큰(BAR)은 팬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소시오스를 통해 2020년 2월 ChiliZ의 팬클럽에서 발행
된 팀의 팬 토큰입니다.

토큰 보유자는 소시오스 플랫폼에서 투표하거나 VIP 게스트로 팀의 홈 경기장에 입장하거나 팀으로부터
서명된 기타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AR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1,956만 달러이며 순환 공급량은 약
10%입니다.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는 4,160만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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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포르투 팬 토큰(PORTO)

FC 포르투(FC Porto)은 포르투갈 최고의 축구팀이자 지난해 2021-22 포르투갈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입니
다. FC 포르토 팬 토큰(PORTO)은 2021년 11월 바이낸스 런치패드에서 팀 관계자가 처음 출시한 팀의 팬 토
큰입니다.

토큰 보유자는 바이낸스 팬 토큰 플랫폼에서 다음 경기에 선보일 워밍업 노래 및 환영 메시지 등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또한 PORTO를 사용하여 팀 클럽의 NFT 블라인드 박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추가
PORTO 보상을 위해 플랫폼에서 스테이징할 수 있습니다.

PORTO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1,795만 달러입니다. 트위터 계정에는 140만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
니다.



 

6.파리 생제르맹 팬 토큰(PSG)

파리 생제르맹은 유명 축구선수 메시가 뛰고 있는 퍼블릭 체인 칠리즈를 기반으로 한 프랑스 최고의 축구 구
단 ‘생제르맹’이 발행하는 공식 팬 토큰입니다. 보유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권리를 향유합니다.

1)팬 토큰으로 투표하여 PSG 주장 완장의 영감을 주는 슬로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VIP 구역에서 경기를 관람하거나 축구팀 경기장에서 백스테이지로 가는 것과 같은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3)클럽 상품에 대한 독점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클럽 상품에 대한 독점 할인 받기 PSG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2,500만 달러이고 순환 공급량은 약 16%이며
트위터 계정은 21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BTCC 가입하기

 

BTCC, 2022년 월드컵 기념에 팬 토큰 선물 계약 출시, 50% 리베이트
가능

4년에 한번 열리는 월드컵이 드디어 개막하여 개최국 카타르와 선수들에게 주목하는 한편, ‘팬토큰’이라는
스포츠팀이 발행한 암호화폐에 관심을 모이고 있습니다.

2022 FIFA 월드컵을 축하해 BTCC에 새롭게 CHZ(칠리즈), PSG(파리 생제르맹), CITY(맨체스터 시티),
JUV(유벤투스), POR(축구 포르투갈 대표)와 ATM(아틀레티코 마드리드) 6개의 팬 토큰이 상장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6개의 인기 있는 팬 토큰 USDT 마진 선물을 상장했으며 이제 웹 및 앱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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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TCC에서 토큰 주식 및 상품 USDT선물도 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토큰 선물은 BTCC가 개발한 혁신
적인 제품이며 사용자는 당사 플랫폼에서 USDT로 주식 및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거래 페어의 세부 정보는 BTCC는 팬 토큰과 토큰 선물을 출시합니다. 거래하고 첫 주 거래 수
수료 50% 리베이트를 누려보세요! 에 참초하시면 됩니다.

��2022년 11월 18일(금)~24일(목)의 기간 중, 상기의 신규 추가된 선물을 거래하면, 50%의 거래 수수료
를 캐시백해 드립니다!

지금 BTCC 가입하기

USDT  계약 거래에 이동하시면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다음 글이나 영상을 보시면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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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뿐마 아니라 BTCC는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최대 3,500USDT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합니
다. 가입 후 30일 이내에 입금액 대비 보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USDT 를 입금하시면 바로 VIP
1로 될 수 있습니다. VIP가 되면 거래 수수료 할인 또 다른 헤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BTCC 가입하기

 

 

관련페이지:

칠리즈(Chiliz)란 무엇인가요?ㅣ 코인 소개 – BTCC

[코인시황] 주간 상승 코인, 칠리즈 트렌드 – BTCC

암호화폐 투자하려면 BTCC 거래소에서 시작해 보세요!

BTCC 거래소는 2011년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설립 후 단 한차
례도 해킹 피해 사례가 없는 강력한 보안을 자랑해 투자자가 보다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감독국(MSB), 캐나다 금용감독국(MSB),  이에 더해 리투아니아의 암호화페 라이센스까지를
확득했습니다. 고객 자산관리에 측면은 BTCC는 다중 서명 콜드 월렛을 사용합니다. 모든 사용자의 자산은
다중 서명 콜드 월렛에 저장되어 제3자, 사이버 해커 또는 도둑의 무단 접근을 방지합니다.업계 최고의 자산
관리로 믿음직한 거래소입니다.

BTCC는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최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최대
3,500USDT 증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200U를 입금하시면 VIP 1로 될 수 있으며 여러 헤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BTCC 가입하기

BTCC에 대하여

★세계 최저 수수료 (0.03%)
★최대 150배 레버리지 제공
★선물 거래량 기준 세계 5위
★무료 모의 거래 가능
★원화입금 지원
★24×7 시간 한국어 고객서비스 제공
★최신 시장 동향 및 투자 교육 제공
★PC/모바일 거래 가능
★다양한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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