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T 코인은 무엇인가? 스테픈에 어떤 용도가 있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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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픈(STEPN)은 서로 두 개의 토큰이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린 사토시 토큰 GST와 그린 메
타버스 토큰 GMT입니다. 앞서 GMT 에 대한 소개를 했으니 오늘은 GST를 소개합니다.

 

G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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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GST 토큰은 또한 블록체인에서 탄소 제거 크레딧을 구매하기 위해 기부될 수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
에 대처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탄소 중립 개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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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1)운동화 수리,

채굴을 위해 운동화 장착하고 일정 시간 달리게 되면 운동화의 내구도가 떨어지게 됩니다.해당내구도를 회
복하기 위해 수리하려면 GST가 필요합니다.운동화의 내구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떻이지게 된면 채굴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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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게 때문에 제때제떄 수래해줘야 합니다.

2)운동화 업그레이드

플레이어는 게임 내 GST를 소각하여 운동화를 Lv1에서 Lv 28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업그레이드에 필
요한 토큰의 수는 운동화 레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3)소켓 생성

기본 운동화에는 소켓이 생성되있지 않는데 GST 토큰을 통해 소켓을 생성하여야 운동화의 능력칠르 올릴
수 있는 보석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보석의 업그레이드도 GST 를 가능합니다.

4)운동화 민팅

일반, 녹색 또는 파란색 운동화를 민팅을 할 때 GST토큰을 소모해야 합니다. 민팅 횟수가 늘어날수록 필요
한 토큰 양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5)상품 구매

GST은 앱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ST는 총 공급량이 무제한이며 스테픈 앱을 사용하여
신체 활동을 기록하기만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토큰은 게임 모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사용될 때 소
각됩니다.

 

GST와 GMT의 차이

GST와 GMT는 커플링 되어 있는 토큰입니다. 쉽게 말해 테라 코인의 가치를 루나라는 코인의 발행량을 조
절하여 테라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듯이 GST와 GMT코인은 이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GST
, GMT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스테픈에서 획득이 가능한 코인은 바로 GST 토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GST 보상으로 획득하고 이를 GMT 코인으로 교환하여 현금화하거나 온전한 가상
화폐인 GMT로 보관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GST(게임 내에서 생성되는 토큰), GMT는 GST와 커플
링 코인으로 서로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고 GMT는 SOL 코인으로 시세에 따라 교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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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의 전망

스테픈의 경제 모델의 경우 지속 가능하려면 새로운 사용자가 시장에 진입해야 합니다. 신규 사용자가 없으
면 신발 수요가 줄어들어 신발 가격 하락으로 직결된다. 반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GST의 출력
이 빨라지고 이는 게임 토큰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GST를 소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소비와 산출이 균
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스테픈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고, 공식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새로운 트릭도 점차 프로그램에 대한 사
용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GMT 토큰이란? 구매방법까지 소개 드립니다! – BTCC

GST 시세는 어떻습니까?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일까? – 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out-gmt-toke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out-gmt-toke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out-gmt-token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what-about-the-gst-price-is-it-a-project-worth-investing-in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what-about-the-gst-price-is-it-a-project-worth-investing-in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what-about-the-gst-price-is-it-a-project-worth-investing-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