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밈 코인이란? 어떤 인기 밈 코인있을까? 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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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밈 코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도지코인처럼 엄청난 상승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밈
코인(meme)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밈 코인은 주로 유명인사들을 통해 세상의 관심을 끌었
으며 인기가 높아지면서 잠재 고객과 연결하고 유기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마케팅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밈 코인 종류에는 도지코인, 시바이누 등을 포함한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밈 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밈 코인이란?

밈 코인(meme)은 인터넷과 SNS에서 밈이나 농담에서 영감을 얻어 구축된 암호화폐입니다. 인기 있는 밈
코인의 대부분은 개를 테마로 하지만 특정 유명인, 정치인, 음식 및 인기 영화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고 제작
된 것도 있습니다. 밈 코인은 “블루칩” 프로젝트보다 기술 및 솔루션과 크게 상관없이 재미, 유머 및 커뮤니
티 참여에 더 편향되어 있습니다. 밈 코인은 재미있고 유머감각이 넘치고 친근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문화의 기본 단위인 밈은 개인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공동체 행동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처음 만들어진 밈 코인은 도지코인 (DOGE)입니다. 2013년 패러디로 시작된 DOGE는
일본 시바 이누의 인기 있는 도제 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밈 코인은 휘발성이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커뮤니티 중심이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지지와
FOMO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격은 또한 트레이더들이 다음 밈
코인으로 관심을 돌리면 예상치 못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밈 코인의 또 다른 특징은 공급량이 많거나 무제한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바 이누(SHIB)
는 총 1,000조 개의 토큰을 공급하고 있는 반면, DOGE는 최대 공급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1,000억 개 이
상의 토큰이 이미 유통되고 있습니다. 밈 코인은 일반적으로 동전을 태우는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공급
량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명해 줍니다. 1달러만 있으면 수백만 개의 밈 토큰을 살 수 있습니
다.

지금 BTCC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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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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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dogecoin-price-forecast-202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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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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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 코인의 역사

2021년, 두 개의 개 관련 밈 코인인 도지코인 (DOGE)과 시바이누(SHIB)는 소셜 미디어의 과대 광고 덕분에
포물선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20년 말 게임스톱(GME)과 AMC 엔터테인먼트(AMC)의 “메메스톡” 사가 이후 시작되었는
데, 레딧 커뮤니티는 이 주식의 가격을 몇 달 만에 100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021년 1월, 레딧 그룹은 GME와 동등한 암호화를 만들기 위해 DOGE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농담을
했습니다. 그 추세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트윗의 영향과 함께 DOGE 가격이 반등했다. 도제코인은 5
일 만에 2,000% 이상 상승하며 0.73달러(약 1억 원)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일론 머스크는 TV에서 공개적으로 DOGE에 대해 농담을 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다음의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몇 상인들은 “도그코인 킬러” SHIB와 같은 시장
에 있는 다른 밈 코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동시에, 일반 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되기를 희망
하면서 밈 코인으로 FOMO를 만들고 있었고, 이것은 또 다른 밈 코인을 촉발시켰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밈 코인을 매력적으로 여기는 또 다른 이유는 밈 코인의 가격이 보통 몇 센트에서 심지어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동전들은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낮은 가격은 큰 의
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밈 코인을 수백만 개 보유하는 것은 ETH나 BTC의 일부를 보유하
는 것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트레이더들은 단돈 몇 달러로 수천 또는 수백만 개의 DOGE, SHIB 또는 아키타
이누(AKITA) 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가장 큰 암호 화폐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밈 코인은 이미 암호화 분야의 한 힘이 되어 상장된 100 여개 코인을 상장되었습니다. 밈 코인 시가총액은 
17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도지코인은 90억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으로 1위를 차지했고, 2021년 가장 많이
인기를 얻은 시바이누는 뒤를 이었다.

 

인기 밈 코인 살펴보기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가장 알아야 할  밈 코인 8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utm_campaign=APP_AD1_2481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81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81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81
https://www.btcc.com/ko-KR/academy/financial-investment/what-about-tesla-stock-introduction-to-tesla-cycle-future-outlook-and-investment-method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bi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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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지코인(DOGE)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utm_campaign=APP_AD2_2481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81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81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81


도지코인은 장기적으로 구매하기 가장 좋은 밈코인 순위 1위입니다. 도지코인(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Billy Markus와 Jackson Palmer에 의해 2013년에 만든  P2P 오픈 소스 암호화폐입니다. 도지코인은 시바
견의 이미지를 사용해 알트코인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도지코인은 라이트 코인(Lite Coin)의 포크로서, DOGE는 동일한 작업증명(Proof of Work) 메커니즘을 채
택하고 있고 최대 공급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한편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탈중앙화된 암호화
폐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온라인에서 빠른 송금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의 특징은 DOGE 채굴이 일부 경쟁 코인보다 쉽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의 또 다른 특징은 인플
레이션입니다. DOGE는 최대 공급량이 없습니다. 도지코인은 폭 넓은 평가와 2021년 강세장으로 인해 2021
년 5월 총 시가총액이 8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시가 총액이 90억 달러에 달성해 유통량은 1,300억 달러 이
상입니다.

도지코인을 투자하려면 BTCC에서 시작해 보세요!BTCC 거래소는 2011년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
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설립 후 단 한차례도 해킹 피해 사례가 없는 강력한 보안을 자랑해 투자자
가 보다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감독국(MSB), 캐나다 금용감독국(MSB),  이에 더해 리투아니아의 암호화페 라이센스까지를
확득했습니다. 

관련페이지:도지코인(Dogecoin)란 무엇인지? 초보자위한 설명 – BTCC

�도지코인(DOGE/USDT) 구매하기

지금 BTCC 가입하기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dogecoin-explanation-for-beginner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litecoinlt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proof-of-work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eb%b8%94%eb%a1%9d%ec%b2%b4%ec%9d%b8%ec%9d%b4%eb%9e%80-%ea%b7%b8-%eb%92%a4%ec%97%90-%ec%88%a8%ea%b2%a8%ec%a7%84-%ea%b8%b0%ec%88%a0
https://www.fincen.gov/msb-registrant-search
https://www.fincen.gov/msb-registrant-search
https://www10.fintrac-canafe.gc.ca/msb-esm/public/detailed-information/msb-details/7b226d73624f72674e756d626572223a3136313636352c226d7362526567697374726174696f6e4964223a224d3230373133333436222c227072696d617279536561726368223a7b226f72674e616d65223a224d3230373133333436222c2273656172636854797065223a312c22737461747573436f6465223a317d7d/
https://www.fincen.gov/msb-registrant-search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dogecoin-explanation-for-beginner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dogecoin-explanation-for-beginner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dogecoin-explanation-for-beginner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dogecoin-explanation-for-beginners
https://www.btcc.com/ko-KR/trade/perpetual/DOGEUSDT?utm_source=GW_SEO&amp;inviteCode=%20&amp;utm_medium=article&amp;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trade/perpetual/DOGEUSDT?utm_source=GW_SEO&amp;inviteCode=%20&amp;utm_medium=article&amp;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trade/perpetual/DOGEUSDT?utm_source=GW_SEO&amp;inviteCode=%20&amp;utm_medium=article&amp;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2. 시바이누(SHIB)

시바 이누(SHIB)는 밈 코인 중의 하나로 DOGE의 라이벌이며 종종 “도지코인 킬러”라고 불립니다. SHIB는
또한 일본의 개 품종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2020년 8월에 료시라는 익명의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졌
습니다. DOGE와 SHIB의 주요 차이점은 후자는 1,000조 개의 토큰을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그 중
50%는 소각되어 자선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SHIB의 생태계는 또한 분산형 거래소, NFT 아트 인큐베이
터, NFT, NFT 게임을 포함합니다.

개 주제에 뒤지지 않기 위해, 시바 이누는 생태계에서 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WoofPaper”(백서)에 따
르면 시바 이누는 탈중앙화 암호화폐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커뮤니티 프로젝트입니다.

SHIB 생태계는 시바스왑이라는 탈중앙화 거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바스왑에서 SHIB와 다른 암호
화폐를 거래하거나, 퍼피풀에 “파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스마트 계약으로 토큰을 “베서”하여 SHIB와 다
른 두 개의 ERC-20 토큰인 LEASH와 BON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LEASH는 시바 이누(Shiba Inu)가
만든 두 번째 토큰으로 원래 도지코인의 가격을 추적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ERC-20 토큰으로
변경했습니다.BONE은 일종의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시바이누 코인 시세는 거대한 암호화폐 공간과 보조를 맞추며, 올해 3월 경에 0.000026까지 내려갔다가 최
근에는 0.0000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관련페이지: 시바이누(SHIB)는 무엇인가요? – BTCC

�시바이누(SHIB/USDT) 구매하기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hiba-inu-shib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hiba-inu-shib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erc-20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hiba-inu-shib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hiba-inu-shib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hiba-inu-shib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shiba-inu-shib
https://www.btcc.com/ko-KR/trade/perpetual/SHIBUSDT?utm_source=GW_SEO&amp;inviteCode=%20&amp;utm_medium=article&amp;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trade/perpetual/SHIBUSDT?utm_source=GW_SEO&amp;inviteCode=%20&amp;utm_medium=article&amp;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trade/perpetual/SHIBUSDT?utm_source=GW_SEO&amp;inviteCode=%20&amp;utm_medium=article&amp;utm_campaign=lynn2481


지금 BTCC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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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페페코인(PEPE)

페페코인(PEPE)은 유명한 온라인 밈 중에 하나인 ‘개구리 페페’를 이용해 만든 이더리움 기반 가상자산(암
호화폐)이며 4월16일(현지시간) 출시했습니다. 개구리 페페(Pepe the Frog)는 미국의 작가 맷 퓨리(Matt
Furie)가 지난 2005년 만든 만화 Boy’s Club에 등장한 개구리 캐릭터입니다. 미국 커뮤니티 포첸(4chan)은
물론 국내에서도 다양한 합성 이미지로 사용되며 ‘밈 대장’으로 불리곤 하며 이모티콘 등으로 자주 활용됐
습니다. 이후 지난 2016년 크립토 아트 프로젝트인 ‘레어 페페’를 포함해 블록체인 업계에서 수많은 밈을 양
산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홍콩 시위에서 독재 정권과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자유의 아이콘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페페 개구리는 종종 인간으로 변형되며, 대부분 초롱초롱한 볼록한 눈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몸에 맞는
비교적 고전적인 것은 슬픈 개구리(Sad Frog), 느낌이 좋은 개구리(Feels Good Man) 등이 있습니다.

페페 개구리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으며, 한때는 외면당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고전적인 상징이되었
고 우여곡절이 많다고 할 수있는 끝까지 ‘점프’해 왔습니다.

페페코인 보유자 수도 폭등세에 따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통계사이트 이더스캔에 따르면 페페코
인 보유자 수는 출시 이틀 만에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페페코인 측은 이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강
아지 밈 코인(도지코인, 시바이누) 시대는 가고, 이제 페페코인의 시대가 왔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밈 코인 열풍 불은 페페코인(PEPE) 란? 그의 리스크 및 향후 전망은?

�페페코인(PEPE/USDT)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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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BTCC 가입하고 15,000USDT 받으세요

 

4.도지론 마스(Dogelon Mars)

도지론 마스(Dogelon Mars)는 이더리움 및 폴리곤의 개 테마 밈 코인입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및 Floki
Inu와 같은 다른 성공적인 개 동전의 예를 따릅니다.

도지론 마스는 2021년 4월 23일에 출시되었지만 설립자나 프로젝트의 백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틸리
티 측면에서 ELON는 다른 암호화 토큰과 다르지 않으며 구매, 판매 및 암호화 지갑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작 공급량은 1조 ELON 토큰입니다. 개발자들은 암호화 토큰의 절반을 이더리움 공동 설립
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에게 보냈으며 Shiba Inu의 홍보 스턴트를 복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들은 ELON 토큰의 약 43%를 인간의 수명 연장에 전념하는 자선 단체인 Methuselah Foundation에 기부
했습니다. 해당 재단은 2021년 5월에 이러한 토큰을 최소 1년 동안 판매하지 않고 ELON의 장기적인 가치
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지론 마스는 강력한 팔로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밈 코인을 다루는 트위터에서 55만여 명의 팔로워가
있고 텔레그램에서 90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ELON의 가치는 올해 3월 경에 0.0000009달러였고,
현재는 0.000000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관련페이지:Dogelon Mars란? 그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ㅣ 코인 소개 – BTCC

지금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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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베이비도지 코인(Baby Doge Coin)

베이비도지 코인(Baby Doge Coin)은 오리지널 도지코인(DOGE)의 ‘자식(child) 코인’으로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밈 암호화폐입니다.

베이비 도지코인은 2021년 6월 1일에 출시됩니다. 웹사이트나 백서에는 개발 팀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설립
자는 Save Lands와 Pawz도 설립한 Christian Campisi라고 합니다. Campisi는 베이비 도지코인 커뮤니티
를 대상으로 한 비디오를 업로드했으며 2021년 7월에 자신을 암호 화폐의 창시자라고 말했습니다.

베이비 도지코인의 초기 공급량은 420페타 토큰이었지만 거의 43%(180페타)가 소각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개발팀은 월 단위로 토큰을 계속 소각했습니다. 코인 소각은 공급을 관리하고 잠재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키
는 방법이지만 항상 가격 인상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베이비 도지코인은 BSC(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를 기반으로 하는 BEP-20 암호화 토큰입니다. 거래 수수료
가 낮고 처리 시간이 짧은 다른 많은 블록체인보다 더 빠른 속도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베이비 도지코인이란? 일주에 100% 이상 급등…미래 전망은?

지금 BTCC 가입하기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utm_campaign=APP_AD2_2481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81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81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81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baby-doge-coi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baby-doge-coi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dogecoin-explanation-for-beginner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baby-doge-coin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6.밀라디(Milady) 밈코인 LADYS

밀라디(Milady) NFT의 밈 코인 LADYS는 지난주 일론 머스크가 해당 밈코인 관련 트윗을 공유했을 때 큰
반향을 불러 이르켰으며, 그 전까지 최대인기 밈코인으로 부상한 PEPE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상태가 됐습
니다.

LADYS 토큰 개발자의 설명에 따르면 토큰은 Milady Maker NFT의 제작자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해당 토
큰은 우리가 사랑하고 인정하는 NFT 프로젝트에 대한 찬사일 뿐입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Milady NFT 컬렉션의 밈 코인인 LADYS입니다.LADYS는 완전히 밈
적으로 최적화된 백색 알약의 토큰입니다. LADYS는 또 다른 밈 코인이 아닙니다. LADYS는 자체 구성한 밈
코인입니다. LADYS는 카르마, 매력, 아름다움의 포인트입니다. LADYS는 영향력의 축적입니다.

밀라디(Milady) 밈 코인은 LADYS이고, LADYS는 밀라디의 밈 코인입니다.

한편, 토큰뷰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 밀라디 밈코인(LADYS)의 트랜잭션 수가 40,200건
을 기록해 직전일 대비 118.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날 활성 주소 수는 14,000개로, 전날 대비
120.5% 늘었습니다.

⇒밀라디(Milady) 밈코인 LADYS 란? LADYS 코인 구매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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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타마도지(TAMA)

신규 ‘밈 코인’인 타마도지 코인은 암호화폐 침체기임에도 ‘차세대 도지코인’으로 입소문을 타며 놀라운 성
장을 거두었습니다.

타마도지(TAMA)는 메타버스와 P2E 게임의 개념을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흥 밈 코인 P2E 탈중앙
화 게임 플랫폼입니다. 게임은 1990년대 인기 모바일 게임인 타마고치(Tamagochi)를 기반으로 하며 사용
자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NFT로 생성되는 애완 동물 조련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타마도지 세계관의 모든 펫과 아이템들은 NFT로 구현됩니다. 이는 각각 애완동물들은 NFT 고유의 특징과
스탯을 지니고 태어나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이 펫을 새끼 때부터 키울 수 있게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
년까지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면 턴제 배틀 게임에 투입할 수 있고, 이때 타마도지가 지닌 고
유의 특징과 스탯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TAMA 코인은 ERC-20 토큰이며, 타마도지 게임의 네이티브 토큰이기 때문에 일반 밈코인에 비해 효용성
이 높습니다.

관련페이지:

타마도지(TAMA)란 ? 차세대 도지코인이 되겠어?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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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도지, 신규 ‘밈코인’으로 등장…그의 생태계 및 구매 방법 소개! – BTCC

지금 BTCC 가입하기

 

8.빅아이즈 코인(Big Eyes Coin)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tamadoge-appeared-as-a-new-mimcoin-introducing-his-ecosystem-and-purchasing-method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tamadoge-appeared-as-a-new-mimcoin-introducing-his-ecosystem-and-purchasing-method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utm_campaign=APP_AD2_2481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81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81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81


빅아이즈 코인은 다양한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만든 프로젝트이며 독점 산업에서 탈중앙화 금융(DeFi) 생
태계로 부를 옮기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밈 코인입니다.빅아이즈 코인은 정부의 제약에서 벗어나 피어 투
피어(peer-to-peer)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해 탈중앙화했습니다.

빅아이즈 코인은 모네로와 같은 익명 시스템으로 개인 정보 보호도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되
고 있습니다. 익명성 블록체인은 제3자가 거래와 관련된 암호화 주소를 식별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누구도
거래 내역을 볼 수 없어, 비밀 거래에 가장 적합합니다.

빅아이즈 코인은 철저하게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플랫폼과 상호 작용하기 위
해 어떤 형태의 KYC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신원이 절대 밝혀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빅아이즈 코인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영감을 받아, 백서에 해양 환경 보호를 약속하며 해양 환
경 보호 단체 ‘시 셰퍼드’에 기부하기 위해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관련페이지:주목 받은 빅아이즈 코인(BIG) 란 무엇입니까? 그의 용도는?

지금 BTCC 가입하기

 

8.세이프문(SafeMoon)
세이프문의 설립자들은 반사, 연소, LP(유동성 공급자) 인수라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진 분산형 금융 토큰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토큰노믹스와 자동 유동성을 결합하여 NFT(Non-Functible Token) 개발에
초점을 맞춥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은 그것을 교육과 암호 플랫폼에 대한 자선 프로젝트로 사용합니다. 세
이프문 보유자의 수익력은 보유 토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이프문 프로토콜은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그 존재를 확대하여 사용자들이 그들의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밈코인은 많은 주요 거래소들이 나열하고 있는 만큼 도게코인이나 시바이누보다 더
야심찬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defi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defi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ethereum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big-eyes-coi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big-eyes-coi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big-eyes-coin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세이프문은 판매 후 토큰에 가해지는 압력을 제거하기 위해 정적 반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의 백서에서는 이 자산을 HODL하는 세이프문 보유자들을 위한 인센티브인 “리플렉트 메커니
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의 자동 LP는 토큰 홀더들에게 최저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안정
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상 전략은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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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 코인은 인기 있는 이유

밈코인이 인기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대광고

커뮤니티 문화의 정서적 동요와 밈 코인의 모멘텀을 크게 높이는 내러티브 주제의 우연한 영향입니다. 2020
년 말 두 전설적인 밈 주식인 게임스톱(GME)과 AMC Entertainment (AMC)가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 공매
도를 당했습니다. 한 달 후, 유명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레딧(Reddit)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에 맞서 당시
GME 주식의 시장 가치와 동일한 암호화폐를 만들 계획(도지코인이 100배 이상 비싸짐)을 농담으로 제안했
습니다. 예기치 않게 이 농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 최고 경영자는 나중에 소셜 미디어
에 트위터를 통해 도지코인의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켰습니다. 도지코인의 가격은 5일 만에 2000% 이상 상
승하여 개당 0.7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포모(FOMO)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 약칭으로 누락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암호 화폐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
해 야심 찬 투자자는 잠재적인 프로젝트에서 이익을 얻고 싶어할 것이며, 이는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의 잠
재적인 성공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밈 코인의 경우 과대 광고 후 가격 상승은 FOMO 및 더 많은 과대 광고에 의해 강화됩니다. 이 추세가 지속
되는 한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밈 코인의 미래 전망

현재 밈코인의 높은 밸류에이션 붐은 주로 소셜 미디어 및 투자자의 감정과 관련이 있으며 과대 광고의 결과
는 일시적입니다. 거래자가 새로운 밈 코인으로 전환하면 현재 밈 코인의 가격이 예기치 않게 폭락할 수 있
습니다.

현대의 밈코인은 발전의 방향을 바꾸고 주요 가치 원천인 밈 문화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지
코인은 주요 소매 플랫폼에서 유연하고 탈중앙화 지불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일론 머스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utm_campaign=APP_AD1_2481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81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81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81


크 설립한  ‘보링컴퍼니(Boring Company)’가 미국 전역에 건설 할 지하 고속터널 ‘ 루프’ 결제 시스템에 도
지코인을 추가했으며 우주탐사 기업에도 ‘스페이스X ‘ 제품을 도지코인(DOGE)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
원합니다.

밈 코인 프로젝트는 밈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NFT, 게임파이(GameFi) 및 메
타버스, 이러한 상호 연결된 개념은 밈 프로젝트에서 악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대중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격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밈 코인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
며 지난 몇 년 동안 개념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전망했다.

지금 BTCC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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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다른 디지털 화폐에 비해 밈 코인의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나 투자는 고위험에 해당합니다.
밈 코인은 지역사회에 의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의외로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손실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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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BTCC 가입하기

 

밈 코인을 구매하는 방법

현재 BTCC 거래소에 도지코인 및 시바이누,PEPE 등 밈 코인을 상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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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소개와 관련 글을 통해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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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gamefi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metavers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metaverse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utm_campaign=APP_AD2_2481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81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81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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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2022-introducing-top-10-global-cryptocurrency-exchange-rankings-never-mis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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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2022-introducing-top-10-global-cryptocurrency-exchange-rankings-never-miss-it


페페코인을 구매하고 싶다면 가장 큰 거래소인 바이낸스 외에도 BTCC 선물 계약 거래소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BTCC 거래소에서 PEPE/USDT 무기한 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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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다운로드 및 가입

다음 QR 코드를 스캔하고 링크를 통해 iOS 및 안드로이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애플 다운로드 QR 코드       /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QR 코드

                

BTCC 거래소는 실명인증을 완료해 유저들이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강화를 하였으며 출금한
도를 높히는 것 또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핸드폰번호 이메일 인증등으로 출금 시 2단계 인증이 진행되고 로그인 기록까지도 확인이 가능합
니다. 회원가입 또한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 BTCC 거래소 가입 방법 및 이벤트 혜택 정리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https://www.btcc.com/ko-KR/trade/perpetual/PEPEUSDT?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trade/perpetual/PEPEUSDT?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https://www.fincen.gov/msb-registrant-search
https://www.fincen.gov/msb-registrant-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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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0.fintrac-canafe.gc.ca/msb-esm/public/detailed-information/msb-details/7b226d73624f72674e756d626572223a3136313636352c226d7362526567697374726174696f6e4964223a224d3230373133333436222c227072696d617279536561726368223a7b226f72674e616d65223a224d3230373133333436222c2273656172636854797065223a312c22737461747573436f6465223a317d7d/
https://www10.fintrac-canafe.gc.ca/msb-esm/public/detailed-information/msb-details/7b226d73624f72674e756d626572223a3136313636352c226d7362526567697374726174696f6e4964223a224d3230373133333436222c227072696d617279536561726368223a7b226f72674e616d65223a224d3230373133333436222c2273656172636854797065223a312c22737461747573436f6465223a317d7d/
https://www.fincen.gov/msb-registrant-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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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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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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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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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crypto-basics/how-to-join-btcc-and-introduce-event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join-btcc-and-introduce-events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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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C 거래소에 대하여

1.선물 거래량 세계 상위 5위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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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암호화폐 거래 외 주식 활용 토큰화 선물 투자로 분산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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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utm_campaign=APP_AD1_2481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81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81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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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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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모의거래 시스템 지원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현물 위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선물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도 계실텐데요. 물론 BTCC를 포함한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자세한 튜토리얼과 매뉴얼을 제공하지만, 익숙
하지 않은 UI/UX로 큰 비용의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BTCC 선물거래소에서는 투자자들이 선물거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모의투자시스템을 제
공해서, 모의 거래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연습할 수 있게해서, 실제 선물 거래 시 실수를 최소화 하면서 다양
한 선물 트레이딩 관련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BTCC 가입하고 15,000USDT 받으세요

 

관련페이지:

도지코인, 7일만에 100% 급등…1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까? – BTCC

[밈 코인]도지코인과 시바이누의 차이가 뭘까? – BTCC

주목할만한 4개의 가상화폐 프로젝트 소개 – BTCC

도지코인(Dogecoin)란 무엇인지? 초보자위한 설명 – BTCC

시바 이누(SHIB)는 무엇인가요? – BTCC

도지코인(DOGE)의 미래는? 전문가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 – BTCC

도지코인 VS 시바이누 트렌드,머스크 트위터 인수에 DOGE 20% 급등 – BTCC

시바이누, 도지코인과의 경쟁… 어느 코인 최선일까요? – BTCC

더 많은 내용은 BTCC 뉴스 및 BTCC 아카데미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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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C 가입혜택(한정 이벤트)

BTCC는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가입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지금 가입하면 입금
액 대비 최대 15,000USD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USDT 를 입금하시면 바로 VIP 1로 될 수 있습
니다. VIP가 되면 거래 수수료 할인 또 다른 헤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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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페이지:

암호화폐 선물 거래란? BTCC 4가지 선물계약 유형 소개! – BTCC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BTCC丨거래 시작하는 방법 (가이드) – BTCC

BTCC 입금 안내ㅣ크게 2가지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BTCC

 

투자 교육 더 보기:

이더리움 채굴이란? 이더리움 2.0 에도 계속 채굴할 수 있을까?

페이코인(PCI)이란? 2주 안에 재탄생할 수 있을까?

더 샌드박스(The Sandbox)란? ㅣ 블록체인 게임 소개

유니스왑(UNI)이란? 유니스왑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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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시 인피니티(AXS)란 무엇인가요? AXS 코인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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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오(DAO)란 무엇입니까? 다오의 참여 방법은?

비트코인 채굴 소개– 비트코인 채굴 방법 및 현황은?

비트코인 채굴 방법 소개– 수익을 낼 수 있는 3가지 방법!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어떤 사람인가요?

하드포크(hardfork)란? 하드포크는 호재일까? 코인 대한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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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 프로토콜(NEAR) 이란 ?

NFT 코인이란? NFT 코인 종류 정리 및 소개

비트코인 도미넌스 뜻은? 선물 거래에 비트 도미넌스 사용 소개!

위믹스 코인(WEMIX) 은? 국내 4대 거래소 상폐…향후 전망은?

코인 차트 보는 법 소개 (캔들차트)ㅣ 초보자 가이드

밈 코인이란? 어떤 인기 밈 코인있을까? 향후 전망은?

리플(XRP) 코인이란? 어떤 용도가 있을까? 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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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200) 야간 선물 이란? 그의 거래시간 및 투자 방법은?

2023년 비트코인 투자 가이드 총 6개 정리 및 코인 거래소 추천

레버리지란 무엇인가요? 가상화폐 레버리지 거래는 방법은?

레버리지/ 마진을 통해 비트코인을 늘리는 방법 (뉴비)

2023 국내 TOP 암호화폐 거래소 리스트 정리 및 해외 거래소 추천

암호화폐 사는 법 소개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익을 냅니다.

마진거래 소개,마진 및 레버리지 어떤 관계? 마진거래 방법은?

비트코인 구입 방법 – (업비트, BTCC) 초보자 가이드

비트코인 레버리지/마진거래 하는법 및 관련 거래소 순위

USDT 구매방법 알아보기, BTCC에서 코인교환 및 계좌이제로 USDT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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