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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이코인 재단 측에서 가상자산 파이코인(PI)이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 및 거래가 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투자자 혼란이 가중되고 되지만 더 많은 투자자들 파이코인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파이코인은 모바일 스마트폰 유휴 자원을 통해 코인을 채굴하는 것을 콘셉트로 내세운 가상자산이다. 추천
인 제도가 있고, 추천인을 많이 모을수록 채굴 속도가 빨라집니다.

본문은 파이코인에 대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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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ko-KR/academy/crypto-basics/what-is-pi-coin


파이 네트워크

파이 네트워크(PI) 프로젝트는 2019년에 시작되었으며 2022년 3월 14일 FUBT 거래소에 자체 암호화폐 파
이코인을 상장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만들어 모바일 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채
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파이코인을 이용자들이 채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파이네트워크의
비전은 PI를 통하여 세계 최고의 개인 대 개인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고 파이코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2022년 3월 15일 파이 네트워크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00만 명의 두 배가 넘는 3300만 명의 사용자를 증가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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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코인(PI)이란?

파이코인(PI)은 세계 최초로 모바일로 한 사람당 하나의 계정으로만 채굴할 수 있는 가상화폐입니다. 파이
코인은 핸드폰 애플이케이션으로 쉽게 채굴하고 또 코인을 보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의 중앙화 되
어 있는 디지털화폐나 기존 은행 시스템의 장벽을 부수고 누구나 채굴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는 “모바일 채굴”에 중점을 둔 특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앱을 다운로드하고
하루에 한 번만 클릭하면 파이코인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파이 네트워크의 프로젝트 화폐이기
도 합니다.

사용자는 파이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고 파이의 신뢰 네트워크를 높이기 위해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일반 대중이 사용하고 획득하기 어렵지만,  배포를 통
해 전히 코인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파이코인은 안전하고 위조가 불가능한 탈중앙화 코인으로 대용량의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
니다.  파이 코인의 가치는 정기적인 채굴 보상의 반감기를 통해 달성되는 희소성에 페깅되어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를 받으세요

파이코인의 시작

파이 프로젝트의 개발은 2018년 초에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원 두 명이 암호화폐 채굴에 혁명을 일으키기로
결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비싼 장비와 높은 수수료 없이 채굴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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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채굴의 어려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신들이 완
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백서 공개 후, 이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세계 수학의 날인 ‘파이데이’(2019년 3월 14일)에
자체 앱을 출시했습니다. 활성 사용자의 수는 2019년 6월에 10만 명에 도달했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350만
명 이상이라는 극적인 증가를 보였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 따르면 올해 3월 사용자의 수는 3300만 명에 도
달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핵심 팀에는 2018년에 이 프로젝트를 설립한 두 명의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원들이 속해 있
습니다. 기술 책임자인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는 스탠포드 대학 최초의 분산 응용 프로그램 강사입니다.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고칼리스는 블록체인 기술이 존재하기도 전에 스마트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제품 책임자인 쳉디아오 판 박사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춘 컴
퓨터 인류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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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원리

파이코인은 대량의 전기를 소모할 필요가 없이 작업증명을 사용하는 암호화폐이다.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
지 않고도 휴대전화에서 채굴할 수 있는 분산형 모바일 기반 마이닝으로 환경 친화적입니다.

파이코인은 비트코인(BTC)처럼 암호화폐 지갑에 디지털 화폐가 보관되고 분산 기록방식을 통해 검증되며
알고리즘은 스텔라합의 프로토콜(SCP)과 연합 비잔틴 합의(FBA)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SCP에서 PI 노드는 각 네트워크 사용자가 3~5명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안 서클이나 그룹을 형성합
니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신뢰 네트워크를 만드며 보안 서클은 신뢰할 수 있는 노드에서 거래를
승인한 경우에만 공유 원장에서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쟁방식의 합의를 하는 비트코인과 달리 메세지로 투표를 통한 합의 방식을 적용하여 많은 전력소모
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또한 파이코인은 추천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초대한 사용자 수에
따라 자신의 코인 채굴량이 소폭증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BTCC 가입하기

파이(Pi) 생태계

Pi 백서와 비트코인 등 프로젝트를 비교해 보면 Pi 프로젝트의 경제모델과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추천인과 피추천인이 서로 해시레이트 바이러스 방식의 마케팅에 기여하는 방식은 현재
의 경제모델의 틀에 대한 인식을완전히 타파하였습니다.

Pi의 생태계는 블록체인 커뮤니티 경제 코스를 걸으면서 고도의 자치, 고도의 자유와 공유의 정신을 추구합
니다. 최근 Pi 공식 앱은 전 세계 전문가를 모집해 생태발전에 기여하거나 마이너마다 생태건설이나 커뮤니
티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TH와 EOS 생태계에서는 Pi만큼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Pi의 채굴
자는 사용자이자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빈도와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상태급 블록체인 프로젝트
는 휴대폰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블록체인의 고속 발전 속도에 의해 도태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화폐
는 법정화폐든 암호화폐든 사용자 기수가 계속 증가하고, 사용되는 빈도와 횟수가 증가해야만 이 통화는 더
많은 사용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BTCC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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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코인 추천인 제도

앞서 업급한 듯이 파이코인은 추천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대된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코인의 채굴도 증가합니다.

그럼 왜 파이코인은 추천인 제도를 운영합니까?

2019년 파이코인이 출시되었을 때 가상화폐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파이코인의 인
지도를 높이기 위해 조기 사용자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파이코인(PI)을 연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자연스럽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추천인으로 다른 사람을 추천하여 그 사람이 채굴을 하게 되면 기본 채굴속도 0.1파이/h에서 0.12파이/h 로
증가하게 됩니다. 한사람당 0.02파이/h 씩 증가하며 추천한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더욱 빠른 속도로
채굴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별히 본인이 다른사람을 추천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의 추천인을 사용하는지도 매우 중요
합니다. 본인을 추천한 추천인이 채굴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채굴 속도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추천인이나 사용하는 것보다는 파이 채굴을 열심히 해 줄 유튜버나 블로거의 추천인을 사용
하는 편이 꾸준한 채굴 속도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본인을 추천한 추천인을 포함한 본인이 추천한 사람들을 모두 아울러 어닝팀(Earning Team) 이라
고 합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처음 추천인 설정 후 변경할 수 없으며 추천인이 채굴을 꾸준히 해야 그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코인 용도

1.거버넌스

파이 네트워크는 DAO(탈중앙화 자율 조직)를 보유하고 파이코인은 DAO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사용될 것
으로 보입니다. 파이코인 보유자는 네트워크 제안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거래 수수료

파이코인은 파이 블록체인을 구동합니다. 즉, 토큰이 프로토콜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모든 온라인 거래는 토큰을 사용하여 유료화되고 결제됩니다. 스마트 계약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개발팀
은 파이코인을 보유해야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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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굴 능력

현재 파이코인은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데 사용되며, 로그인하고 “My” 버튼을 클릭하
여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사용자가 파이 앱에서 쉽게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4.비트코인 모델을 사용하여 희소성 균형 조정

비트코인의 상한은 2100만개입니다. 이로 인해 디플레이션과 희소성이 생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BTC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또한 파이코인의 채굴력을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이 모델을 활용합니
다. 이것은 채굴자가 네트워크 보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능한 수입을 줄입니다

그러나 파이 네트워크는 기여자가 보유한 리소스 수에 대신 기여자에게 보상함으로써 이러한 부족함의 균
형을 조정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또한 개인이 다른 프로토콜과 같은 여러 장치 대신 단 하나의 장치에서 마
이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 인구의 더 많은 샘플이 파이코인을 소유하도록 합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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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코인 채굴방법 및 보상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금 투입 없이 모바일 앱에 24시간마다 주문할 수 있는 조
작을 통해 하루 최소 파이코인이 20여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파이(Pi) 채굴자로서 파이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개척자(Pioneer) ,기여자(Contributor),대
사(Ambassador ),노드(Node)의 4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사용자 레벨의 차이가 채굴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백서에 설명된 대로 파이 네트워크 의 현재 단계는 두번째 단계에 있으며, 1단계에서는 모든 화폐가 공식적
인 중심화 서버에 저장되고, 2단계에서는 테스트 그리드를 위해 사용자가 자신의 노드를 설정할 수 있으며,
테스트가 완료되면 3단계인 메인넷이 가동되고 채굴이 중단되며 사용자가 채굴한 파이코인을 회원들과 공
유가 가능하며 거래소에 상장되어 USA달러나 비트코인 등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파이코인 보상

파이코인의 총 공급량 = M(채굴 보상, 참가자 수에 따라 결정, 상한 1억 명) + R(고정 비율로 초대 보상) +
D(개발자 보상, 기여자 행동에 따라 증가, 상한 없음)

참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M 부분의 공급량이 늘어나여  모든 참여자가 채굴을 하도록 했지만 그는 1억 명
으로 제한했습니다. 즉, 1억 명을 초과하면 M 부분의 공급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M의 공
식 ∫ f(P)는 감소하는 대수 함수이며, 이는 참여자가 일찍 참여할수록 더 많은 채굴 보상이 주어지고, 인원이
증가할수록 채굴 보상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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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은 초청인원에 따라 공급량이 달라지는데, 1명만 더 초대하면 초대 받는 자와 초청자가 각각 25% 더 많은
채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D는 사용자의 활동에 따라 보상을 주는 것으로 보안 서클에 1명이 추가될 때마다 20%씩 증가할 수 있지만
컴퓨팅 파워로 최대 5명이 추가되므로 컴퓨팅 파워가 2배가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명확한 상한선은 없으나
여전히 M+D hook과 동일하지만, 향후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희소성이 발생할 것입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파이코인 상장 관련 이슈

가상자산 파이코인(PI)이 XT닷컴, 후오비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만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처럼 프로젝트 개발사와의 협의 없이 거래소가 코인을 임의 상장하는 경우를 ‘도둑상장’ 혹은
‘납치상장’이라고 부릅니다.

오픈소스로 개발된 프로젝트의 경우, 도둑상장에 대한 기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재단의 협조를 얻지
못한 상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유통 가능한 코인 물량이 부족하여 원활한 거래가 어렵다. 또 상장된 코인과
기존에 유통되던 코인이 동일 형태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파이재단 측은 “파이 네트워크는 거래소 상장이나 거래용으로 승인되지 않았으며, 상당한 손실이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모든 파이 이용자는 교환이나 제3자 행위와 관련되지 않도록 권고한다”면서 “파이에 대
해 상장한 거래소의 지원 중단 및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거래소를 통한 파이의 거래는 명시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페이지:

후오비, 파이코인의 비정상적인 수익으로 사용자 계정 차단 – BTCC

후오비, 12/29 18시 파이코인 상장… 24시간 만에 6200배 폭등 – BTCC

파이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에서 상장 하나?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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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코인 시세

현재 파이코인 가격은 0달러이며 파이 네트워크가 메인넷에 출시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습
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있습니까?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0997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0997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0997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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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ws/market-updates/huobi-blocks-user-accounts-due-to-pycoins-abnormal-profits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huobi-blocks-user-accounts-due-to-pycoins-abnormal-profits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huobi-listing-pi-on-12-29-1800-6200-times-increase-in-24-hours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huobi-listing-pi-on-12-29-1800-6200-times-increase-in-24-hours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will-picoin-be-listed-on-the-cryptocurrency-exchange-huobi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will-picoin-be-listed-on-the-cryptocurrency-exchange-huo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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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0997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0997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0997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0997


비트코인의 초창기처럼 통화 초창기는 사용자들이 서로 거래하면서 각 코인의 가치가 합산되어 정확한 가
격을 형성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동시에 파이코인은 현재 폐쇄된 메인넷에 있으며, 파이 개척자들은
서로 거래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실제 메인넷을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어 많은 시청자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파이코인 채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페이지:파이코인 시세 가격 예측 향후 전망 2023 – BTCC

 

마무리

지금까지 파이 코인은 이미 3년 반 동안 발전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으로 커뮤니티의 개발 전망이 점점 좋
아지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사용자는 빠르게 성장하여 올해 거의 4천만 명의 회원에 도달했습니다.

2022년 7월 파이 네트워크는 폐쇄적인 메인넷을 오픈하고 대표 가격도 점차 노출되어 많은 투자자들의 참
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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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하려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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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CC 거래소가 새로운 출신한 토큰 선물은 일반 토큰 주식 선물, 일반 토큰 상품 선물 등을 포함하고 있습
니다. 고객님께서 이전 방식과는 다르게 주식 또는 상품 계좌 개설 절차 없이 BTCC에서 USDT를 이용하여
주식또는 상품의 매수(롱) 또는 매도(숏) 거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BTCC의 거래 수수료는 세계 최저 수준인 최소 0.03%입니다.  테이커, 메이커를 구분하지 않고 추가 수수
료나, 숨겨진 수수료 등이 없습니다.따라서 BTCC에서 거래시 거래 수수료에 대한 걱정이 없이 편하게 거래
를 할 수 있습니다.

BTCC는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지금 가입하면 30일 이내에 입금액 대비 최대 3,500USDT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가입 후 200USDT 를 입금하시면 바로 여러 거래 헤택을 누릴 수 있는 VIP 1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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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될 수 있습니다. 

BTC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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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입금 지원
24×7 시간 한국어 고객서비스 제공
최신 시장 동향 및 투자 교육 제공
PC/모바일 거래 가능
다양한 이벤트

BTCC 에서 거래 투어 시작하세요

 

 

관련페이지:

파이 네트워크란? 메인넷 출시하면 파이코인 가격은? – BTCC

파이코인(Pi coin)이란? 휴대폰만으로 채굴? | 코인 소개 – BTCC

파이코인 노드(Pi node)란? 설치 방법 소개! – BTCC

파이코인 지갑(Pi Wallet)이란? 지갑 생성 방법까지 소개 – BTCC

파이코인은 사기인가요? 그의 위험은 무엇인가요? – BTCC

파이코인 가치는 무엇이며 그의 미래는？ – BTCC

파이코인 시세 가격 예측 향후 전망 2023 – BTCC

파이코인(Pi coin)에 대해 알아야 할 것 ! – BTCC

파이 네트워크: 파이코인은 언제 시장에 출시됩니까? – BTCC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어떻게 BTCC에서 비트코인(BTC) 선물 거래를 합니까? 

어떻게 BTCC에서 리플 (XRP) 선물 거래를 합니까?

어떻게 BTCC에서 이더리움 (ETH) 선물 거래를 합니까? 

비트코인 마진 (거래소) 란? 그의 거래하는 방법(레버리지) 소개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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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레버리지/마진거래 하는법 및 관련 거래소 순위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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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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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가격 전망 (2023년 ~ 2030년)과 암호화폐 시황

이더리움(ETH)코인 가격 시세 분석 및 전망 2023

아발란체(AVAX) 코인 시세 분석 및 전망(예측), AVAX 코인 구매 방법은?

스테픈 GMT 토큰 가격 예측-2022년

웨이브 코인(WAVES)이란? WAVES 가격 시세 및 전망 살펴보기

트론(TRX)코인 가격 시세 분석 및 전망 2023 (호재, 장점등)

컨스티튜션다오 피플코인(PEOPLE)이란? PEOPLE 분석 및 전망

샌드박스 코인(SAND) 가격 시세 및 전망 2023년

엑시 인피니티 코인(AXS) 가격 시세 및 전망 2023년

마스크 네트워크(MASK)란? 페이스북 및 트위터 대채 가능? 향후 전망은?

에이프 코인(APE)란? APE 코인 좋은 투자인가요? 미래 전망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ENS)란? 획득 방법은? ENS 코인은 좋은 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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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치네트워크 (1INCH) 란? 1인치(1INCH) 코인 시세, 전망 살펴보기

커브(CRV) 코인이란? CRV 코인 시세, 용도, 전망 살펴보기

유니스왑(UNI)이란? 유니스왑 사용 방법

팬텀(FTM) 코인이란? 이는 좋은 투자입니까? FTM 구매 방법은?

블러(BLUR) 코인이란? BLUR 어느 거래소에 상장되나? 향후 전망은?

미나 프로토콜(MINA)코인 가격 시세 분석 및 전망 2023

NEAR 코인(니어 프로토콜)가격 시세 및 전망 2023년

톤(TON) 코인이란? 톤 생태계 및 TON 코인 시세, 호재(전망) 정리

인터넷 컴퓨터(ICP)이란? ICP 코인 용도가 뭡니까? 향후 전망은?

BNB란 무엇인가요? 설명 및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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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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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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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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