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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기술(IT)업계와 게임업계에선 돈 버는 게임(P2E)에 이어 ‘M2E(Move to Earn)’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으며  M2E 앱 중 가장 활성화된 것은 스테픈(STEPN)입니다.

스테픈은 걷거나 뛰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을 확장시겨서 지금 엄청남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앱이다. 그 저운
동을 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사람들이 ‘움직일 수
밖에 없게’하는 구조를 만들어 테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테픈(STEPN)이란?

스테픈은 솔라나(Solana) 블록체인에 구축된 앱입니다.

스테픈은 소셜네트워크와 피트니스 분야를 결합한 웹 3.0 라이프스타일 앱으로 iOS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
이 스토어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스테픈 사용자들은 NFT 형태의 운동화를 장착하고 걷거나, 뛰거나, 움직임으로써 스테픈에서 사용되는 통
화인 GST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획득한 GST는 운동화의 레벨을 올리고 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GMT는 솔라나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픈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스테픈 내에서 아이템을 업그
레이드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테픈의 거버넌스 변경을 위한 투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
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스테픈의 특징

1.참가방식-운동화  NFT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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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픈 플랫폼에 참가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은 인앱 마켓 등에서 SOL을 통해 운동화 형태의 NFT를 구매해
야 합니다.

2.현실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음

많은 NFT는 현실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스테픈의 경우 걷기만 하면 가상화폐(GST)를 얻을 수있
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앱 내부에서 GMT를 다른 가상자산(SOL, GST 등)과 스왑하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3.렌탈도 할 수 있음

스테픈에는 엑시 인피니티(Axie Infinity) 스칼라십과 같은 NFT 운동화 대여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의 NFT 스니커의 플로어 가격은 8.2SOL(약90만원)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액의 초기 자금을
준비할 수 없는 유저용으로 ,스니커를 소유하고 있는 유저로부터 렌탈하고 싶은 유저에게 스니커를 대여 가
능합니다.

빌려주는 사람이 70% , 빌린 사람이30%의 GST토큰 이익으 얻을 수 이씨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4.거버넌스 토큰

스테픈에는 GST와 GMT(Green Metaverse Token)라는 두 가지 유형의 가상 화폐가 있습니다.

운동화 레벨이 30이상이 되면 획득할 수 있는 토큰을 GST, GMT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테픈 신발 종류

스테픈에는 신발이 총4 종류가 존재한다.

워커(1-6km/h에서 채굴)
조커(4-10km/h에서 채굴)
러너(8-20km/h에서 채굴)
트레이너(1-20km/h에서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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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픈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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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픈의 로드맵을 보면 아직 ‘극초기’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분기별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현재는 2022년2Q로 1Q로드맵이었던 앱 내 트레이드, 마 켓플레이스 기능도 추가되었으며 정상적으로 앱
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2Q

1.인앱 내 지갑 업그레이드

2.멀티체인 지갑 업그레이드

3.멀티체인 마켓플레이스 업그레이드

이렇게 세가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 멀티 체인이라 여러 코인을 스테픈 시스템 안에서 엮어주는 기술을 멀
티체인이라고 한다.

2022년3Q

1.성취 시스템

2.퀘스트 시스템

3.신발 렌탈 시스템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시스템들이 추가 역시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2022년4Q

1.온라이 마라톤



2.커뮤니티 마라톤

3.소셜 네트워크 요소

4분기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장치들이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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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채굴하는 방법

신발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채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오래 부여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에너지 1당5
분을 채굴할 수 있다.

신발 1족으로는 에너지2
신발 3족으로는 에너지4(umcommon 신발1족+common신발 2족이라면5)
신발 9족으로는 에너지9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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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START>버튼을 눌러주고 달리기를 하면 채굴이 시작된다. 채굴 시작전 내 위치를 사용하는 것에 바드
시 ‘동의(ACCEPT)’를 해주어야 한다.

스테픈의 현재와 미래

스테픈 플랫폼에서 GMT는 운동화 NFT 업그레이드 및 민팅 비용으로 사용되며 추후 거버넌스 기능, 스테이
킹 보상 기능도 지원예정입니다.

스테픈이 소셜 네트워크와 피트니스 분야를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앱인만큼, 소셜 네트워킹과 피트니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수가 늘어날수록 스테픈 플랫폼으로의 참가는 꾸준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됩니다.

현재 GST의 공급이무한합니다만, 액시의 SLP보다 가격이 안정되어 사용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하게 파산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렌탈 기능이 구현되면 항후 공급 과다하게 되어 GST의
가격이 유지디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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