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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클럽 (TokenClub) 이란?
토큰클럽(TokenClub)은 투자자들에게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시장 정보 및 실질적인 투자 지
침,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 중
심의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큰클럽은 시정 정보, 투자 컨설팅
및 교육, 라이브 플랫폼, 자산 관리, 리서치센터 및 기타 추가 기능을 통합한 투자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특징
• 토큰클럽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토큰클럽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신뢰와 인센티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풍부한 전문적 경험과 높은 투자
수준, 그리고 지역사회에 높은 기여도를 보이는 투자자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게
다가 투자자들이 그들이 창출한 가치에 비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에게 가
장 적합하고 건강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토큰클럽 플랫폼 서비스는 주로 암호화폐 시장 정보, Q&A 커뮤니티, 투자 전략 시스템으
로 구성됩니다. 첫번째로, 암호화폐 시장정보 포털 사이트는 투자자들에게 데이터 분석,
통합 정보, 프로젝트 진행 상황 등 포괄적이고 시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두번째
로, Q&A 커뮤니티는 토큰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한편 초보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자들로부터 올바른 투자에 대한 투자 지침을 얻
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투자 전략 시스템은 투자자들에게 통합된 암호화폐 거래&투자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도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돕고, 모든 투자자들이 자신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다른 사용자들이 이를 참고
할 수 있게 커뮤니티에 게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은 공개된 투자 포트폴
리오가 투자 전략을 참고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투자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 토클클럽은 토큰클럽토큰(TCT)으로 투자자에게 동기를 부여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찾아
내도록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콘텐츠의 가치 전송과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도록 합니다. 또
한 적절한 TCT 토큰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전문 투자자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공유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리딩(leading)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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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펙
1) 기본정보

2) 시장정보

암호화폐명

TokenClub
(토큰클럽, TCT)

최초발행일

2018-01-12

소재지

-

총발행량
시장유통량
시가총액

1,000,000,000 TCT
481,425,335 TCT
$20,876,614 ≈ 236억원

합의알고리즘

작업증명(PoW)

거래량(24h)

분류

수직 산업 응용

거래가격(USD)

$0.043364

https://www.tokenclub.com

거래가격(BTC)

0.00001074 BTC

홈페이지

$2,579,599 ≈ 29억원

▷ 2019-03-22 Coinmarketcap 기준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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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1) 퍼포먼스 데이터
암호화폐 연혁

14개월

지난 30일 변동성

20.25%

지난 7일 변동성

9.78%

역대 최고가 (USD)
USD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역대 최고가 (BTC)
BTC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0.0922
- 53%
0.00001075 satoshi
0.00%

누적 수익률

- 54.48%

상승 월 비중

50%

일 최대 하락률

- 18.27%

일 최대 성장률

+34.89%

월 최대 성장률

+75.80%
▷2019- 03- 22 CoinCheckup 기준

2) 가격 변동 추이

▷2019- 03- 22 Coinmarketcap 기준

3) 평가 점수 (FCAS)

▷ 2019-06-03 Coinmarketca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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