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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 LAB

코인소식닷컴 소개

최근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과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나 투자에 관한 지식 없이 뛰어들고,
거짓 정보를 접하며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뉴스와 정보를 모아 사람들에게 데일리 소식을 제공했는데,
어느새 그 규모가 커져
3만여명 정도의 사람들이 저희 소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투자 정보 소식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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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소식닷컴 소개

편집

채팅

편집

검색

채팅
검색

카카오톡 오픈 채팅
350

이더랩 병아리 소통 방

700

이더랩 정보 소통 방

700

이더랩 데일리 뉴스 방

4,200

기타 커뮤니티 채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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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 LAB

코인소식닷컴 소개

500

이더랩 텔레그램 방

2,200

이더랩 네이버 블로그

4,700

이더랩 네이버 카페

20,000

퀀텀 코리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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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 LAB

코인소식닷컴 소식

2

FEBRUARY

▪ 코인소식닷컴 APP 출시
▪ 코인소식닷컴 WEB 출시 예정

3

MARCH

▪ 코인소식닷컴 Offline 광고
서버 최적화

5

MAY

▪ 코인소식닷컴 APP 리뉴얼

4

APRIL

▪ 코인소식닷컴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수 5,000 이상 달성

6

JUNE

▪ 코인소식닷컴 WEB 업데이트

▪ 코인소식닷컴 WEB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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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 LAB

코인소식닷컴 WEB

국내 뉴스 제공 미디어
블록미디어, 토큰포스트, 블록체인뉴스
코인타임, 서울경제신문, 비트웹

해외 뉴스 제공 미디어
CoinDest, CCN

주요 뉴스
매일 오전 뉴스 리서치 후 중요 뉴스만 간략히 정리

뉴스 카테고리 특징
▪ 비트코인 기준, 한시간동안 상승·하락시 배포된 뉴스 체크
▪ 실시간 뉴스 정보 제공
▪ 원하는 뉴스 클릭 후 사이트로 바로 이동

이주의 단어
기사 내용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를 순위로 매겨서 정리
원하는 단어 클릭하면 단어가 언급된 기사 목록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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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소식닷컴 WEB

거래소 소식
빗썸, 업비트, 후오비, 코인원

코인시세
▪
▪
▪
▪

코인베이스 차트 (6시간, 10시간, 20시간, 2일, 1주, 2주, 1달)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 (20위까지) 및 금액
유통물량, 전체 유통물량
상승 및 하락 퍼센트

이주의 단어
Cryptocalendar에서 제공되는 암호화폐 일정 정리
원하는 날짜 클릭 후 정리된 일정을 클릭하면 사이트 바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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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소식닷컴 WEB
리포트
▪ ‘블록시티’ 홈페이지에 작성된 리포트 바로가기
▪ 쉽게 찾을 수 없는 통계 및 정보 자료를 공유
▪ 암호화폐, 블록체인, ICO에 관한 정보

바로가기
블록체인 국내 언론사
오늘의 뉴스, 마켓, 규제, 비즈니스 등
블록체인 해외 언론사
비트코인 뉴스, 정보, 분석, 시장 등
블록체인 리포트
블록체인 관련 통계 및 차트 정보 등
ICO 관련

해외 거래소

ICO 일정, ICO 정보, 수익률 확인 등

해외 거래소 사이트 바로가기 모음

블록체인 관련 일정

커뮤니티

일정 달력, 이벤트 정리, 트윗 실시간 확인 등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바로가기 모음

코리아 프리미엄 비교 사이트

네이버 카페

일명 김치 프리미엄 실시간 비교

암호화폐 관련 네이버 카페 사이트 바로가기 모음

국내 거래소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국내 거래소 사이트 바로가기 모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구독 수 높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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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소식닷컴 APP

뉴스
실시간 뉴스 제공
블록미디어, 토큰포스트,
블록체인뉴스, 코인타임,
서울경제신문, 비트웹

리포트
통계 정보 제공
쉽게 찾을 수 없는
통계 및 정보 자료 공유

일정
암호 화폐 일정 제공
크립토 캘린더에 올라온
코인 일정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

바로가기
모든 사이트 주소 제공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ICO 관련
국내외 언론사, 거래소, 커뮤니티,
유튜브 등 바로가기 링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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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소식닷컴 APP -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코소닷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eowork.coinsosik

코인소식닷컴 WEB SITE
WEB

www.coinsosi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