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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레이코인 (PlayCoin, PLY) 이란? 

플레이코인은 게임과 디지털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암호화폐로, 사용자가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SNS 광고활동을 통해 보상으로 얻게 되는 소셜 채굴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GameHub의 생태계

에서 게임 개발자, 미디어 회사, 게임 이용자가 더욱 공평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구입하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

는 유틸리티 화폐로 사용된다. 

 

 

2. 주요 스펙 

암호화폐명 PlayCoin (PLY) 

최초발행일 2017.11.15 

홈페이지 https://www.playcoin.game 

합의알고리즘 PoS 

설립자 Dennis Kim (GameHub Corporation Limited, 대표)  

자 문 

SungGun Lee (AfternMoon, MediaBridge 대표), HeeYong Jeong 

(Bluecommunication, Bconsystem, Micro Software 대표), 

SeoungEun Cho (SeoungEun Trading 대표, 동강대학교 교수), NAKTA 

Trading 대표), Min Yoo (Racks M.D.B., 대표) 

시장유통량 ? 

시가총액 ? 

거래가격 $0.20 (약 221 원) 

                                *2018.09.14 코인마켓캡 기준 

 

 

3. 가격 그래프 

 
                     *출처: coincodex.com 

 



 

4. PLY의 특징  

 소셜 마이닝 (Social Mining) 

플레이코인은 이용자가 플랫폼과 디지털 미디어 네트워크에서 GameHub 마케팅 시스템을 이용해 게임을 

홍보하거나 광고 컨텐츠를 홍보하면, 광고 실적을 체크한 후 실적에 따라 플레이코인을 보상으로 지급한다. 

이는 기존의 메이저 암호화폐들의 컴퓨터 채굴 방식과 차별성을 띄는 새로운 채굴 방식이다. 

 플레이코인 얼라이언스 (the PlayCoin Alliance) 

플레이코인 얼라이언스는 다양한 영역의 제휴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또 계획하고 있어 향후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플레이코인 얼라이언스를 통해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제휴된 서비스를 오프라인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플레이코인으로 구입 할 수 있게 된다. 

 

 

5. 토큰 분배 현황 

 
                                                             *출처: Playcoin.game 

 

 

6. 종합검토의견 

현재 Google Play App Store와 Tencent 등 대형 컨텐츠 플랫폼은 게임 다운로드 수익의 30 ~ 80%에 달하

는 비용을 수수료로 착취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컨텐츠 개발자는 더욱 한정된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용자는 더

욱 비싼 가격에 컨텐츠를 구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플레이코인은 현재의 광고 및 게임 컨텐츠 시장의 불

균형을 해소하고 개발자, 광고주 그리고 유저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확립하고자 시작되었다. 해당 프로

젝트를 개발하고 있는 게임 및 컨텐츠 퍼블리싱 회사인 GameHub는 업계의 유 경험자를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

을 뿐만 아니라, Lamate Taiwan, Wang Hong, UniWallet 등 떠오르는 광고 및 게임 산업 플랫폼 회사 제휴 

파트너십을 맺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플레이코인 플레이샵과 코인웨더 서비스를 오픈하며 

블록체인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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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상장심사기준 
 

* 상장이란?  

빗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암호화폐가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암호화폐 상장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검토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유동성 유지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일정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장절차 ] 

암호화폐  

상장심의 요청 

(리서치 주관 부서) 
>>> 

암호화폐 심의·검토 

(상장심의위원회) 
>>> 거래소 상장 

 

 

* 상장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심사기준은, 

1. 비즈니스 영속성 

- 프로젝트(컨셉) 지속 가능성, 경쟁력, 안정적인 비즈니스, 수익구조, 장기적인 로드맵 등 

2. 기술적 기반과 확장성 

- 알고리즘 차별성, 기술의 적합성 및 확장성, 보안성, 완성도, 개발진의 신뢰도, 실현가능성 등 

3. 시장성 

- 시장수요, 마켓쉐어, 인지도(커뮤니티)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장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장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의사항 

· 암호화폐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유념하시어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십시오. 

-암호화폐는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규제나 시장환경변화에 따라 암호화폐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시고, 신중한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 본 자료는 현재 시점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으로, 해당 암호화폐 재단

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공식 홈페이지, 백서 및 주요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자료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기초한 투자결정과 투자결과에 관

하여 당사가 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