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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탈 (Metal, MTL) 이란? 

메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주고 받을 수 있고 지불 가능한 디지털 통화 플랫폼을 목적으로 개발 중인 코인이다. 

메탈은 공정거래증명(PoPP)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공정하게 배포된다. 채굴자들에게 코인을 분배해 과도한 채

굴이 요구되는 PoW 방식이 아닌 사용자가 송금하거나 구매할 경우 지출하는 달러당 일정량의 메탈을 보상받는 

형태의 PoPP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보다 더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다.  

 

 

2. 주요 스펙 

암호화폐명 Metal (MTL) 

최초발행일 2017.07.10 

홈페이지 https://www.metalpay.com/ 

합의알고리즘 PoPP(Proof of processed payments) 

설립자 
Marshall Hayner (현 CEO, Metalpay / 전 CEO, 

Trees) 

자 문 공개되지 않음 

시장유통량 39,126,622 MTL 

시가총액 $11,891,819 (약 134억) 

거래가격 $0.30 (약 342원) 

토큰 분배 현황 

Development 40% 

Legal 18% 

Operational 17% 

Marketing 15% 

Reserve 10% 

  *2019.01.24 코인마켓캡 기준 

 

 

3. MTL의 특징 

 Metal Pay 

메탈페이는 iOS용 지불 결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메탈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이나 MTL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메탈페이를 통해 친구에게 현금을 보내거나 어플리케이션에 친구를 초대하는 것 만으로도 MTL 

토큰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을 대신해서 MTL을 보내는 것 또한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는 

MTL토큰을 간편하고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 없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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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