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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서비스 운영주체인 다날핀테크는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다날핀테크,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BTC) 결제 지원 

 

다날핀테크 페이코인이 국내 블록체인 전문 기업 해치랩스(HAECHI LABS)와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다날핀테크는 해치랩스와의 협업을 통해 ‘헤네시스 월렛’을 페이코인 앱 내에 구축함으로써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페이코인 앱 내에

서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페이코인(PCI)으로 즉시 전환해 페이코인의 국내 6만여 개 가맹점에서 즉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다날핀테크의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첫번째 도약으로, 페이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가상자산이 실제 생활

에서 사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날핀테크는 비트코인의 PCI 전환 결제 지원을 시작으로 이더리움(ETH), 아이콘(ICX)을 비롯한 다양한 가상자산의 결제 및 투자 

상품 가입 등을 제공하며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Paycoin 

페이코인은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로 서비스 출시 1년만에 월렛 앱 가입자 수 45만명을 

돌파하였으며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국내 주요 편의점을 비롯해 도미노피자, BBQ치킨, 달콤커피, 교보문고, 골프존 등 다양

한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신세계그룹 SSGPAY와의 제휴를 통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스타벅스 등 신세계 계열사 

전 매장에서 SSG MONEY로 전환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상자산을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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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coin by Danal Fintech to be supporting Bitcoin (BTC) as payment in the Paycoin App. 

 

Danal Fintech Paycoin has completed a contract with Haechi Labs, a Korean blockchain company, to announce their 

collaborated effort as follows. 

 

Through this collaboration, Danal Fintech will integrate the "Haechi Labs Wallet" into the Paycoin app to support 

Bitcoin (BTC) payment. Bitcoin holders will now be able to swap their BTC with Paycoin (PCI), and use it as payment 

in any of the 60,000 Paycoin merchants in Korea. 

 

This is the first leap for Danal Fintech to dominate the market in the virtual asset payment market,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drive the usage of various virtual assets in real life through PCI. 

 

Starting with Bitcoin - PCI support, Danal Fintech plans to expand its service by supporting other virtual assets such 

as Ethereum (ETH), ICON (ICX) not only in payments but also in investment products. 

 

 

Paycoin 

Paycoin is a virtual asset based payment service. Since its service launch in 2019, Paycoin wallet app has now more 

than 450,000 registered users, and has secured various online and offline merchants including convenient stores 

such as 7-Eleven, CU, and Ministop, other merchants like Domino’s Pizza, BBQ Chicken, dal.komm Coffee, Kyobo 

Bookstore, Golfzone, etc. Moreover, through partnership with Shinsegae Group’s SSGPAY in February, Paycoin has 

expanded its PCI usage further. By enabling point swap from PCI to SSG MONEY, users can use it for payment in 

any of the SSG affiliates such as Shinsegae Department Store, Emart, Starbucks, etc., allowing users to have easier 

access to virtual assets in their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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