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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캐시 (KCASH) 란?
케이캐시(Kcash)는 암호화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다양한 암호화폐의 관리상
의 불편함, 다각적인 거래 과정, 불충분한 응용 사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으
며, 실생활에서 디지털 화폐의 거래와 소비를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케이캐시는 암호화폐
를 위한 강력한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고, 또한 암호화폐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관련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징
• 케이캐시 암호화폐 지갑은 암호화폐와 실물 세계를 연결하는 지갑 애플리케이션의 일종
으로, 사용자가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불편함과 환전 및 거래 과정의 번거
로움, 그리고 가지 전송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케이캐시
는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탈중앙화방식 원스톱 관리 솔
루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케이캐시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
에 대한 저장, 관리, 거래,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디지털 자산도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사용 난이도를 낮추고 자산 관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
다.
• 케이캐시는 고성능의 Kchain 상에서 동작하여 튜링 완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활용이
가능합니다. Kchain의 메인 체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을 위한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동시에 원클릭으로 제작 가능한 사이드 체인 또
한 구비하고 있는데, Kchain은 크로스오버 체인과 크로스오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통
해 메인 체인과 사이드 체인을 연결합니다. 케이캐시의 크로스오버 체인과 크로스오버 스
마트 컨트랙트 기능은 자유로운 가치 전송과 환전이 가능하게 합니다.
• 케이캐시는 은행 및 카드 발급 기관과 협력하여 암호화폐 은행 카드를 발행한다. 사용자
는 케이캐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상 또는 실체 은행 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암호화폐의
종류에 상관 없이 카드에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 또는 오프
라인 쇼핑 및 ATM기를 통한 현금 인출을 할 수 있어, 사용자가 암호화폐 환전과 관리에
드는 불편함을 줄이면서 암호화폐의 활용성을 극대화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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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펙
1) 기본정보

2) 시장정보

암호화폐명

KCASH
(케이캐시, KCASH)

최초발행일

2017-11-17

소재지

중국 베이징

합의알고리즘

-

사업 분야

통화 및 페이먼트

홈페이지

https://h.cash

총발행량
시장유통량
시가총액
거래량(24h)

1,000,000,000 KCASH
363,218,073 KCASH
$2,813,099 ≈ 31억 9,146만원
$33,820,000 ≈ 억원

거래가격(USD)

$0.007745

거래가격(BTC)

0.00000192 BTC
▷ 2019-03-25 Coinmarketcap 기준

사업 진행
Process

Time

Phase 1

Q4, 2017

Milestone

Functional service

Wallet

Support mainstream tokens management

APP1.0

(BTC, ETH, LTC, ACT and other tokens
issued by Ethereum and other platforms)

Phase 2

Q1, 2018-Q2
, 2018

KCASH token
comes into
The exchanges,
issue digital
currency
bank card

1. KCASH token comes into the exchanges
2. Issue digital currency bank card to
connect digital currency with bank card, support
online and offline transaction

Phase 3

Q3, 2018-Q4
, 2018

Token
trading goes
live on
Kchain

1. Kchain main net goes live, supports
smart contract, side chain project and
wallet computing power platform
2. Achieve risk-free secured transactions
based on Kchain platform smart contract

Phase 4

Q1, 2018-Q2
, 2019

DAPP
platform
connects
with
exchanges

1. Enrich DAPP platform, create application
ecology
2. Connect with exchange, support
convenient transaction of digital currency within
APP

Phase 5

Q3, 2019
and later

Continuous
iterations

1.Optimize the service of currency
conversion and transaction, and improve
the use procedure of digital currency bank
card
2. Improve the technology of main chain
and side chain of Kchain. 3. Explore the coopera
tion with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provide
diversified innovative services for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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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1) 퍼포먼스 데이터
암호화폐 연혁

14개월

지난 30일 변동성

+33.66%

지난 7일 변동성

+16.26%

역대 최고가 (USD)

$0.2312

USD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96.65%

역대 최고가 (BTC)

0.00002352 satoshi

BTC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91.84%

누적 수익률

-97.31%

상승 월 비중

25%

일 최대 하락률

-25.10%

일 최대 성장률

+27.22%

월 최대 성장률

+57.30%
▷ 2019-03-25 CoinCheckup 기준

2) 가격 변동 추이

▷ 2019-03-25 Coinmarketcap 기준

3) 거래 정보
주요 거래 통화

주요 거래소

▷ 2019-03-25 Coingecko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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