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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마페이 (PMA) 란?
퓨마페이(PMA)은 일상생활에서의 원활한 암호화폐 결제를 위해 개발 진행 중인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프로토콜입니다. 퓨마페이는 풀 페이먼트 프로토콜(PullPayment Protocol)이라
는 독창적인 아키텍처 설계를 통해 암호화폐 소유주들이 번거로운 금융단계 혹은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가맹점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징
• 풀 페이먼트 프로토콜(Pull Payment Protocol):
풀 페이먼트는 일반적인 암호화폐의 거래를 역으로 적용하는 스마트 계약 기능을 지원
합니다. 이 방식은 보내는 이 A와 받는 이 B가 사전에 합의된 조건을 바탕으로 B가 A 측
계좌(공개 주소)를 연결한 후 필요한 자금을 B측으로 당겨올(pull) 수 있도록 합니다. 퓨
마페이는 오늘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블록체인상에서 실현
및 구현이 불가능했던 결제 메커니즘의 구현을 풀 페이먼트 프로토콜 개발을 통해 이루
고자 합니다.
• 풀 페이먼트 프로토콜 사용 사례
1. 시간에 기반한 반복 결제: 잡지 혹은 언론사 구독과 같이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서비
스를 이용 하기 위해 구독을 신청하는 경우
2. 단일 결제(오프라인): 일반적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서비스 혹은 상품을 구매하는 경
우
3. 즉각적인 사용료 결제: 변호사 자문 혹은 컨설팅과 같은 전문가 자문에 대한 서비스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4. 가변금액 시간에 기반한 반복결제: 전기세 혹은 수도세와 같이 이용에 따라 가변하
는 금액에 대한 납부를 진행할 경우
5. 제한 결제: 소비를 통제하기 위하여 결제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6. 분할 결제: 사업 제휴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양사가 분배하게 되는
경우
• 퓨마페이 토큰(PMA):

퓨마페이 토큰은 프로토콜의 고유한 가치 전송 수단이며, 프로토콜의 풀 페이먼트 기능
을 구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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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펙
1) 기본정보

2) 시장정보

암호화폐명

Pumapay
(퓨마페이, PMA)

최초발행일

2018-03-28

소재지
합의알고리즘

키프로스
작업증명(PoW)

총발행량

78,042,956,829 PMA

시장유통량

20,959,856,632 PMA

시가총액
거래량(24h)

$9,817,288 ≈ 111억원
$145,750 ≈ 1.6억원

분류

통화 및 페이먼트

거래가격(USD)

$0.000468

홈페이지

https://pumapay.io

거래가격(BTC)

0.00000012 BTC
▷ 2019-03-14 Coinmarketcap 기준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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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1) 퍼포먼스 데이터
암호화폐 연혁

7개월

지난 30일 변동성

36.48%

지난 7일 변동성

17.62%

역대 최고가 (USD)

$0.0058

USD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91.90%

역대 최고가 (BTC)

0.00000091 satoshi

BTC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86.81%

누적 수익률

-60.70%

상승 월 비중

8.00%

일 최대 하락률

-44.55%

일 최대 성장률

+274.84%

월 최대 성장률

+122.64%
▷ 2019-03-14 CoinCheckup 기준

2) 가격 변동 추이

▷ 2019-03-14 Coinmarketcap 기준

3) 평가 점수 (FCAS)

▷ 2019-06-03 Coinmarketca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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