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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BBSCoin은 인터넷 포럼을 위해 설계된 암호화폐 입니다. 

 

우리는 포럼 사용자가 다른 포럼에서 크레디트 / 포인트를 자유롭게 

교환 할 수있는 손쉬운 방법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포럼에서 시작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웹 사이트 간 교환이 가능한 크레디트 / 포인트를 만들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인터넷 포럼, 또는 게시판은 사람들이 게시 된 메시지 형식으로 대화를 가질 수있는 

온라인 토론 사이트입니다. 채팅방과 다른 점은 메시지가 한 줄의 텍스트보다 길고, 

적어도 임시로 보관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 또는 포럼 설정의 액세스 수준에 따라 게시 된 메시지가 표시되기 전에 

운영자가 승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포럼에는 관련 특수 용어가 있습니다.  

 

예) 하나의 대화를 "스레드" 또는 주제라고 합니다. 

 

토론 포럼은 계층적 또는 나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럼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포함될 수있는 여러 개의 하위 포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럼의 

주제 내에서 시작된 각각의 새로운 토론은 스레드라고 하며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답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현황 1 

포럼은 여전히 세계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포럼을 통해 귀중한 정보를 교환하는 데 익숙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 

할 의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ddit은 미국, Baidu는 중국, 5ch는 일본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웹 운영자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포럼을 쉽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포럼을 매일 사용합니다.* 

*Alexa Data 참조. 

 



 

현황 2 

하지만 인터넷 포럼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포럼은 사용자가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단순한 플랫폼이지만 이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포인트 시스템은 서로간 교환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로 탈중앙 암호화폐 교환 시스템을  

기존의 웹 사이트와 포럼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해결안 제시 

 

 

BBSCoin API 예시 (개발중) 

BBSCoin로 교환 후 출금 기능  



 

왜 BBSCoin인가? 

⚫ 탈중앙화 

⚫ 추적 불가능 

⚫ 신청서 불필요 

⚫ 서비스 및 플러그인 

⚫ 블록 체인을 사용한 공용 포인트 

⚫ 획기적인 포인트 간의 교환 시스템  
 

 



 

BBSCoin 적용 예상 흐름도 

 

 

 

      

 

 

포럼 운영자 

포럼/사이트 

 

BBSCoin 지갑 서비스 

및 API 

회원 

 

BBSCoin 

블록체인 

효율적인 포인트 운영 

BBSCoin 입금 또는 인출 



 

스펙 

⚫ 공식 이름: BBSCoin 

⚫ 심볼: BBS 

⚫ 블록 타임: 120초 

⚫ 전송 수수료: 0.001 BBS 

⚫ 채굴 알고리즘: Cryptonight v7 

⚫ 총 공급량: 184,470,000,000* 

 

*BBSCoin은 포럼용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교환시 크레디트/포인트간의 소수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량 개수를 높이 

책정했습니다.  

 



 

전망 

⚫ 사이트 및 포럼과 호환성  

⚫ 성숙한 오픈 소스 커뮤니티 

⚫ 포인트 교환을 원하는 회원수 상승  

⚫ BBS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을 통해 세계에서 공용되는 포인트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공식 링크 

홈페이지:  https://bbscoin.xyz 

포럼: https://forum.bbscoin.xyz 

트위터: https://twitter.com/bbscoin_xyz 

텔레그램: https://t.me/bbscoin 

한국 텔레그램: https://t.me/bbscoin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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