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Release 

2021 년 3 월 2 일 

 

주식회사피스코 (3807 JASDAQ) 

 

피스코 코인(FSCC)이 Coinsbit 에 상장 

～해외투자가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노린다～ 

 
주식회사피스코（JASDAQ 상장, 증권 코드'3807', 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대표이사 

사장: 가노 히토시(狩野仁志), 이하 '피스코'라고 합니다）는 피스코 코인(이하 
'FSCC'라고 합니다)이 한국에 본사를 둔 암호자산거래소 Coinsbit(2018 년 개설)에 
3 월 1 일에 상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피스코는 암호자산(가상화폐)을 발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상장기업으로서 

2016년 6월 16일자 '토큰 '피스코 코인(FSCC)'을 본사 주주에게 배포하는 것에 관한 
공지'(http://www.fisco.co.jp/uploads/20160616_fisco_ir2.pdf, 이하 '2016 년 6 월 16 일자 
발표문'이라고 합니다.)에 기재된 대로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인 FSCC 를 
피스코의 주주에게 배포한 것 외에, 2017 년 4 월에는 주식회사 Zaif (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대표이사: 야키 류지(八木隆二), 이하 'Zaif'라고 합니다. )가 운영하는 Zaif 
Exchange(암호자산교환업, 긴키재무국장 제 00001 호)에서 '암호자산교환업자가 
취급하는 암호자산'으로서 FSCC 의 취급이 개시된 경위가 있습니다. 

또한 2016 년 6 월 16 일자 발표문에 따르면 '앞으로는 그룹 회사나 제휴 기업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재물이나 서비스와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차례로 용도 범위를 
확충해 갈 예정입니다'라고 발표한 대로, 피스코에서는 FSCC 의 용도 확대 등을 
검토한 결과, 2020 년 4 월, FSCC 를 클럽 피스코의 결제 통화로 채용했습니다. 

또한 2020 년 11 월 25 일자 '버추얼 주주총회의 의결권행사 시스템 개발 완료에 
관한 공지'（https://www.fisco.co.jp/uploads/20201125_fisco_pr.pdf）에서 이미 발표한 
대로 FSCC 의 이용범위 확대와 DApps（Decentralized applications: 비중앙집권, 
분산관리형 애플리케이션, *1), DeFi（Decentralized Finance: 분산금융/분산형 금융, 
*2)의 노하우 획득을 목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스마트 컨트렉트(*3)를 이용한 
버추얼 주주총회의 의결권행사 애플리케이션, 주주우대 애플리케이션, FSCC 의 
스테이킹(*4)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2020 년 11 월부터 차례로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1: Decentralized applications 의 약어. 블록체인을 이용한 관리자 부재의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입니다. 

*2: Decentralized Finance 의 약어. 금융분야의 DApps. 비중앙집권인 
암호자산교환소나 금융파생상품, 렌딩 등의 서비스가 있어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3: 계약 체결이나 이행이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4: FSCC 보유자가 암호자산을 대부하여, 금리를 얻는 구조입니다. 
 
피스코에서는 DApps 및 DeFi 의 개념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의 창조, FSCC 의 

가치 향상을 통해 피스코의 기업 가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스코는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에 기인하는 금융 및 가치 혁명의 시대를 직시하고, 암호 
자산/토큰을 활용한 규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디지털 기술의 진전이 개척하는 
미래에 건전한 자산 시장의 형성을 위해 공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발표는 일본 거주자에 대해 Coinsbit 의 암호자산 거래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해외의 FSCC 거래를 권유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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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피스코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피스코 http://www.fisco.co.jp/ 

금융상품거래업자 간토재무국장(금융) 제 2482 호 

가입협회: 일반사단법인 일본투자고문업협회 

 소재지: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오야마 5-13-3 

 설립일: 1995 년 5 월 15 일 

 자본금 :100백만엔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가노 히토시(狩野仁志) 

 사업내용: 금용기관, 투자가, 상장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정보 서비스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