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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백서의 모든 내용을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자신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이용자는 법적, 재무적, 세금 및 기타 전문 조언가(들)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본 문서는 ㈜Chain Bridge 및 ㈜Polar Games(이하 ‘회사‘)에서 개발 및 서비스하는 게임(이하

‘프로젝트‘)에서사용되는게임골드코인(game gold Coin)을발행및사용하는데있어상세한

내용을포함한백서입니다.

본문서에서 ‘회사’는법적,재무적,세금및기타금융전문조언가로간주되지않습니다.

‘회사’ 및 ‘프로젝트’의 참여자는 해당 준거법, 규정 및 규칙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프로젝트’의 불법 행위 및 계약 또는 기타 (수입의 손실, 소득의 손실, 이익의 손실, 사용 및

데이터의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간접적, 특별상황, 부수적 또는 기타

손실에대한책임을지지않습니다.

또한 본 백서 또는 ‘회사’ 홈페이지 및 ‘회사’가 게시한 기타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수락또는신뢰및결과때문에발생하는결과에손실에대한책임을지지않습니다.

본백서는시장조사등의공개된정보및업계간행물과내부조사, 보고서, 연구에서수집된

시장및업계정보및예측이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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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타이틀 누적 회원 수 누적 매출 비고

1 5,000,000 40,000,000,000 원
미국 E3어워드, 
한국게임대상국무총리상
(최우수상수상)

2 1,000,000 900,000,000 원

3 2,000,000 2,500,000,000 원 구글/IOS 인기게임 1위

4 1,200,000 1,000,000,000 원
디즈니 POOH IP를활용한
퍼즐게임

5 700,000 5,000,000,000 원 구글/IOS인기게임 1위

6 900,000 8,000,000,000 원
구글피처드, 구글/IOS 
인기게임 1위

7 100,000 1,500,000,000 원
원스토어우수베타게임
수상,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지원사업선정

8 500,000 3,500,000,000 원
원스토어우수베타게임
수상, 원스토어지원사업
선정

64,40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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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폴라게임즈 [POLAR GAMES Inc.] 대표이사 조영종

설립일 2016년 12월 01일 임직원수 7명 (2019년 6월)

업종 모바일게임개발및서비스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738-23 조앤리빌딩 5층

게임 라인업
모바일 수집형 액션 RPG <골든나이츠 유니버스>

모바일 MMORPG < 다크엠페러(구 어둠의군주)>

소개

- <바이킹아일랜드>, <학교2014>,<마계삼국지>,<골든나이츠> 총괄 PD 및 대표

‘조영종’

- <실크로드 온라인>, <판타지마스터즈>, <아틀란스토리> 메인 캐릭터 원화가

‘한지훈’

- <세븐나이츠> <쿠키워즈> <골든나이츠유니버스 >메인서버프로그래머 ‘정광영’

- <쿠키워즈> <걸스리본> <골든나이츠유니버스> 메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래

‘채민석’

- <루넨시아>, <짱구스프링>, <골든나이츠>기획 ‘서종만’

- 출시경험이풍부한메인인재들로구성된 ‘폴라게임즈’

- 인재들 전원이 보유한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 = 빠르고

안정적인개발력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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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어둠의군주원스토어베스트베타테스트상수상

2017년 04월어둠의군주원스타발굴프로젝트 2회국내외부문 1위수상

2018년 06월골든나이츠오리진국내런칭

2018년 07월원스토어굿베타게임상수상

2018년 07월 KOCCA 골든나이츠오리진모바일글로벌지원사업선정

2016년 12월설립

2017년 01월어둠의군주개발시작

2017년 02월어둠의군주 (주)동양온라인과퍼블리싱계약

2017년 07월어둠의군주원스토어베타테스트

2017년 08월어둠의군주원스토어출시

2017년 11월어둠의군주구글스토어출시

2017년 12월어둠의군주 -> 다크엠페러로게임명변경

2018년 01월조영종대표이사변경

2018년 02월센트럴투자파트너스투자유치

2018년 03월벤처기업인증

2019년 02월스카이엔터테인먼트 “골든나이츠유니버스“ 글로벌
서비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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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메이커 조영종 대표, 블록체인과 결합한 글로벌 게임 서비스 계획 발표

<폴라게임즈블록체인게임>

바이킹아일랜드, 골든나이츠, 마계삼국지등굵직굵직한인기타이틀을개발한히트메이커
조영종폴라게임즈대표가 10일블록체인과결합한게임들로글로벌시장에진출한다고
발표했다.

이게임들은기존스마트계약중심의탈중앙화게임이가진단점을보완하고, 블록체인의
장점만결합한중앙화게임시스템을채택했다. 그에따른게임이가지는본연의재미는
극대화시키고, 토큰이코노미를통한글로벌사용자확보및매출증대에초점을맞춘것이
폴라게임즈블록체인게임의특징이다. 

조영종대표는 “블록체인의다양한장점중에서, 토큰이코노미에초점을맞추고있다. 코인을
발행하여신규사용자확보에사용하고, 게임내에서코인획득을위한행동을유도함으로써, 
기존의온라인게임과차별된재미를극대화시키고장기적인리텐션을높일수있을것” 
이라고밝혔다.

첫번째로프로젝트인＇골든나이츠유니버스’는 6월내에소프트론칭을진행할예정이며, 
블록체인과결합한정식서비스버전은 7월내에글로벌로선보일예정이다.
출처 : BC인사이트(http://www.bcinsigh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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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명 바이킹아일랜드

개발사 엔곤소프트

직책 대표및총괄 PD

퍼블리셔 ㈜위메이드 (현재플레로)

장르 SNG

출시 2012 4월 ~ 현재까지서비스중

수상경력 2012년게임대상 <최우수상>

비고 구글마켓최고매출 2위기록달성

유투브 링크 https://youtu.be/9_NLawMM_q4

https://youtu.be/9_NLawMM_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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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명 라쿤슬라이스 for Kakao

개발사 자체서비스

직책 대표및총괄 PD

퍼블리셔 ㈜와이디온라인

장르 슬라이스캐쥬얼게임

출시 2013년 11월 (현서비스종료)

유투브 링크 https://youtu.be/WoHvzhjZk6A

https://youtu.be/WoHvzhjZk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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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명 마계삼국지, 미계영웅전, 불멸삼국지

개발사 ㈜라쿤소프트, ㈜도치공동개발

직책 사업총괄 / PD / PM 업무

퍼블리셔 자체서비스및룽투 (카카오버전)

장르 수집형액션 RPG

출시 2015년 05월 (현서비스종료)

비고 인기게임 1위, 최고매출 28위달성

유투브 링크 https://youtu.be/Be8LSllg5Fg

https://youtu.be/Be8LSllg5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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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명 학교 2014

개발사 ㈜라쿤소프트

직책 대표및총괄 PD

퍼블리셔 ㈜넷마블

장르 SNG

출시 2014년 05월 (현서비스종료)

비고 인기게임 1위달성 (100만다운로드달성)

유투브 링크 https://youtu.be/x9CTPR7Ul2Q

https://youtu.be/x9CTPR7Ul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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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명 터트리고

개발사 ㈜라쿤소프트

직책 대표및총괄 PD

퍼블리셔 자체글로벌서비스

장르 퍼즐게임

출시 2013년 06월 (현서비스종료)

비고 실시간대전모드탑재

유투브 링크 https://youtu.be/sxNtkFBI7-c

https://youtu.be/sxNtkFBI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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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명 돌리돌리푸 for Kakao

개발사 ㈜라쿤소프트

직책 대표및총괄 PD

퍼블리셔 자체서비스

장르 퍼즐게임

출시 2014년 09월 (현서비스종료)

비고 디즈니와공동개발, 구글인기게임 1위달성

유투브 링크 https://youtu.be/g_ssgb48fFc

https://youtu.be/g_ssgb48f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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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명 골든나이츠

개발사 ㈜라쿤소프트

퍼블리셔 ㈜네시삼십삼분

장르 수집형액션 RPG

출시 2016년 08월 (현서비스종료)

비고
애플스토어최고매출 12위달성, 구글스토어최고매출 22위달성, 
신규인기, 인기게임 1위달성

유투브 링크 https://youtu.be/ZSF3kl2drx8

https://youtu.be/ZSF3kl2drx8


Project Introduction

15

게임명 다크엠페러 (어둠의군주에서이름변경)

개발사 ㈜폴라게임즈

퍼블리셔 ㈜동양온라인

장르 MMORPG

출시 2017년 08월 ~ 2018 7월서비스종료

비고
원스토어원스타발굴프로젝트 1위, 원스토어우수베타게임상수상, 
원스토어최고매출 2위달성.

유투브 링크 https://youtu.be/loV4ci9voYQ

https://youtu.be/loV4ci9vo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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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명 골든나이츠오리진

개발사 ㈜폴라게임즈

퍼블리셔 자체서비스

장르 MORPG

출시 2018년 06월~ 서비스중(원스토어, 구글마켓)

수상 MMORPG 실시간모드대폭추가로특성을살림

유투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Vy_8AXHUwhU

게임명 골든나이츠유니버스

개발사 ㈜폴라게임즈

퍼블리셔 ㈜스카이엔터테인먼트

장르 수집형액션MORPG

출시 2019년 06월글로벌소프트런칭진행중

https://www.youtube.com/watch?v=Vy_8AXHUw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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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골든 나이츠: 

소프트 런칭

06/08/2019

02
백서: 

게임 골드 코인

백서 1.0 출시

07/05/2019

03
웹사이트: 

게임 골드 코인

웹사이트 오픈
07/08/2019

04
골든 나이츠: 

글로벌 런칭
07/18/2019

05
IEO: 

게임 골드 코인

상장
08월/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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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ung Oh

game gold | CTO

CHAIN BRIDGE | CTO

SangEun Lee

game gold 

Blockchain Developer

KyoungNam Kong

game gold

Blockchain Developer

HyoYeon Lee

game gold 

Marketing Manager

Brian Park

game gold | CMO

CHAIN BRIDGE | CEO

JinHwan Kim

game gold 

Blockchain Developer

ZiYuan Wang

game gold 

Marketing Manager

Young Jong Cho

game gold | CEO

POLAR GAMES | CEO

SukChai Park

game gold 

Blockchain Developer

Jun Choi

game gold 

Marketing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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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백서는 게임 골드 코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법률,

금융, 투자, 사업 또는 조세자문을 위하여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게임 골드 코인은(game gold Coin) 증권이나 투자상품이 아니며, ㈜Polar Games 및 ㈜Chain

Bridge 팀구성원은게임골드코인구매에따른구매자의직접적이거나간접적인손해, 손실,

또는채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습니다.

게임골드코인의구매자는본백서의내용을모두이해하며, 동의함을회사및팀구성원에

게진술및보증합니다.

본백서에설명된게임골드코인은현금가치가없을수있으며, 게임골드코인의미래가치

또는유동성에대한진술및보증이제공되지않습니다.

게임골드코인은회사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위한것이며, 투기성투자자를위한것이아

닙니다.

게임골드코인구매자는본인에게적용되는모든법률, 규제, 제한사항을준수하여야하며,

그비용을스스로충당하여야합니다.

본백서에서제시하는게임골드코인의판매, 개발계획및코인의교환은미래에적용될수

있는법률,법령,규정,조약또는행정법에따른제한으로인하여변경될수있습니다.

게임 골드코인의판매또는 배포가 증권또는투자상품으로간주될 수있는 지리적인 영역

또는국가, 그리고해당법률, 법령, 규정, 조약또는행정법에따라암호화화폐의구매가금

지되어있는지리적영역또는국가의시민,국민,주민, 거주자는게임골드코인을구매할수

없습니다.

회사는사업목적에따라본백서의내용을변경및업데이트할수있으며, 본백서에포함된

정보는회사및팀구성원에대하여법적인구속력을가지지않습니다. 게임골드코인의발

행및판매에대한계약은홈페이지의내용과본백서의내용이상충하는경우, 본백서의조

건이우선합니다.

19



Contact brian.park@chainbridge.c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