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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댑은 개인간(C2C)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dApp 게임 포털입니다. 플레이댑 게임은 상호운용이 가능하며
게이머들이 NFT(Non-Fungible Tokens)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플레이댑은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플레이댑, ‘아스타(ASTA)’ IP 홀더 수퍼트리와 블록버스터급
아스타 MMORPG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위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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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내용
플레이댑이 14 일 유명 PC MMORPG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스타’ IP 기반의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위해 아스타 IP
홀더인 수퍼트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수퍼트리’는 최근 ‘아스타’ IP(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 IP 홀더로서 모든
게임 권한을 이관 받았습니다. ‘아스타’는 독창적인 스토리와 최고 수준의 그래픽으로 완성한 아시아 판타지
MMORPG 로 약 5 년 동안 개발비 180 억원이 들어간 블록버스터급 게임 IP 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플레이댑은 수퍼트리와 함께 한-중 개발사들과 협력하여 아스타 IP 기반의 모바일 게임 아스타 M, 아스타
오리진 등을 선보일 예정으로 이를 통해 블록체인 게임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특히, 아스타 IP 기반의
게임들은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 플랫폼 ‘플레이댑’의 게임 생태계 확장과 플레이댑 토큰 (PLA) 이코노미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플레이댑’은 향후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플레이댑 생태계에 참여하는 개발사, 유통사, 유저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관련링크
https://asta.playda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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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Dapp is a dApp game portal that provides a peer to peer (C2C) marketplace. PlayDapp’s games are
interoperable and offer a broad portfolio of games for gamers to enjoy with nonfungible Tokens (NFT).
PlayDapp Limited announces as follows.

PlayDapp Signs contract with ASTA IP Holder Supertree for Blockbuster
ASTA MMORPG mobile game service
◼ Content
PlayDapp signed contract with ASTA IP holder "Supertree" on the 14th for the blockbuster PC 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 'ASTA' IP-based mobile game service.
SuperTree, a blockchain game developer, recently signed an asset transfer agreement for ASTA’s IP and received all game
rights as the new IP holder. ‘ASTA’ is an East Asian inspired fantasy MMORPG with original stories and rich graphics. A
blockbuster game IP, with over 18 million dollars of investment in development over its 5-year development history.
With the agreement between PlayDapp and SuperTree, PlayDapp plans to expand its blockchain business by working with
Korean and Chinese developers with SuperTree to introduce mobile games ‘ASTA M’ and ‘ASTA Origin’ based on the
compelling ‘ASTA’ IP.
The release of new games based on the ‘ASTA’ IP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PlayDapp’s game ecosystem.
While also helping the revitalization of the PlayDapp Token (PLA), PlayDapp’s native token for its interoperable blockchain
game service.
At the same time, PlayDapp plans to provide rewards to all developers, distributors, and users participating in the PlayDapp
ecosystem via a unique membership program, currently under development and due for release in the future.

◼ Link
https://asta.playdapp.com/

2021.01.14

이에 공시합니다.
PlayDapp Limited

CEO Brian 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