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펑션엑스(FX) 

상장검토보고서 

 

 

  



 

1. 펑션엑스(Function X, FX)란? 

펑션엑스는 전통적인 인터넷/블록체인 모델을 개선한 인터넷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산형 네트워크를 구축, 

완전한 탈중앙화를 이룬 f(x) 생태계 설계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니고 있다. 이미 XPOS, XWallet 

등의 암호화폐 페이먼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XWallet은 갤럭시 10에 탑재, 암호화폐 실생활 

사용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사와 업무협약을 맺고있다. 전적으로 블록체인을 위해 구축된 펑션엑스 

생태계는 Function X 운영체제, Function X 블록체인, Function X IPFS, FXTP 프로토콜, 

그리고 Function X 도커 등 5가지 구성 요소들로 모든 서비스, 앱, 웹사이트, 통신과 데이터를 

분산화시키는 단일 목적에 기여한다. 

 

 

2. 주요 스펙 

암호화폐명 Function X (FX) 

최초 발행일 2018.12.28 

홈페이지 https://functionx.io/ 

합의알고리즘 PBFT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설립자 David Kay (President) 

자 문 

Lon Wong (Dragon Fintech Pte Ltd)  

Jeffrey Jones (Kim & Chang)  

Kenji Sasaki (Cardano)  

시장 유통량 102,114,622 FX 

시가총액 $28,664,994 (약 339.8억원) 

거래가격 $0.280714 (약 332원) 

토큰 분배 현황 

65% of allocation for NPXS/NPXSXEM holders 

20% Ecosystem Genesis Fund 

10% Engineering 

5% Product and Marketing 

   *2019.09.17 코인마켓캡 자료 기준 

 

 

3. Function X의 특징 

 F(x) Chain 

F(x) 체인은 Fuction X 생태계의 일부로 분산 원장 형태로 구성된 합의 알고리즘이다. F(x) 체인은 

P2P 네트워크의 실제 시장 수요를 해결한다는 철학으로 설계되어 분산형 하드웨어 지원과 오픈 소스 소프트

웨어 툴킷 향상 기능을 결합하고자 한다. 

 

 



 

 F(x) OS 운영체제 

블록체인 호환이 가능한 android 수정 운영 체제로, 블록체인 모드에서는 통화, 메시지, 앱 등 모든 비트/

바이트가 분산된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태블릿 PC등의 하드웨어에서 작동 가능하며, 현재는 구글 크롬 브

라우저 수정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FXTP 프로토콜 

전송 프로토콜로 인터넷에서는 HTTP 전송 프로토콜이 정보의 전송, 수신 및 표시 방법을 제어 한다. 

FXTP는 분산형 네트워크를 위한 전송 프로토콜이다. FXTP는 합의 매커니즘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 수

신/표시할 수 있는 종단간 전송이며, 일치된 내용에 따라 데이터가 전송되어 대상으로 전파된다. 

 

 IPFS 

분산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설계된 프로토콜 및 네트워크다. 파일을 검색하려는 사용자는 파일의 해

시를 호출하고 IPFS는 다른 노드를 검색해 해당 사용자에게 파일을 제공하며, 파일은 IPFS 네트워크에 저

장된다. 

 

 Docker 

도커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고, 배포,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도커는 분산된 애

플리케이션을 구축, 배송, 실행할 수 있는 개발자용 개방형 플랫폼으로 개발자는 컨테이너를 통해 라이브러리

를 포함, 응용 프로그램을 패키징하고 패키지로 발송할 수 있다. 

 

 
 

 

 

빗썸 상장심사기준 
 

* 상장이란?  

빗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암호화폐가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암호화폐 상장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검토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유동성 유지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일정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장절차 ] 

암호화폐  

상장심의 요청 

(리서치 주관 부서) 
>>> 

암호화폐 심의·검토 

(상장심의위원회) 
>>> 거래소 상장 

 

 



 

* 상장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심사기준은, 

1. 비즈니스 영속성 

- 프로젝트(컨셉) 지속 가능성, 경쟁력, 안정적인 비즈니스, 수익구조, 장기적인 로드맵 등 

2. 기술적 기반과 확장성 

- 알고리즘 차별성, 기술의 적합성 및 확장성, 보안성, 완성도, 개발진의 신뢰도, 실현가능성 등 

3. 시장성 

- 시장수요, 마켓쉐어, 인지도(커뮤니티)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장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장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의사항 

· 암호화폐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유념하시어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십시오. 

-암호화폐는 정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규제나 시장환경변화에 따라 암호화폐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시고, 신중한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 본 자료는 현재 시점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으로, 해당 암호화폐 재

단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공식 홈페이지, 백서 및 주요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

니다. 따라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자료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기초한 투자결정과 투자결

과에 관하여 당사가 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