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블유플러스(WalletPlu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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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블유플러스(WalletPlusX, WPX)란? 

WPX는 이더리움 기반 유틸리티 토큰으로 WPLUS플랫폼에서 일반 사용자가 실생활에 직접 적용 

가능한 암호화폐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는데 목적을 가진다. WPX는 WPLUS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주축이 되며 WFund, WLoan, WPay 등 플랫폼 내 다양한 서비스의 보증금이자 수수료로 

활용된다. 또한 법정화폐와 페어링 된 WCASH로 전환이 가능하여 시세 급등락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2. 주요 스펙 

암호화폐명 WalletPlusX (WPX) 

최초 발행일 2019. 12. 04 

홈페이지 https://wplus.io 

합의알고리즘 POS 

설립자 Anthony Donghyun Ahn 

자 문 

Younghwan Kim: CEO of PAYMINT 

Geunju Lee: President of Zero Pay/ Former 

Secretary of KOFIN 

Jamieson O’Reilly: Founder & CEO of Dvuln 

(Australia) 

Jaseong Koo: Former Consultant at McKinsey & 

Company, MBA from Wharton School 

Minsoo Kim: CEO of Eyes Protocol, Head 

Researcher of Data Gate International 

Kyuhyun Choi: Director of SEED VC, Research 

Engineer of Eyes Protocol, Advisor of Withnode, 

Bei News Reporter 

시장 유통량 290,275,059 WPX 

시가총액 $ 34,833,007.08 (약 406.38억원) 

거래가격 $ 0.12 (약 140원) 

토큰 분배 현황 

50 % for Token Sale   

20 % for Activating Ecosystem  

20 % for WPAY Reserves for Large Retailers  

10 % for WPLUS Team & Long-term Professional 

Recruiting   

   *2020.01.15 재단 및 코인마켓캡 자료 기준 

 

 

https://wplus.io/


 

3. 더블유플러스의 특징  

   ■  WPLUS WALLET 

WPLUS 지갑은 다양한 암호화폐를 보관 및 전송을 통해 자산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Private key를 관리하는 Decentralized wallet을 옵션으로 제공하여 개인 금고로 활용도 가능

하다. 또한 생체인식 기술의 지원과 보안 메신저 기능을 통해 보안성을 향상시켰다.  

 

   ■   WPAY  

WPLUS는 자체 POS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WPLUS의 암호화폐 지불결제 

시스템인 WPAY의 사용망을 확장하고자 한다. 글로벌 면세점들과 WPAY간의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면세점 무역 거래상을 선점할 뿐만 아니라 가맹점 확장 전략을 통해 유저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에 

있다.    

 

■   WPX Ecosystem  

WPLUS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전문 거래솔루션을 통해 거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서비스의 다각화를 통해 생태계의 조성과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WPLUS에서 

WPX는 유저들의 다양한 서비스 담보와 교환수단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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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