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신익스체인지코인(MXC) 

상장검토보고서 

 

 

  



 

1. 머신익스체인지코인(MachineXchange Coin, MXC)란? 

머신익스체인지는 자체 MX 프로토콜을 통한 블록체인 기반의 IoT 공유 경제 플랫폼이다. 또한, 

LPWAN 데이터 교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저 어댑션과의 통합에 초점을 맞춘 네트워크이다. 

이 때, MX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사이의 충돌 방지, 인터체인 데이터 시장 구축, 사용자에게 독립적인 

서비스 품질의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MXC 의 최종 목표는 스마트 도시 

형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도로와 공공 기물에 IoT를 적용하여 대기 품질, 수질, 교통량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 간 데이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요 스펙 

암호화폐명 Machine eXchange Coin (MXC) 

최초 발행일 2018.08.08 

홈페이지 https://www.mxc.org  

합의알고리즘 MX 

설립자 Xin Hu (CEO of MXC) 

자 문 

Jeffrey Wernick (Entrepreneur and Private 

investor of Uber and Airbnb) 

Leo Wang (PreAngel Fund-Founding partner) 

Meinhard Benn(SatoshiPay Founder) 

시장 유통량 799,489,740 MXC 

시가총액 $ 5,574,866 (약 67.69억 원) 

거래가격 $ 0.006973 (약 8.47원) 

토큰 분배 현황 

30% for Private-sale 

20% for Early investor 

20% for Foundation 

20% for Team 

10% for Public ICO 

   *2019.08.07 코인마켓캡 자료 기준 

 

 

3. MachineXchange Coin의 특징 

 MX 프로토콜 (MX Protocol) 

MX 프로토콜은 LPWAN 기반의 탈중앙화 프로토콜이며, Cortex Parachain을 통해 현재 40 여 개국

의 하드웨어 네트워크를 독점적으로 업데이트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는 ACC로 무료 주파수 IoT 충돌 

문제와 LPWAN IoT의 하부 자원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터체인 데이터마켓을 통하여 

사용자 간의 거래 및 교류, 서비스 문제 등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https://www.mxc.org/


 

 LPWAN 기술 (LPWAN Technology) 

LPWAN는 장거리 통신 및 대용량의 네트워크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IoT 전용 통신기술이다. 해당 기

술은 통신 반경이 넓으며, 전력 소모가 적어 단말 배터리의 수명이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LPWAN은 온도, 습도, 무게, 위치 등의 단순한 정보를 측정 및 처리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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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