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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엑스 (BCX) 란?
비트코인엑스(BITCOINX)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하드포크 코인이며, 개인정보보호 개선을 위
한 영지식 증명 기술과 기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제한되었던 스마트 계약 기능, 그리고
DPoS(위임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효율적인 블록
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징
• 비트코인엑스는 비트코인 블록높이 498,888을 기점으로 하드포크된 체인 및 암호화폐로
서, 최대 발행량 및 블록 크기는 각 2,100만개와 2MB로 기존 비트코인과 동일합니다.
• 영지식증명(Zero Knowledge Proof): 영지식 증명이란 A가 B에게 어떤 상황을 증명할 때,
그것이 참 혹은 거짓인지의 여부만 공개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공개되지 않게끔 진행될
수 있는 방식을 뜻하며,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정보들이 검증자들에게 노출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암호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일종의 자동화 계약 시스템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
반으로 계약 조건을 코딩하고 조건에 부합하면 계약 내용이 이행 되는 디지털 계약 방식
을 일컫습니다. 기존에는 계약이 체결 되고 이행 되기까지 수 많은 문서가 필요했다면 스
마트 컨트랙트는 계약 조건을 컴퓨터 코드로 지정해 두고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이행하
는 방식으로서, 스마트 컨트랙트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제3자 없는 당사자 간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위임지분증명(DPOS: Delegated Proof of Stake): 자격을 갖춘 선택된 증인이 참여자들이 보
유하고 있는 지분을 위임 받아 블록을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이중 채굴과 그라인딩 어택에
대해 내성을 갖는 합의 프로토콜이라 평가 받고 있으며, 모든 참여자가 블록을 검증하는 것
이 아닌 소수의 증인만이 블록을 검증하기 때문에 증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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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펙
1) 기본정보

2) 시장정보

암호화폐명

BitcoinX
(비트코인엑스, BCX)

최초발행일

207-12-12

소재지
합의알고리즘
분류
홈페이지

-

Blake2B

총발행량

210,000,000,000 BCX

시장유통량

-

시가총액

-

거래량(24h)

$102,733 ≈ 1억원

퍼블릭 체인 및 프로토콜

거래가격(USD)

$0.004292

http://www.bcx.org

거래가격(BTC)

0.00000105 BTC
▷ 2019-03-28 Coinmarketcap 기준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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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1) 퍼포먼스 데이터
암호화폐 연혁

15개월

지난 30일 변동성

127.01%

지난 7일 변동성

61.35%

역대 최고가 (USD)

$0.1064

USD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96.04%

역대 최고가 (BTC)

0.00000740 satoshi

BTC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86.08%

누적 수익률

-92.18%

상승 월 비중

-25%

일 최대 하락률

-37.32%

일 최대 성장률

+97.62%

월 최대 성장률

+516.41%
▷ 2019-03-28 CoinCheckup 기준

2) 가격 변동 추이

▷ 2019-03-28 Coinmarketcap 기준

3) 거래 정보
주요 거래 통화

주요 거래소

▷ 2019-03-28 Coingecko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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