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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공시는 프로젝트팀이 직접 작성 후 게재 요청
하는 것으로 업비트는 각 내용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도입 안내 및 취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 정착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젝트 생태계 육성

일반 투자자 자산 보호 프로젝트 정보 활성화

대량 보유 지분 변동

암호화폐 자산의 구조적 변동

핵심 인력 변동

전략적 파트너 협력 체결

주요 마일스톤 달성

• 당사에서 거래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중요한 정보를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제공받도록 하여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함입니다. 

• 프로젝트의 현황이 최종 소비자를 포함한 다수에게 전달되어 발전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고 업계 전체의 건강한 공동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함입니다.  

• 무엇보다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 불균형 및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여 당사 투자자 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대량 보유 
지분 변동

✓ 투자자의 대량 매도, 보호예수 해제 등 시장 균형
에 현격한 영항을 줄 수있는 암호화폐 자산 소유
주의 변동

DOs DON’Ts

공시 대상 정보

암호화폐 자산 
구조적 변동

핵심 인력 
변동

전략적 
파트너 
협력 체결

주요 
마일스톤 
달성

✓ 포크 / 스왑 / 에어드랍 / 소각 등 투자자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적 변동

✓ 프로젝트에서 대외적으로 공표한 핵심 인력의 변
동

✓ 프로젝트 성과 증진을 위한 기업,단체,관공서 등
과의 계약 체결, 라이센스 획득 등

✓ 메인넷 출시, 네트워크 구조 변경 등 프로젝트 계
획상 핵심적인 목표 달성

✓ 밋업, 세미나, AMA, 바운티 프로그램 등 프로젝
트 홍보 목적 행사 관련 정보

✓ 정기적인 서비스 업데이트, 토큰 가격 변동 등 사
업적인 중요도가 낮은 단순 정보

✓ 모회사 및 관계사 관련 정보, 대표자 활동 정보 
등 해당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

✓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협의 중에 있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변경 되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

재무 및  
지배구조 
관련 정보

영업 및 
사업 진행 
관련 정보

프로젝트 
행사 홍보

단순 변동 
정보

사업 외 
정보

비 확장성 
정보



  프로젝트 공시 사용 예시

• 본 A 프로젝트는 개발비 충당을 위해 초기 R&D 자금 충당 목적으로 설정된 보유분의 5%에 해당하는 토큰을 
xxxx년 xx월 xx일 xx시 xx분 ~ xxxx년 xx월 xx일 xx시 xx분 동안 업비트 원화마켓을 통해 매도하였습니다.  

• 본 A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사인 B 인베스트먼트는 보호예수가 해제된 보유분의 3%에 해당하는 토큰을 xxxx년 
xx월 xx일 xx시 xx분 ~ xxxx년 xx월 xx일 xx시 xx분 동안 업비트 원화마켓을 통해 매도하였습니다.

사용 예시공시 대상

• 본 A 프로젝트는 xx 토큰을 xxxx년 xx월 xx일 xx시 부로 본 프로젝트 암호화 자산을 소유하신 분들께 지급합
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본 프로젝트 공식 채널 및 거래소의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재무 및 
지배구조 
관련 정보

대랑 보유 지분 
변동

암호화폐 자산 
구조적 변동

핵심 인력 
변동

• 본 A 프로젝트의 블록체인 개발팀장 XXX는 xxxx년 xx월 xx일자로 CTO로 임명되었으며 향후 XX사업을 주도

할 계획입니다.

영업 및  
사업 진행  
관련 정보

전략적 파트너 
협력 체결

주요 마일스톤 
달성

• 분산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A 프로젝트는 B기업과 전산망 공동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본 A 프로젝트는 C국의 XX부처로부터 라이센스를 발급받아 XX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본 A 프로젝트는 백서 상의 로드맵에 따라 xxxx년 xx월 xx일 xx시 부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전을 실시합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안내에 따라 적절한 기술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측의 게재 요청에 따라 업비트가 암호화폐 프로
젝트의 대외공지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업비트는 해당 공시 내용
에 대한 검증이나 보증을 하지 않으며, 해당 공시에 따른 투자 결과에 대해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Purpose of introduction : Features of “Project Information Disclosure”

Establishing a healthy and 

sustainable investment culture 

Developing a fair and transparent  

DLT ecosystem

Protecting Retail Investors Disseminating Project Information

Significant change in ownership 
of crypto asset

Structural changes in crypto asset

Changes in leadership

Execution of strategic 
partnerships

Accomplishment of critical 
milestones

• To cultivate a fair investment environment by ensuring that critic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ject is 
available to all without discrimination. 

• To foster healthy growth of the industry by making project-related news available to the masses, including end-
users, and promoting constructive discussions. 

• Above all, to alleviate the structure of asymmetric information access in order to prevent market imbalance and 
moral hazard, and better protect the investor assets.



  

Significant 
changes in 
ownership of 
crypto asset

DOs DON’Ts

Information subject to Disclosure

Structural 
changes in 
crypto asset

Changes in 
leadership

Execution of 
strategic 
partnerships

Accomplish-
ment of critical 
milestones

✓ Financial changes which may affect investor’s 
asset value 

      (e.g. Forks, Swaps, Airdrops, Burns, etc.)

✓ Changes in core members which project has 
publicly announced

✓ Contracts or license acquisitions with 
companies, organizations, gov. dpt., etc. 
resulting in the enhancement of project’s 
performance.

✓ Attainment of critical goals within project’s 
roadmap 

     (e.g. Mainnet release, network change etc.)

✓ Information regarding project’s marketing-
related events

✓ Simple information with low importance 

      (e.g. Regular service update, price trend, etc.)

Finance 
& 

Governance

Operation 
& 

Business

Project 
PR

Simple 
change of 
information

Non-
business 
information

Non-
finalized 
information

✓ Changes in large shareholders which may have 
significant impact on market equilibrium  

      (e.g. Massive sell by investors, vesting release) 

✓ Information not directly related to project’s 
business

      (e.g. Info. on related companies, CEO activities, etc.)

✓ Information from unidentified sources or subject 
to change based on on-going discussions that 
could be harmful to investors.



  Example of Project Information Disclosure

•Project A sold 5% of its tokens allocated for R&D through Upbit’s KRW market during MM/DD/HH/MM ~ 
MM/DD/HH/MM. 
•B Investment, which is one of the major investors of project A, sold 3% of its vested tokens through 
Upbit’s KRW market during MM/DD/HH/MM ~ MM/DD/HH/MM.

ExampleSubject

•Project A will airdrop XX tokens to investors holding A as of MM/DD/HH/MM. To receive appropriate 
support, investors are encouraged to follow the guidance provided by the project’s official channel, as 
well as the notification provided by the exchange.

Finance 
& 

Governance

Significant changes 
in ownership of 
crypto assets

Structural changes in 
crypto assets 

Changes in 
leadership

•The head of the blockchain development team of project A, Mr. XXX, has been appointed as CTO as of 

YY/MM/ DD and will lead XX business in the future.

Operation 
& 

Business

Execution of 
strategic 
partnerships

Accomplish-ment of 
critical milestones

•Project A, which provides decentralized cloud services, has signed a contract with Company B regarding 
the joint use of the computer network.  
•Project A has been licensed by XX gov. department of Country C and became qualified to run XX business.

•Project A will transfer its blockchain network on YYYY/MM/DD/HH as per the roadmap. Investors are 
encouraged to follow the guidance provided by the project’s official channel and receive appropriate 
technical support.



  

This disclosure is posted by the way Upbit provides the links of the 
external announcements in response to the requests of the crypto 
projects. Upbit does not verify or warrant the disclosure and is not 
responsible for the investment results under the disclosure.

Disclaim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