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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인덱스(UBCI)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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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인덱스(UBCI)란 업비트 인덱스 현황 (2019.01.31 기준)

u UBCI는 암호화폐 시장의 표준 지수인 인덱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트렌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u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적인 주식시장의 초기 모습을 매
우 닮아 있으며 시장이 고도화 될수록 기준이 될 수 있는 인
덱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u 인덱스는 제도권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유용한 도
구로 UBCI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시장과 기존 금융
시장의 훌륭한 접점이자 미래 금융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
작입니다.

u 업비트는 현재 시장 인덱스, 테마 인덱스, 전략 인덱스 등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테마 인덱스를 통해 플랫폼, 
게임, SNS, 광고 등 산업별 암호화폐의 퍼포먼스를 흥미로
운 관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 UBCI는 지수의 공정성을 위해 지수위원회의 감수 하에 진
행되고 있으며 지수의 정합성 확인 및 신규 지수 추가, 신규
자산의 테마 편입 등 전반적인 지수 운영에 대해 논의합니
다.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UBCI 서비스에 반영되고 공
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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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토렌트는 혁신적인 파일 공유 시스템이었지만,파일을 다운로드 완료한 이
후에는 시드를 계속 유지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도울
유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비트토렌트는 트론 네트워크를 이용한 BTT
토큰 발행 및 프로그램 통합을 통해 원활한 시드 유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저들은 희소성 높은 자료에 대한
시드를 유지할 때 보다 큰 보상을 받게 되며,토큰을 사용하지 않는 유저들
또한 증가된 시드들로 인해 기존보다 더 빠르고 다양한 파일들을 공유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토큰을 이용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도입된 분산화 파일 공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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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분배 구조

비트토렌트 법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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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토렌트(BitTorrent)

프로젝트 주요 사항

u 법인 등록 정보

u 증권형 여부에 관한 법률 의견BitTorrent Token (BTT)

Type : TRC-10

Supply : 990,000,000,000 BTT

Launch : 2019.01

Country : Singapore

https://www.bittorr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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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BTInstaller - Create Win32 Application “Shell”                   -Cryptographically sign payment channel updates from wallet.                 - Basic Wallet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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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직위 이력 교육

Justin Sun Founder / CEO
TRON

Ripple Labs

University of Pennsylvania

M.A. Political Economy

Marcus Zhao Head of Public Chain
TRON

Alibaba

Beihang University

M.S. Computer Science

Justin Knoll VP Product Management BitTorrent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B.S. Computer Science

Pavel Lagutin Senior Product Director Wamba meeting network
Moscow Power Engineering Institute

B.S. Electrical Engineering

Zhimin He Director of Engineering
Google

Twitter

University of Virginia

M.S. Computer Science

Rebecca Bronstein Senior Product Designer Infolinks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B.A. Psychology and Manageri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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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공격으로부터 최종 사용자들을 어떻게 방어하실 계획인가요? 기존 비트토렌트에는 왜 인센티브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나요?

u 비트토렌트 초기 개발자들 또한 역시 시드 유지 유인 제공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것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고 관리할 수단이 존
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암호화폐의 등
장은 이를 가장 완벽하고 신뢰도 높게 구현해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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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토렌트 사용자가 토큰 보상 모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u 물론입니다. 유저들은 그들의 파일 공유 정도 혹은 완전히 토큰 보상 시
스템을 제거하는 것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은 의무적이지 않으며 언제든 사용자가 종료할 수 있습니다.

u 최종 사용자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은 네트워킹 혹은 스토리지 제공
등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한 네트워크 연결은 자체 대역폭 조정 메
커니즘인 uTP에 의해 보호되며, 스토리지는 암호화됩니다. 사용자들은
응용 프로그램 수락 여부를 직접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BT 서비스
제공은 단순한 인프라 운영에 국한되어 신뢰할 수 없는 제 3자가 사용자
장치에서 코드를 실행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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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유의사항

발행인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본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암호화폐는 향후 정부의 입법 및 정책 방향 등에

따라 가치가 매우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본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의 완결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본인 또

는 제3자의 귀책사유, 본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 자체의 오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

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

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한 투자 결과에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