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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인덱스(UBCI)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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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인덱스(UBCI)란 업비트 인덱스 현황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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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도르 프로토콜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 분석, 가공 및
AI 기반 예측 분석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양질의 정보를 독
점해오던 대량의 자금 및 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외의 사람들에게도 고품
질의 데이터 과학 솔루션 및 복잡한 데이터 변이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엔도르는 자체 설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모든 데
이터 작업들을 트리거하며, 토큰 이코노미 운영을 통해 경쟁적인 데이터
품질을 유지하고 시스템 기여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MIT 교수진이 개발한 분산화 데이터 분석 및 예측 시장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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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분배 구조

엔도르 프로토콜 법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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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도르 프로토콜 Endor Protocol

프로젝트 주요 사항

u 법인 등록 정보

u 증권형 여부에 관한 현지 법률 의견 (미국)

Endor Protocol (EDR)

Type : ERC-20

Supply : 1,469,214,245 EDR

Launch : 2018.3

Market Cap : $35,126,546

https://www.end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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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직위 이력 교육

Yaniv Altshuler Co-Founder / CEO
IBM

(Researcher)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ost-Doctor

Alex Pentland Co-Founder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rofessor)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h.D. Computer Science

Stav Grinshpon Co-Founder / CPO
AT&T

(Product Manager)

The Academic College of Tel-Aviv, Yaffo

B.S. Computer Science

Daniel Gorlovetsky CTO
Outbrain

(Head of Mobile)

Holon Institute of Technology

B.S. Computer Science

Tomer Srulevich CBO
Sapiens

(Executive VP, Sales and Operations)

The Interdisciplinary Center

B.S. Computer Science

Arie Matsliah Algorithm Expert
Google

(Machine Learning Researcher)

Technion – 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

Ph.D. Comput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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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alog of predefined crypto predictions               -Request for predictions                                      - Do-It-Yourself (DIY) for businesses, catalysts, and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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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엔도르 프로토콜은 프라이빗/퍼블릭 데이터 세트를 종합하여 운영되며, 
왜곡되지 않은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인프라입니다. 개인에 따
른 맞춤형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모델을 걱정할 필요 없이 누구나 최상
의 예측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엔도르의 목표입니다.

엔도르 프로토콜이 분산화된 과학적 예측시장의 미래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거 제품은 성공적이었나요? 

엔도르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u 연구 및 개발 센터는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개발
및 세일즈 부서는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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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비해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u 엔도르 팀은 높은 품질의 제품을 출시해낸 우수한 트랙레코드를 보유하
고 있습니다. 또한 EDR 토큰은 데이터/알고리즘 크리에이터 및 예측분석
소비자에게 큰 가치를 제공하는 엔도르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사용 케이
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u 엔도르의 예측 분석 엔진은 WEF (World Economic Forum) Technology 
Pioneer 및 Gartner Cool vendor of 2017에서 조명되었습니다. 현재 제
품은 Fortune 500 기업들에게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큰의 분배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u 회사 및 팀 멤버에게는 3년 이상에 걸친 보호예수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
니다. 시장 균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프로젝트 성장에 따라 필요한 물
량이 적절히 배분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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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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