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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현황

업비트 인덱스(UBCI)
업비트 인덱스(UBCI)란

업비트 인덱스 현황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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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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주요 사항

밀크 (MiL.k)
루니버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 포인트 암호화폐
u 밀크(MiL.k)는 여행, 여가,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서비스들을 블록체인을 활
용해 연결하는 통합 포인트 프로젝트입니다. 밀크를 통해 사용자들은 흩어
져있는 포인트를 쉽게 유동화해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밀크 플랫폼에는 대표적인 OTA(Online Travel Agency) 기업인 야놀자를 필두
로 항공, 면세, 모바일 쇼핑, 모빌리티 등 다양한 파트너들의 참여가 예정되
어 있으며, 밀크(MLK)는 플랫폼에 가입한 서비스 파트너 기업들의 리워드
포인트 거래수단으로서, 밀크 생태계의 기축 암호화폐로 활용됩니다.

밀크 법적 정보
u 증권형 여부에 관한 현지 법률 의견

토큰 분배 구조
MiL.k (MLK)
Type : LMT (Luniverse Main Token)
Supply : 7,471,446 MLK
Launch : 2020.02
Consensus : POA
https://milkalliance.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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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정보
이름

직위
CEO

Jayden Jo

CTO

Rooney Jung
Shawn Woo
Brooks Lee

CBO/Lawyer
Biz strategy Team Leader
Software Developer

Sam Lee

이력

교육

Kakao Pay

Hanyang University

Samsung Electronics

B.S. Electronic Engineering

Kakao

Seoul National University

SK Telecom

B.S.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S&L Partners

Seoul National University

Hyundai Autoever

B.S.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Samsung Electronics

Konkuk University

NC Soft

B.A. Business Administration

Assurant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Moxie

B.S. Computer Science

로드맵
2019 3Q
- 참여사 레거시 연동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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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Q ~

2020 1Q ~

- 지갑 런칭

- 서비스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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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밀크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나요?
u 저희는 여행 레저 유니콘 기업인 야놀자와 포인트를 활용하여 고객들을 공
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고민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외환거래 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각 국가간의 통화를 교환하는 과
정에서 은행(플랫폼)과 달러(기축통화)의 역할이 바로 밀크플랫폼과 밀크
코인의 모티브가 되었고, 서로 다른 포인트를 거래하거나 교환하는 메커니
즘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밀크플랫폼은 이미 포인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앞서 나갈 계획인가요?
u 기존 포인트 통합 시스템은 같은 그룹 계열사 간의 통합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밀크는 서로 다른 기업의 포인트를 교차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외에,
고객들에게 포인트 자체를 거래(구매 혹은 판)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고객
혜택이 훨씬 큽니다. 더불어 가입 기업의 범위에서 제한도 없습니다. 무엇
보다, 여행이나 여가 분야는 고객들이 하나의 행위를 위하여 여러 서비스
를 이용하게 되면서 소액의 다양한 포인트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를 통
합하는 서비스는 고객에게나 서비스 기업에게나 훨씬 혜택이 될 것이며 기
존의 다른 포인트 통합 플랫폼과 차별점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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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시장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밀크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u 밀크는 여행, 여가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점차 서비스 영역 확대를 해나
갈 계획입니다. 저희의 주된 전략은 크게 고객공유 및 경쟁배제인데, 우
선 여행 및 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하나의 행위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서로 다양한 기업간에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리워드를 통합하는 것은 고객에게 매
우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고 저희 플랫폼 동일 업종내에서는 기업간의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경쟁이 치열한 업종내에서는 먼저 가입하는 기업 외에 다른 경쟁업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플랫폼이 성장할 수록 다양한 업종의 서비스
기업들이 선점효과를 기대하고 밀크 얼라이언스에 가입할 동기가 점점
커질 것입니다.
밀크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u 우선, 여기저기 흩어진 포인트를 밀크 코인으로 합쳐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밀크 코인으로 전환하여 외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밀크 코인으로 원하는 포인트를 추가 구매할 때는
할인(최소 5%, 최대 40%)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포인트 거
래 시스템이라는 밀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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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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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