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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인덱스(UBCI)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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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인덱스(UBCI)란 업비트 인덱스 현황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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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브케어는 블록체인을 통해 보험사, 의사, 병원, 약사 등 수많은 의료 관
계자 사이 거래에서의 복잡성을 제거하고 의료 관리의 부담을 줄임으로
써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글로벌 의료서비스 플랫폼
입니다. 환자들은 솔브케어의 Care.Wallet 내에서 Solve 토큰으로 진료,
처방, 이동을 마치며 의료기록은 자동으로 월렛에 기록되게 됩니다. 솔브
케어는 다양한 보험사 및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의료 협업체인 ACN(Arizona Care Network)에서 22만명 이상의 환자들
을 대상으로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의료비 경감 글로벌 의료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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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분배 구조

솔브케어 법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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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브케어 Solve.Care

프로젝트 주요 사항

u 법인 등록 정보

u 증권형 여부에 관한 현지 법률 의견

Solve.Care (SOLVE)

Type : ERC-20

Supply : 1,000,000,000 SOLVE

Launch : 2018.03

Market Cap : $98,330,563

https://solve.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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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직위 이력 교육

Pradeep Goel CEO
Noridian BlueCross BlueShield of North Dakota

(CIO)

Panjab University

B.E. Systems Engineering

Vadym Vorobiov CTO
EngagePoint

Aspen Technology Labs
Kherson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Specialist, Cybernetics

David Randall Senior Policy Advisor American Research and Policy Institute
Kent State University

Ph.D. Political Science

Ed Odjaghian Head of Client Solution
EngagePoint

ProfitLine

New York University

B.S. Computer and Mathmatics

Mariya Ozadovskaya Head of Marketing and Strategy AXA Ukraine
Kyiv National Economic University

Master.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Andriy Osemchuk Lead Business Analyst
UBS

Terrasoft

National University Kyiv-Mohyla Academy

Maste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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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정보

2018 4Q ~
- Expansion of platform 3.0                           Insurance ID card with built-in plan benefits, provider payments via Care.Coin, community published Care.Cards

로드맵

2019 2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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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의료, 헬스케어를 관리하고 이러한 혜택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주
체라면 누구나 솔브케어의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보험사,
병원, 의료 네트워크, 정부기관, 직원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들,
정부의료보험, 세계 보건기구 등이 존재합니다.

솔브케어의 고객은 누구인가요?

첫 고객은 어떤 부류인가요?

2025년 예상 매출을 10억 달러로 예상하셨는데 달성 가능한 목표인가요?

u 의료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10억 달러는 매우 보수적으로 예상한 수
치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2배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저희가
목표로 하는 클라이언트 풀의 2%만 점유하더라도 해당 목표를 달성하
게 됩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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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이 아님에도 SEC에 등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u 저희는 증권에 준하는 공시 및 실사를 하여 매우 보수적으로 토큰을 운
영하기를 희망합니다. SEC 등록을 통해 토큰 보유자 및 회사가 규제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u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을 비롯해 인도의 많은 의료 네트워크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5만명의 의사와 30만명 이상의 환자를 보유한 ACN(Arizona 
Care Network)가 솔브케어의 첫 활용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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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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