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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인덱스(UBCI)란 업비트 인덱스 현황 (2018.10.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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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적인 주식시장의 초기 모습을 매우 닮아 
있으며 시장이 고도화 될수록 기준이 될 수 있는 인덱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덱스는 제도권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유용한 도구로 

UBCI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시장과 기존 금융 시장의 훌륭한 
접점이자 미래 금융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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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로운 관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BCI는 지수의 공정성을 위해 지수위원회의 감수 하에 진행되고 있
으며 지수의 정합성 확인 및 신규 지수 추가, 신규 자산의 테마 편입 
등 전반적인 지수 운영에 대해 논의합니다.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
은 UBCI 서비스에 반영되고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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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티넬 프로토콜은 위험 평판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 엔진 통합형 보안 지갑, 분
산 말웨어 분석 샌드박스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분산형 토큰 보안 플랫폼입니다. 
자체 동기 부여를 통해 업계 전문가들을 플랫폼으로 유인하고, 플랫폼 내에서 보안 
기능 향상에 기여하는 화이트 해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집단지성의 선순
환 구조를 꾀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은 센티넬 커뮤니티에 가입함으로써 보안 문제
에 대한 지식과 지원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집단지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토큰 보안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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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분배 구조 

센티넬 프로토콜 법적 정보 

t nort h research | 4  

센티넬 프로토콜 UPP 

프로젝트 주요 사항 

 법인 등록 정보 

 증권형 여부에 관한 현지 법률 의견 UPP(Uppsala) 

Type : ERC-20 

Supply  : 500,000,000 UPP 

Public Sale : 2018.04 

Country  : Singapore 

https://sent inelprotoc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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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ou University 

B.S. Comput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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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정보 

   2018 1Q 

 - HQ R&D center open in Singapore, APAC          - Public SIPB best release                 - Machine learning engine beta test                - Machine learning based Fraud Detection  

   2018 2Q    2018 4Q    2019 ~   

로드맵 



#프로젝트 주요 정보 보고서 | UPP 

시장 현황 | 프로젝트 주요 사항 | 팀 정보 & 로드맵 | Q & A  

 지금까지는 악성 해커들이 금융자산들을 도난하여 부를 축적하는 반면, 화이트해
커들은 자긍심과 명예만을 위해 해킹의 예방을 위한 보안 향상에 기여하였을 뿐 제
대로 된 금전적 보상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센티넬 프로토콜들은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 악성 해커로부터 중요한 데이터를 지켜내고 화이트 해커들이 금전적 보상을 
가져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보호에 대한 금전적 가치가 
향상하는 만큼, 악의적 해킹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센티넬 프로토콜은 게임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였나요? 

프로젝트의 경쟁자가 존재합니까? 

센티넬 프로토콜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까?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소스는 Github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하

지만 프로젝트 자체의 특성상, 일부 코드들은 보안 문제로 인해 외부 공개되지 않
습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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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살라 토큰(UPP)은? 

 UPP(Uppsala)은 센티넬 프로토콜의 암호화폐입니다. UPP은 SIPB에 의해 제공
되는 보안 도구 및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며, 보안지갑의 고급 보안 기능들을 사용
할 때 활용됩니다. 또한 컨설팅, 보안 취약성 평가 등 기타 활동에 대한 의뢰 시에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메인넷 구축을 통해 위해 성능 향상을 꾀할 것이며, 
Daniel Larimer가 개발한 DPoS(Delegated Proof of Stake) 합의체계를 사용
할 예정입니다. 유저들은 플랫폼 활동을 통해 얻은 센티넬 포인트를 UPP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와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혹은 기업을 접한 적은 없습니
다. 저희가 스스로를 ‘프로토콜’이라 칭하는 것은, 블록체인 보안 업계의 첫 표준
이 되고자 함입니다. 전통적 사이버 보안 회사 또한 저희 경쟁자는 아닙니다. 저희
는 그들을 센티넬 생태계에 들어올 잠재적 회원으로 생각하며, 블록체인 보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데이터 교환, 분석 ,KYC 등을 다루는 
보안 기업들은 모두 저희의 잠재적 파트너입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자신이 가진 

보안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센티넬 프로토콜의 생태계에 참여하고 경제적 보상을 
획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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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본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의 완결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본인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 본 암호화폐 또는 블

록체인 자체의 오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

으로,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한 투자 결과에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