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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Ubcoin Marketplace는암호화폐로실물을사고파는글로벌모바일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보유자의 수는 현재의 2,200만 명에서 10배 증가하여 2020년에는 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암호화폐의 주인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암호화폐로 거래하려는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이러한 접근방법은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는 3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암호화폐로 실물을 구매함으로써 거대한 투자  
가치를 소비하려는 거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구매 거래 행위의 절반 가량이 웹사이트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2020년에 전 세계  
인구의 37%가 스마트폰을 보유함에 따라서 조만간 모바일 상거래가 웹 상거래를 추월할 것입니다. 

Ubcoin Marketplace는 그린필드 프로젝트가 아니며, Ubank 모바일 앱의 확장판입니다: 

• 2009년부터 존재한 성숙한 기업
• 우리 회사의 제품인 Ubank는 전 세계적으로 1,600만번 이상의 설치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 우리 회사는 50명 이상의 개발자, 최고 경영진, 재능 고문단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Ubcoin은 현존하는 제품 가치 제안을 향상시키고 재창조할 것입니다.
• 삼성과 플라이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10 개국에서 판매되는 플래그십 갤럭시 9를 비롯한
모든 스마트폰에 자사의 현재 제품을 사전 설치합니다.

토큰 판매를 통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계약, AI 기반 검열 및 KYC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글로벌 사업 확대를 이룰 것입니다. 제조업체에 의한 사전 설치라는  
Ubank 앱만의 특별한 유통 모델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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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설명

현재수십만의사람들이합법적으로암호화폐를보유하고있습니다. 전세계수백만의사람들이
암호화폐에대해서알고있고가지고싶어합니다. 많은사람들이암호화폐를놀라운보상이
뒤따르는투자수단으로여기고있으며, 또다른사람들은블록체인기술로실현되는원활한
디지털거래와새로운사업기회를찾고있습니다. 

암호화폐의대규모사용은피할수없는다가오는현실입니다. 우리영감의근원이자깊은존경의
대상인텔레그램을포함한개척정신이투철한기업가들과선지자들이그렇게말하고있습니다.  
암호화폐가대량으로사용될시점은분명예상보다빨리올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디지털
화폐를간단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보유할방법이필요합니다. 

암호화폐시장의가치는대략 3천억달러에이릅니다. 하지만여전히전세계의정부와기업
과국제결제시스템은법을준수하는시민들이디지털자산을이용하여실물거래를할수있도록
암호화폐거래에대한확실한규제원칙을세우지않고있습니다. 3천억달러의상당액수는실물
자산으로변환되기에충분한여건을갖추고있습니다.

우리회사의목표는전세계의소비자들이암호화폐에투자하여암호화폐로실물을자유롭고
안전하게거래할수있는Ubcoin 디지털시장에서본인의구매력을한층높일수있도록힘을
불어넣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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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1.많은사람들이암호화폐에서간편하고안전하게이익을얻고싶어하지만, 그방법을잘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굴자나 투기꾼이 아니며, 암호화폐 투자에 가치를 두는
일반인들입니다. 암호화폐 보유자의 수는 현재 2,200만 명에서 2020년에 2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2.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베이, 아마존, 위챗, 엣지, 타오바오 등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편안해합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된 2.44조 달러 가운데
44%가 웹사이트 상거래를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3.암호화폐 지갑은 우선적으로 모바일 장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체 지갑 가운데 65%
이상이 모바일을 통해서 활용됩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보급은 2020년에 전 세계 인구의 3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4.전 세계 디지털 상거래 사용자 수는 2020년에 20억 명을 초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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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4가지핵심적인요인들이다음과같은 2가지특징을지닌글로벌모바일시장에서결합될
것입니다:
• 물건판매로암호화폐를쉽게가질수있습니다. 
• 실물구매로암호화폐를쉽게쓸수있습니다.

이더리움블록체인과 UBC 암호화폐교환으로운영되는글로벌 Ubcoin Marketplace는실물거래
를위한 1대1 스마트계약으로다음과같은 3가지목표를실현할수있습니다: 
• 판매자들은물건판매의대가로받을암호화폐에관심이있습니다;
• 구매자들은암호화폐투자이익과구매력을실현함과동시에, 암호화폐와명목화폐를
교환하는데드는비용과위험을절감할수있습니다;

• 스마트계약으로모든거래가원활하게, 안전하게, 실제적으로, 투명하게, 탈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보장합니다. 

스마트계약기술은 Ubcoin Marketplace가거래의안전성, 실제성, 신뢰성, 검증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1대1 거래를촉진할수있도록합니다. 

구매자-소비자(B2C) 거래에서의디지털화폐사용에관련된규제가발전함에따라, 우리회사의
모바일거래소는판매자와구매자를관리명부에추가할것입니다. 스마트계약은가치사슬을
느슨하게만드는많은중간과정을없애버릴것입니다. 배달경제는모든판매자와구매자에
매력적인가격형성을가능하게함으로써생산자-소비자간직거래의폭발적인성장을
촉진합니다. 주문제작(Make-To-Order)은점점적절한사업모델로거듭나고있습니다. 

우리회사는 Ubcoin marketplace에서판매되는물품과서비스의합법성을보장하는데각별한
주의를기울이고있습니다. 우리회사는합리성, 도덕성, 안전성위반방지와적절한관리를
위하여판매자의포스팅을사전검열하는고급 AI 기술을개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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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회분석

디지털쇼핑은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습니다. 

전세계의디지털쇼핑이용자는 2020년까지 20억명을돌파할것으로추산됩니다.

Source: eMarket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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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이용자의수만증가할뿐만아니라, 전세계소매판매에서온라인쇼핑이차지하는

비율이 15%를넘어설것입니다. 

Source: eMarket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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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소매분야에서이미온라인쇼핑은전통적인오프라인매장보다더욱선호하는채널이
되었습니다.

Source: PwC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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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쇼핑이용자들은데스크탑쇼핑보다는스마트폰쇼핑을점점선호하고있는데, 전세계
인구의 37%가스마트폰을이용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입니다.  

Source: eMarketer, United Nation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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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동시에모바일은암호화폐지갑에서주로활용하는포맷이기도합니다.

Source: Global Cryptocurrency Benchmarking Study, University of Cambridge, Visa (p.56)

2016년을기준으로전세계온라인쇼핑에서소비된 2.44조달러가운데 44%가웹사이트
상거래를통해서이뤄졌습니다. UPS와 comScore 연구에따르면, 미국소비자의 50% 가량이
온라인상에서해외를통해물품을구매한다고말했습니다.

1대1 거래는전세계적으로점점증가하고있습니다. 이미국경간전자상거래는모든포장배달의
15%를차지하고있습니다. 2020년에는그비중이 20%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코노미스트, 전자상거래특별보고서, 13쪽, 2017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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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oin 회사소개

우리회사는현존하는산업에대한실질적인경험이나배경지식이없는사람들이 ICO가전체
산업을송두리째바꿔버릴것이라고대담한주장을하는것을보고있습니다. 우리회사는고문
패널에참가하여변화의대상이될산업을탐색하는개발자, 기술자, 기술회사기업인들이
주도하는노력을지켜보고있습니다.  

Ubcoin 팀은 2009년부터함께일하고있습니다. 우리팀은새로운기술을보다많은고객의
경험으로바꾸는데열정을쏟고있습니다: 

• 우리팀은구글과얀덱스가 3D네비게이션을선보이기이전에, 러시아최초의 3D 음성
지원네비게이션앱으로서 J2Me와기타 OS 폰에사용된 Navifon을개발하였습니다.    

https:// en.wikipedia.org/wiki/Navifon; 
• 우리팀은 uTalk을출시하였습니다. uTalk은최초의 SNS 웹사이트통합관리자로서

Google Talk, Facebook Chat, ICQ, Skype와기타네트워크의원활한개인
인터페이스관리를가능하게만들었습니다. 2010년까지 5백만명이상의사용자가
uTalk을정기적으로이용했습니다. 삼성, LG, 플라이모바일은 2,200만개이상의
스마트폰에 uTalk 앱을사전설치했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Utalk; 

• 우리팀은 Ubank를구축했습니다. 오늘날까지 1,600만이상의사용자가다른은행, 카드,      
서비스, 심지어국가간일일금융업무를쉽게처리하기위해 Ubank 앱을
설치했습니다. Ubank는여러기능을편리하고직관적인인터페이스에모았습니다.         
Ubank 앱은특허권을받은결제처리기술을이용하여수백만건의거래를처리합니다.         
삼성과플라이를비롯한대표적인스마트폰제조회사들이 12개국가들의시장에서
판매될모든스마트폰에 Ubank앱을사전설치했습니다. 

우리회사는투자자들을정성껏대우하고고객과의약속을지키는방법을잘알고있습니다.  
Ubank는 2013년에국내시장에서활동하는핀테크회사가운데가장많은투자액인 800만
달러를확보했습니다. 우리회사의투자자들은 2017년에전략투자자에게성공적인매각을
달성하고회사를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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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기술과경영부문의재능을지닌젊은인재들을끊임없이수혈하고있습니다. 우리
회사의기술팀은 51명의뛰어난프로그래머, 디자이너, 테스터와기타기술스태프를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동안, 우리회사는러시아의최대온라인채용서비스회사에서근무하는
브랜드경영팀장을영입했습니다. 또한, Global Finance 잡지에서소개한대로 “2016년
중동부유럽최고의모바일뱅킹앱”을제작했고, 유능한최고운영책임자(COO)이자
최고재무관리자(CFO)로서국제금융시장에서 4억달러이상의재원을조달했으며, 글로벌
투자자 Siemens AG에성공적인사업매각을하는등풍부한경험을지닌인물을영입했습니다. 

우리회사의고문단은글로벌비즈니스전문가와유력인사들을포함하고있으며, 아마추어 ICO  
중독자들과는격이다릅니다. 우리회사의고문단은오랫동안신뢰를쌓은비즈니스
파트너들입니다. 

펠릭스카차트랸
Ubcoin 창업자및최고경영자(CEO) 

펠릭스는경험많은사업가로서모바일앱, 서비스로서의소프트웨어(Saas),  

결제수단에전문성을보유하고있으며, 러시아시장을선도하는모바일결제
앱가운데하나인 UBANK의 CEO이자창업자입니다. 2013년에펠릭스는
파라렐스(Parallels)와 아크로니스(Acronis)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벨로우소프가
설립한러시아의대표적인벤처투자펀드인루나캐피탈(Runa Capital)에서
800만달러의수익을거두었습니다. 

마자르잔
Ubcoin 창업자및투자자

마자르는러시아의 5대스마트폰브랜드가운데하나인플라이
모바일(FLY Mobile)의제품개발부사장입니다. 마자르는통신분야에서
뛰어난기술및사업역량과 22년간영업, 전략계획, 사업부서개발, 프로젝트
및제품관리, 시스템기술전략현장에서근무한경력을지닌매우노련한
임원입니다. 2014년에마자르는지상무선제품터미널의판매증가를통해서
3억달러이상의수익을거두었고, 지난 5년간러시아와 CIS 시장에서100개
이상의스마트폰과 15개의태블릿을포함한 200개의휴대전화를
개발하고출시했으며, 20개의한국과중국 ODM과일했습니다.  

벨로우소프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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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리
Ubcoin 창업자및투자자

앤드류는글로벌마켓과모바일산업에서 20년이상근무한경력을가지고
있습니다. 삼성과의강력한국제적네트워크를기반으로, 앤드류는국제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팀들에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니쉬
Ubcoin최고운영책임자(COO) 

현재 UBANK의파트너를담당하고있는스탠은러시아의대표적인민간
은행들 가운데 하나인 MDM 은행의 부회장이자 운영 책임자였습니다. 스탠은  

4억 달러 이상의 성공적인 자금 조달과 글로벌 투자자인 Siemens AG로의  
사업 매각을 비롯하여 최고 재무 책임자(CFO)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렉스푸틸린
Ubcoin 최고기술책임자(CTO) 및 Ubcoin 수석블로체인개발자

알렉산더는홍보개발분야에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로 15년이상근무한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알렉산더는 데이터 주도 어플리케이션과 스마트  
계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풀스택 개발자(Full Stack Developer)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

마리나레너
Ubcoin 업무총괄경영자(CMO) 

2013년부터 UBANK의마케팅을책임진마리나는 2018년포브스가선정한
러시아의 20대인터넷기업가운데 8위를차지한헤드헌터
그룹(HeadHunter Group)에서 브랜드 관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Ubcoin Marketplace는제품과서비스가암호화폐를만나는글로벌마켓을
실현함으로써많은고객들의경험을향상시키고자하는비전을가진차세대
비즈니스 선도자입니다. 양질의 편리한 제품이 지니고 있는 유용성과  
투자 잠재력에 주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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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파트너및투자자

Ubcoin Marketplace는기존의관계를지렛대로삼아디지털경제의미래를향한진보적인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엄선한 전략적 파트너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혁신 기업들과의  
관계 구축은 재원 공유, 협업, 우리 회사의 성공을 더하기 위한 값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회사의 전략적 파트너는 아래의 3개 기업들을 포함합니다: 
• 삼성
• 플라이
• 루나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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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oin Marketplace 제품

제품의기본적인가치

우리회사의제품은아래의몇가지초석위에세워졌습니다: 

암호화폐 대량 채굴. 우리 회사는 결제 및 투자 수단인 디지털 자산의 대량 채용을  

촉진함으로써 모든 당사자들이 일상적인 구매-판매 상호교환에서 얻을  
이익을늘리고자합니다. 

1대1 상호작용. 가치 사슬에서 가능한 최대한 많은 중간과정을 잘라내야 합니다.  
Ubcoin의플랫폼은독립된주체들간의스마트계약실행을용이하게만듭니다.  
Ubcoin Marketplace는 어떠한 제품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고객들이 이용하는  

검색 결과에 대해서 중립을 유지하고 스마트 계약의 공정성을 부여합니다. 

합법적인 시장. 우리 회사는 Ubcoin Marketplace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합리성,  
도덕성, 안전성 위반 방지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판매자의 포스팅을 사전 검열하는  
고급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프로필의 투명성과 검증과정이 강력하게  

장려되고 추진될 것입니다. 

거래와 결제의 탈집중화. 블록체인은 거래의 탈집중화된 개시, 결제, 달성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결제는 세심하게 설계된 스마트 계약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이뤄집니다. "

완전무결한 인터페이스. 우리 회사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글로벌하게 상품을  
조화롭고 원활하게 파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개방된 커뮤니티. 일부 거래는 제3자(배달회사, 운송업체, 공증인 등)가 연관된 특정한 스
마트 거래의 실행을 위해서 추가적인 KYC/AML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Ubcoin 플
랫폼은 모든 당사자들의 원활한 참여를 기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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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oin 제품소개

Ubcoin은판매자와구매자를편리한온라인시장에한데모으고 UBC 암호화폐를이용한결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모바일 앱입니다. Ubcoin 앱은 편리한 검색 도구를 제공하고, 결제를 촉진하며,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비즈니스 관계를  

조정합니다. 모바일 플랫폼은 물품을 사고 파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들의 개발을 이용할 것입니다. 특히 광범위하고 컨텐츠가 풍부한 제품 설명과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평가와 후기, 판매 조건과 스마트 계약을 자세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Ubcoin은 독립형 앱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들의 집합체이며, 동유럽 최고의 결제 앱인 Ubank의  
발전을 위한 다음 단계입니다.  

Ubank 앱이 갖출 새로운 Ubcoin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점 가판대 섹션: 
• 제품 분류 화면;
• 제품 설명 화면;
• 검색 문자열, 위치 정보, 제품 설명, 사용자 후기 및 평가, 가격에 관련된 알고리즘에
기초한 스마트 검색 엔진;

• 사용자의 게시물, 제품 설명, 영상 컨텐츠의 사전 검열을 위한 AI 기반 엔진.

판매자 계정 관리 섹션: 
• 판매 게시물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사용하기 쉬운 도구;
• 광고 게시물 홍보 및 대상 설정을 위한 도구;
• 광고 통계 (조회수, 클릭횟수, 단위 변환, 후기 등);
• 판매 조건 및 결제 관리 화면;
• 판매자의 암호화폐 지갑;
• 후기 관리 화면;
• 고객 관계 관리(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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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계좌관리섹션: 
• 선호 물품 및 검색 기록;
• 구매자의 암호화폐 지갑;
• 구매 내역;
• 검색기록및구매내역기반스마트추천엔진;
• 구매 후기 관리 도구.

제품대상고객

Ubank는현재사용자들을대상으로 Ubcoin이선보일제품에대한관심도를조사했습니다: 
• 84%의 조사대상자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음” 혹은 “평균 이상”이라고 응답했고;
• 79%가 Ubcoin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으며;
• 6%는 이미 1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현재 암호화폐 보유자 가운데, 오직 2%만이 암호화폐를 명목화폐로 교환하거나 제품 혹은 서
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의 대상 고객은 25세에서 45세 사이에 다양한 소득 수준을 지닌 개인으로서,  
스마트폰을활발하게사용하고암호화폐관련정보와투자에관심이많은사람들입니다. 

암호화폐에지닌관심에따른사용자들의특성은아래와같습니다: 
• 어떤 이들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나, 암호화폐 투자 절차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암호화폐 취득 절차의 복잡성, 안전성 위험(로컬 비트코인 등), 세금과 규제에
대한 부담 등으로 투자자가 되길 꺼립니다.

• 과거 투자 경험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 보유자는 암호화폐에 지속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들은 암호화폐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제 수단으로 삼길 원하지만, 암호화폐를
명목화폐로 교환할 때마다 복잡한 절차, 안전성 위험(로컬 비트코인 등), 세금과 규제에
대한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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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거래에대한관심에따른사용자의특성
• 스마트폰, 가전제품, 의류, 예술품, 보석, 차량, 기타자산등다양한제품을사거나팔고
싶어하는개인. 2016년을기준으로전세계 16억명이상의개인들이온라인으로제품을
팔거나샀습니다.

• 기기판매장소로서온라인시장을선호하는소규모생산자. 오늘날소규모생산자
가운데 63% 이상이온라인가판대의설치및유지비용을절감해줄온라인시장을
선호하고있습니다. 판매를위한물품의재고관리단위는평균적으로 50 SKU이며,
이들은국내시장에서의판매를목표로하며, IT나온라인마케팅스태프를채용하지
않습니다.

제품사용사례

물품및서비스구매자:

엘사, 소프트웨어엔지니어, 스톡홀름, 스웨덴

엘사는스웨덴출신의젊은소프트웨어엔지니어입니다. 
엘사는 2011년부터비트코인에관심을갖고채굴하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데스크탑을이용했지만,  
나중에는몇개의전문장비들을구입했습니다. 오늘날
엘사는암호화폐를통해서제법많은행운을얻었습니다. 
때때로 엘사는 비트코인을 알트코인과 교환하기도 했지만, 
점점일상생활의질을높이기위하여암호화폐를
사용하려고합니다. 

암호화폐와스웨덴크로나간의환전은높은수수료,  
복잡한등록절차를비롯한다른문제들로인해서
상당히번거롭습니다. 최근에엘사는코인교환과정를
침범하는해커들의공격을걱정하고있습니다. 엘사가
가장두려워하는일은해커들이엘사의재산을가로채는
것입니다. 

엘사의해결방은 Ubcoin Marketplace에서원클릭
쇼핑을하는것입니다. 엘사는가정용장식품, 화장품,  
심지어는전설적인콘서트에가는대신에암호화폐를
갖길원하는사람으로부터이미매진된표를사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채굴자및암호화폐투자자, 밴쿠버, 캐나다
제임스는암호화폐초기투자자이자경험이많은사용자입니다.  
제임스는채굴을통해서처음으로비트코인을얻었고,  
알트코인으로확대하면서디지털화폐자산을분산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디지털투자에대한안목을활용하여
현실에서자신이보유하고있는암호화폐의구매력을누리고자
합니다. 

제임스는디지털자산을이용하여물품과서비스를구매하길
원하지만, 아래와같은문제들로인해서현재의거래절차에
만족하지못하고있습니다: 

• 디지털화폐를명목화폐로전환하는것은엄청난수고를
요구한다;

• 온라인교환이든명목화폐환전서비스를이용하든간에,
높은비용을지불한다;

• 1대1 전환웹사이트이용하면사기를당하거나위험에빠질
가능성이높다.

제임스는안전한디지털스마트거래를기반으로명목화폐
없이디지털화폐결제를진행할수있는Ubcoin Marketpalce를
이용하기로결심했습니다. 게다가온라인시장은제임스가
일상생활에서소비할수있는다양한물품과서비스를제공합니다. 
제임스는 Ubcoin에등록된지방판매자들로부터물건을사길
원합니다. 예를들어제임스는잉글리시베이에살고있는
사람으로부터산악자전거를구매했고, 자신의앞뜰을가꿔줄
버나비출신의정원사를고용했으며, 코인판매에등록된웨스트
반의몇몇자산들에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 고도로탈집중화된
안전플랫폼은지방의사정에따라적용될수있는잠재력
을지니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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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및서비스판매자:

유미, 대한민국서울에거주하는빈티지의류및장신구애호가

유미는빈티지의류와장신구를꾸준하게수집하는것을매우즐기면서, 이를몇몇전문웹사이트에판매하기도합니다.  
한국의빈티지는점점인기가많아지고있으며, 전세계의팬들을사로잡는 K-Pop의전철을밟게될것입니다. 

하지만유미는해외구매자들과빈티지제품을거래하기를망설이는데, 그들이진정으로돈을지불하는약속을지킬것인지잘
모르기때문입니다. 이와더불어, 모든국가들은국제송금에대한독특한규제와비용을부과합니다. 불행하게도거래
과정에서발생하는잠재적인비용들은모두유미가부담해야하지요, 아이고! 

서울에살면서유미는그녀의친구들과친척들, 대학생인사촌동생지후에이르기까지비트코인과그녀가전혀들어보지도
못한코인에투자하여손해를봤다는이야기를수도없이들었습니다. 유미는절대로암호화폐를채굴하거나, 디지털거래를
통하여암호화폐를구매하지않을것을알고있습니다. 다만지나친스트레스나불편함없이빈티지를암호화폐로바꿀수
있는방법이존재한다면얘기가다르겠죠. 

유미는이제빈티지물건을구매하고결제하는데사용하는 Ubcoin을알게되었습니다. 부산에서상파울루에이르기까지
이전에유미를걱정하게만든복잡함은전혀존재하지않습니다. 유미는이제암호화폐의당당한보유자이면서투자자이고,  
매일 Ubcoin Marketplace를이용하여자신처럼한국빈티지제품을즐기는사람들에게다가가고있습니다. 가장중요한
사실은유미가어느나라의어느구매자들과스마트계약을하더라도벼룩시장에서옆집사람의물건을사는만큼안전하며,  
지후의암호화폐투자이익처럼매혹적인투자라는사실을알게되었다는것입니다. 

유미는심지어자신의빈티지물품을전세계를대상으로하는경매에올려서좀더많은원을벌수있는소규모사업을
위해서프리미엄서비스에등록할것을계획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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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전략

프로젝트최초단계에서의주요목적은고객확보와급속한사업확장이될것입니다. 시장진입의
정확한시기는변화할것이지만, 우리회사는충분한암호화폐투자자기반과이익, 암호화폐
거래에대한규제완화전망, 은행을이용하지않는인구와 1대1 거래의확산등의결합으로
암호화폐시장을내다보고있습니다. 우리회사는동유럽,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및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거대한잠재력을보고있습니다. 

ICO의가장중요한목표가운데하나는글로벌사업확대의자금을지원하는것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의성공여부에따라서, 우리회사는확보된자금의 25%에서 40% 가량을국제마케팅에
사용할계획입니다. 2019년에시작될사업의또다른중요한성장동력원은물건판매촉진을
위해서추가적인결제수단을적극적으로활용할가능성이높은중소기업의판매자들을유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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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전략프로젝션

* Existing Ubank app MAU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Marketplace Activity

Gross merchandise value, $ mil  222     1035    1572      1947      2535   

MAU, mln  2,50    3,50           8      15          17          19   

Number of sellers, mil per year  0,32        2,2       5,6       12,5       27,2   

Number of buyers, mil per year  0,32        1,5       2,2         2,8         3,6   

Number of transactions, mil per year  0,63        3,0       4,5         5,6         7,2   

Avg check, $

p2p    351       350      350        350        350   

b2c    210       250      300        350        350   

b2b  1900     2000     3000      3000      3000   

Avg fees, % of transaction amt

p2p 1% 2% 3% 4% 5%

b2c 2% 2% 2% 2% 2%

b2b 2% 2% 2% 2% 2%

Share of transactions by segment

p2p 100% 95% 85% 60% 45%

b2c 0% 5% 10% 30% 40%

b2b 0% 0% 5% 10% 15%

Avg annual number of sales per seller 4

Avg annual number of purchases per 
buyer 2

Caclulated ARPU, $ 0,63 2,55 3,75 5,40 7,50

Share of revenue sources

Commission 95% 85% 75% 60% 50%

Advertising 5% 15% 25%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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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다양한부문의비용이현재의산업지표와상응하여일정하게유지되고있음을보고
있습니다. 평균비용은프로젝트가출시할때에는 1%에서출발할정도로아주낮게책정될
것입니다. 

온라인 시장이 1년만 이용 가능함에 따라서 예상되는 가입자당 평균매출(APRU)은 더욱  

낮아집니다. 다가오는 몇 년 안에는 비즈니스 고객들의 증가와 판매자 비용의 점진적인 증가와  
프리미엄 모델을 지원할 추가적인 기능 개발로 인하여 APRU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통모델및국제확장

스마트폰제조업체와의협력으로모든기기에앱을사전설치한Ubank의특수한유통모델은 CIS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둬들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 전략을 확대하여 국제 시장의  

선도자들과 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의 최소 40-45%를  
차지하는 제조업체들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Source: eMarketer, United Nation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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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국가에진입할때마다우리회사는사전설치전략과스마트폰제조업체와의공동판촉을
통하여 2년안에 “최초상기” 위치에이르겠다는목표달성을계획하고있습니다.  

유통전략을보완하기위하여우리회사는지역사용자커뮤니티조성및발전과마케팅활동
조율을 담당할 지역 마케팅 팀을 세우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큰 판매로 확보할 마케팅 예산의  

일부는 지역 시장에 대한 심화 연구, 지역 최고의 마케팅 인재 유치, 그들의 사업 비용과 계획된  
마케팅 캠페인에 쓰일 것입니다. 

각 지역의 마케팅 팀은 아래의 직책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 브랜드관리팀;
• 앱스토어최적화(ASO) 매니저;
• SMM/커뮤니티 매니저;
• 행사 매니저;
• PR 매니저;
• 사용자 지원 팀.

각 지역의 마케팅 활동은 아래와 같이 이뤄질 것입니다: 
• Ubcoin Marketplace가 Appstore와 GooglePlay의 상위 검색 결과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검색 엔진 최적화(SEO)와 앱 스토어 최적화( ASO) 노력;

• 지역/지방 언론 출판물 - 1년차에 최소 1,000회 언급;
• TV 및 외부 광고 – 1년차에 최소 20,000회 실시;
• SMM 활동 – 프로젝트를 인증하는 지역 명망가와 유명인들의 영상과 게시물;
• 컨퍼런스, 세미나, 패널 토론 등 지역 대상 고객들에게 중요한 네트워크 행사 참여.

최초의공격적인언론전략은 Ubcoin 브랜드의인지와고객확보를급속도로이루기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력들 이후에 사용자들이 제품에 대한 인지, 암호화폐 및 지역 규제에 대한  
지식 습득, 암호화폐 전문가들과의 상호교류, 다른 사용자들의 성공담 발견 등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연결망 커뮤니티 형성이이어질것입니다. 우리회사는커뮤니티조성을암호화폐
산업에서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네트워크의 누적과 소문 효과를 위한 초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점진적으로 직접적인 광고 비용을 줄이면서 사용자 보유량은 늘림으로써 사업의  
순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국제적 사업 확장의 속도와 마케팅 지원의 수준은  
토큰 판매 행사의 성공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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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브리지대학과비자회사간의합동벤치마킹연구에서나타났듯이사업확장계획은이미
존재하고있는암호화폐지갑보유자들의유통채널과긴밀히연계되어있습니다. 

Source: Global Cryptocurrency Benchmarking Study, University of Cambridge, Visa (p.107) 

Region
Projected Marketing and Support Budget, $ mil

(scenarios depending on percent of hardcap raised during token sale)

60% funded 80% funded 100% funded

Europe 2,5 6 12

China, South Korea 1,5 4,5 8,5

Middle East & Africa 1,5 4,5 8,5

Southeast & South Asia 1 2,5 5,5

Latin America 1 2,5 5,5

Total Budget 7,5 20 40

Budget share of hardcap 25%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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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업및기업-고객간확장

Internet Retailer Report 2017에따르면, “상당수의소규모상인들에게는글로벌시장이국내
시장을벗어나서새로운소비자들에게다가가는훌륭한장소인데, 온라인소매는언어장벽, 관세
규정, 물류와쇼핑문제등국제판매에서야기되는여러장애물들을해결할자원을가지고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좀더낮은가격으로물건을판매하는국제소매업자를시장에서찾을수
있다는것이응답자들이꼽은해외온라인쇼핑의가장중요한이유였습니다. (Internet Retailer 
Report 2017, 8쪽) 

우리회사는 2019년부터기업-고객(B2C)와기업-기업(B2B) 부문에리드발굴, 컨텐츠마케팅,  
고객컨퍼런스등전통적인마케팅도구들을동원할계획입니다.

기업-고객(B2C)와기업-기업(B2B) 부문은 1대1 온라인시장이자체적으로형성되고사업에
충실한고객들을조직하였을때비로소성장하기시작할것입니다. 

Year Projected Total Revenue, $mil Share from B2C Share from B2B

2018 2,3 0% 0%

2019 24 5% 0%

2020 75 10% 5%

2021 153 30% 10%

2022 285 4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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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모델

Ubcoin의사업모델은중개료및광고에기반을둡니다. Ubcoin이시장에서수입선을
구조화하는 일반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자용프리미엄;

2) 구매자무료제공;
3) 유료 광고.

*including existing uBank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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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료수입선

• 우리 회사의 시장은 판매가 성공할 때마다 약간의 중개료를 판매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얼리 어답터를 위해 우리 회사는 매달 2번 중개료 면제 판매를 제공할
것입니다. 간소화된 KYC 절차를거친사용자는중개료를절감할수있습니다;

• 시장은 명품 및 고가 품목(특정 가격 수준에 따라 결정)의 판매를 위한 특별 수수료 계획을
개발할 것이며, 이는 판매 가격의 %로 볼 수 있습니다;

• 시장은 경매 형태의 판매에 대해 최소 판매 가격의 초과 분을 부담합니다;
• 시장은 플랫폼의 계약 관리 도구를 통해 비표준 스마트 계약 제도를 채택하는 고정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구매자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광고 수입선  

• 프리미엄 배정, 부문 대상, 데모 대상 커뮤니티 생성, 제품 및 커뮤니티 피드 및 블로그,
가상 점포 구별 항목, 봇 도구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광고와 판촉 도구를 시장에서 판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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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Ubcoin 플랫폼은블록체인기술을적용하여토큰화된암호화를생성, 관리및작동합니다. 이
플랫폼은 Ethereum 기반의스마트계약에서운영됩니다. 

플랫폼구조및건축계획. 

기본시스템모듈: 
1) 인증 서비스 Ubcoin-ID;

2) 결제 시스템 (지갑 관리, 예금 및 출금, 내부 거래);
3) 사기 방지 시스템 (AI, 내부 규정, ML);
4) 광고 플랫폼 (게재 위치 및 관리, 프리미엄 기능, 카탈로그 및 검색);

5) 경매 플랫폼 (경매 배치 및 관리);
6) 거래 관리 시스템 (자금 보유, 거래 확인, 거래 내역);
7) 사회자 및 시스템 관리자 사무실;
8) 고객 지원 및 중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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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부여및보안

1. 사용자권한부여에는전자메일주소와암호가필요합니다.
a. 권한이 있으면 사용자는 전자 메일 주소와 암호를 입력합니다.
b. 2FA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Google OTP 또는 전보 봇을 통해 수신 된 추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c. 텔레그램 전송2FA
1. 사용자는 UBCoin Bot을 자신의 Telegram 계정에 추가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마다 버튼을 눌러 암호를 가져옵니다. 그 후, 전보 봇은
새로운 암호를 생성합니다.

3. 사용자 데이터가 유출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봇은 사용자에게 현재
위치를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신 된 위치는 백엔드 소프트웨어와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하려는 사용자의 위치와 비교됩니다.

2. 지불 거래 및 기타 Ubcoins 운영 보안.
a. 결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2FA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입금 및 출금 요청 시
시스템에서 2FA 사용자 비밀번호를 요청합니다.

b. 시스템 내부의 지갑에 대한 보안 키는 백엔드를 저장하는 서버와 다른 별도의 서버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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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스템 (지갑관리, 예금및출금, 내부거래) 

1. 모든 Ubcoin 지갑작업이응용프로그램에서수행됩니다.
2. 시스템에 등록하면 사용자는 시스템에 속한 사용자인 이더리움 지갑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Ubcoin 지갑을 충전하려면 사용자가 등록할 때 받은 Wallet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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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배치. 광고검색. 광고관리. 분류. 확인, 사기보호. 

1. 광고배치:
a. 기본 신원 확인을 거친 사용자 만 광고를 게재 할 수 있습니다;
b. 사용자가 '새 광고 작성'버튼을 누릅니다;
c.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d. 설명을 추가합니다;
e.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f. 가격을 추가합니다;

g. 회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h. 이 단계에서 사용자에게는 다양한 추가 유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프리미엄 광고, 며칠
동안의 최상위 위치 배치 등;

i. 그 후에 광고는 사전 검토 (이미지 유효성 확인, 텍스트 콘텐츠 확인, 부정 방지 필터 등
포함)됩니다;

j. 광고 조절이 성공적이면 시스템에 게시되고 작성자는 게시에 대한 푸시 및 전자 메일 알림을
받습니다;

k. I광고 검토가 실패한 경우 작성자는 이메일을 통해 거절 내용과 이유를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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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검색:

a. 이시스템은사용자에게다음과같은광고검색옵션을제공합니다:
i. 카테고리 검색;
ii. 가격 필터;

iii. 출판 날짜 필터;
iv. 판매자 등급 필터;

b. 검색하는 동안 사용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광고로 다음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i. 목록을 즐겨 찾기에 추가하십시오;

ii. 광고 추적 서비스 (가격 변동 및 기타 동적 매개 변수) 사용;
iii. 상품에 연결된 개인 메시지를 통해 판매자에게 문의하십시오;
iv. 스팸, 악성 콘텐츠 등의 이유를 지정하여 광고를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3. 광고 관리:
a. 사용자는 광고를 통해 다음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i. 응용 프로그램에서 선택한 섹션의 전체 광고 목록을 봅니다;
ii. 가격, 설명, 이미지를 변경합니다. 광고를 다시 게시하기 전에 추가 기능을 변경하면 사전
검토가 시작됩니다;

iii. 검색 광고를 홍보합니다;

iv. 추가 서비스를 활성화 및 비활성화합니다;
v. 검색에 광고 게재가 중단됩니다.

4. 확인, 사기 보호:
a. 확인에는 콘텐츠 확인과 사기 방지라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b. 콘텐츠 확인:

i. 허용되지 않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탐지하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은 기계 학습 기술과 AI를
ii. 사용합니다. 시스템에는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 기준을 설명하는 기본 제공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시스템은 기계 학습 및 인공 지능(TensorFlow, deeplearning4j 등)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콘텐츠를 검사합니다.

기술 솔루션은 시장 선두 주자인 TensorFlow가 제공합니다.
c. 사기 방지:

i. Anti-fraud는 조항 내용 확인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지만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ii. 부정 방지메커니즘에사용되는기준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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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카테고리에있는단일계정의광고수;

2. 시스템에있는총광고수;
3. 첫 날에 새로 생성된 계정의 의심스러운 활동;
4. 동일한 IP 주소의 다른 계정에서 게시한 광고;

5. 동일한 모바일 장치의 다른 계정에서 게시한 광고.

트랜잭션실행프로세스

1. 사용자는광고에나온상품을구매하기위하여  "구매" 버튼을누릅니다.
2. 그 후 상품 가격과 동일한 금액이 시스템 내부의 지갑에 보관됩니다.
3.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납니다. 구매자가 상품을 검사합니다. 거래를 종료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a. 거래가 성공적이었습니다.
b. 상호 합의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었습니다.
c. 구매자나 판매자가 거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 취소되었습니다.

i. 판매자가 어떤 이유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돈을 환급하고 판매자 등급을 낮춥니 다.

ii. 구매자는 거래 전의 세부 사항(상품 상태, 사양 등)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1. 판매자가 취소에 동의하면 추가 프로세스는 3.b에 설명된 대로 진행됩니다.
2. 판매자는 구매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거래를 취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거래는 중재로 진행됩니다.

3. 구매자는 거래 종료 후 1 일 이내에 불만을 느낍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중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돈은 판매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구매자에게 상환 될 수 있습니다. 중재가
중재자가 구매자 측을 차지하게 되면 판매자 등급을 낮추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거래가 종결된다고 동의하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넘겨주고 구매자는  

판매자의 전화에서 QR 코드를 스캔합니다(광고가 플랫폼에 배치 될 때 상품에 대한 QR 코드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을 확인합니다. 돈은구매자의계좌에서인출되어
판매자의 이익으로 이전됩니다. 그리고 거래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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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 

스마트계약은양당사자의거래정산을요구합니다. 이플랫폼은상품이운송되는동안구매자의자
금을에스크로에보관합니다. 상품이기존에설명된품질이나상태가아닌경우, 구매자의자금은판
매자에게공개되지않습니다. 당사자들이자발적으로우호적인합의에이르지못하면플랫폼은 2 단
계분쟁중재서비스를제공합니다. 

중재의첫번째단계는충분히높은평가를받았으며분쟁의대상인지역, 제품, 판매유형과관련이있
는 Ubcoin 사용자두명으로구성됩니다. 분쟁당사자가사용자중재에만족하지못하면 Ubcoin의
지원스태프인 Ubcoin 중재인으로넘어갑니다. 자금및물품이상대방의불이행으로인하여손해를
입은당사자에게제공됩니다. 피해를입힌플랫폼의평점은낮아집니다. 상습적인위반자의계정은정
해진시간동안일시중지됩니다. 최악의경우에는플랫폼에서계정사용이금지됩니다. 

플랫폼의사용자는품질중재에대한약간의수수료보상및프로파일 / 사용자등급인상으로중재자
역할을하도록동기부여됩니다. 높은사용자등급은사용자에게우선적인플랫폼수수료일정및시
장의더많은프리미엄기능에대한액세스권한을부여합니다. 

제 3 자와의통합및배달서비스

Ubcoin Marketplace가개발된기존 Ubank 앱은 Ubank 금융시장에서제공되는많은제 3 자제
품및서비스제공업체와의긴밀한통합에의존하는 fintech 비즈니스입니다. 사용자는여러은행의
신용카드및직불카드를신청할수있으며, 소스대여는 2 개이상의금융기관을형성하고, 주요보
험사로부터보험을구매하고, 4000 가지가넘는다른서비스제공업체에지불할수있습니다. 우리
는또한시장사용자를위해가치를창출하는많은지불제공업체, 프로세서, 오프라인및온라인비즈
니스와통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이미 app-to-door 서비스를허용하는여러배달회사와
통합되었습니다. Ubank를통해주문한플라스틱카드는일반적으로 1 ~ 3 일이내에고객에게배달되
며, 이는 11 개시간대에걸쳐 9000 킬로미터이상펼쳐진국가에서대단한성과입니다. 수년동안우
리는배달서비스및기타제 3 자제공업체와의통합에대한탁월한전문지식을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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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세부사항

• 토큰 판매기준

• 토큰 공급 배포

토큰의 최대 공급은 아래와 같이 배포될 것입니다: 

*비공개배포는한정개인사전판매와공공배치의결합에따른토큰비율에따라서비례배분되지않을것입니다.
공공토큰구매자의배제는발생하지않을것입니다. 하드캡은이러한원칙에따라감소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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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 개인 사전판매

한정 개인 사전판매는 5이더리움 이상 기부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됩니다. 사전판매에 참가하기 위해서 귀하의 성명, 이더리움 기부액과 이메일 주소를 
hello@ubcoin.io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감사에 관련된 간략한 질문과 함께  
답변할 것입니다. 인증 이후에 우리 회사는 귀하의 주소를 스마트 계약 화이트리스트에 등록하여  
귀하의 기부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개인 사전 판매에는 배타적 판매 토큰 계수가 있습니다. 원래 할당량에 따라 최대 3250 만 개의 
토큰에 대해 할당량이 계산됩니다.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hello@ubcoin.io으로 문의하시거나, 우리 회사의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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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토큰 판매 세부사항%

토큰은 UBC 토큰 판매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세 가지 단계로 제공될 것입니다. 각 단계는 오직  

토큰의 배치 가격에 의해서만 차별화될 것입니다. 

UBC 토큰 판매의 일반 조건 (예정 일자,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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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판매 1단계: 

토큰판매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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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판매 3단계: 

토큰 판매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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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판매 5단계: 

토큰판매 6단계: 

토큰 판매 7단계: 

토큰 판매 8단계: 

��� 964A년!?월!94일!66D66D64!E(F

��� 964A년!;월!46일!9CD5JD5J!E(F

���� 1 UBC = 0.0001116071 ETH (or 1 ETH = 8 960 U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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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판매 토큰

토큰은 ETH로지불이후에만발행되므로토큰생성행사가끝날때미판매토큰이생성되지않습니다

• 토큰 지불 방법

우리는 ERC-20 토큰표준지갑에서 ETH만받습니다. 교환기에서 ETH를보내면귀하의
자금이손실될수있습니다. 

• 팀베스팅, 반덤핑조치

UBC의 Ubcoin 팀 할당은 배포 일 이후 최초 6 개월 동안 폐쇄될 예정이며, 폐쇄 기간 종료 후  
12 개월 동안 매 분기마다 25 %씩 부여됩니다.  

• 예비 풀

Ubcoin Marketplace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전체 공급의 최소 31 %는 Ubcoin 리저브 풀에  
의해 유지되어 투기 거래로 인한 초기 암호화폐를 보호하고 시스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Ubcoin 리저브 풀은 UBC 커뮤니티의 장기 수익률 및 유동성 보장을 위해  

이사회 결의로 제한된 배당금으로 출금 될 수 있습니다. 

Ubcoin 리저브 풀 토큰은 다음 공식에 따라 가격이 책정됩니다: 

�� '!H!C!������!L!24!M!4N956!666!6663'

연속되는각토큰의가격은이전의토큰보다 2 백 5 십만만큼높을것입니다. 결과적으로 Ubcoin  
리저브 풀에서 공급되는 추가 공급량은 토큰 판매 기간 동안 기존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보다 항상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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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 판매 등록 및 화이트리스트

자사의 토큰 판매는 50 ETH 이상을 투자한 사용자가 KYC(고객 알기) 인증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자사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게 됩니다. 자사의 등록 양식은 매우 기본적인 

세부 사항만 요구합니다. 자사는 해당 정보를 검토할 것이며, 모든 정보가 확인되면 귀하의 ETH 기부 
주소가 자사 스마트 계약의 화이트 리스트(블록 체인에 보관)에 등록될 것이며, 귀하의 주소는 토큰 판
매 기간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등록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자사
는 해당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Ubcoin 대시보드를 

통하여 등록과 화이트 리스트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 목록

우리는 5 개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ICO 완료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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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oin에투자해야하는이유? 

Ubcoin은암호화폐와현실세계사이의격차를해소하기위해새로운혁명적인기술을사용한
건전한 앱으로 과감한 선전을 단행합니다. 투자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발명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베팅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숙련된 팀과 투명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
고, 암호화폐 투자자보다 잘 알 수 없는 가시적인 기회를 포착합니다. Ubcoin Marketplace는  
다음과 같은 기회를 포착합니다. 

• 실제 구매에 cryptocurrency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초보자 대중 소비자를 위한 암호 해독 방법은 무엇입니까?

프로젝트자격증명요약

• 2009 년부터 존재한 성숙한 기업;
• 현재 제품인 Ubank는 전 세계적으로 1,600만 건 이상의 설치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50 명 이상의 개발자 및 최고 경영진 및 고문 인재;
• Ubcoin은 기존 제품의 가치 제안을 향상시키고 재발명합니다;
• 삼성과 플라이는 삼성의 주요 제품인 갤럭시 9를 포함하여 CIS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현재 제품을 사전 설치합니다.

초기투자자에대한선호도요약

����� 8��!��!���!��!��!��!��

�������� 5;:

4������ 9J:

9������ 96:

3������ 4;:

4������ 4C: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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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가치향상대책요약

Ubcoin 토큰은 1대1 시장생태계의원천입니다. 스마트계약은시장에서거래를촉진하기위해다른
암호 해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량과 구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Ubcoin 토큰에 대한  
수요가 유기적으로 증가 할 것입니다. 

이러한 토큰에 대한 장기적인 가치는 유틸리티에서 시작되며 가격도 공급 및 수요에 의존합니다.  
공급을 관리하고 변동성을 줄이며 UBC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Ubcoin을 획득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Ubcoin은 다섯 가지 접근법을 만들었습니다: 

43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대로 토큰 판매 과정에서 결제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새로운 토큰이
유통 될 수 없도록 하는 리저브 풀을 생성합니다.

93 Ubcoin 토큰 소지자는 전체 UBC 보유액을 기준으로 요금 할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UBC가 많을수록 할인이 높습니다. 이것은 고객이 UBC를 구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용 가능한 공급을 추가로 줄입니다.

C3 합리적인 가득 및 반덤핑 방지 메커니즘, 이전 섹션에서 설정합니다.

>3 Ubcoins의 순 영업 이익의 최대 10 %를 매년 지원하는 토큰 재구매 프로그램을 형성합니다.
53 소각 프로그램 형성은 체계적으로 공급을 감소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항목 4와 항목 5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큰 환불 프로그램

매년 Ubcoin의 순 영업 이익의 최대 10 %를 지원하는 UBC 재구매 프로그램이 생성 될 것입니다. 

Ubcoin은 필요한 경우 UBC의 재구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UBC의 안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매수와 매도 측면에서 유동성을 촉진하기 위해 Ubcoin에 의해 매입 한 UBC는 기본 수요에 따라  
필요에 따라 교환기에 매각 될 것입니다. 재구매프로그램의주요특징은재구매제안가격이 (a)  
사적 제한된 사전 판매 또는 공개 토큰 판매 중 토큰 구매 가격 또는 (b) 현재 시장 가격, (c) 더 큰  

가치 1.1의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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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Ubcoin이완전히운영되면 Net Operating Profit은순수영업이익을의미하며예정된사전
판매또는토큰매매를통해수집된금액과어떤방식으로도관련이없습니다. 구매자는토큰재구매
리저브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수익의 사용은 Ubcoin의 재량과 통제하에 있
습니다. 또한 해당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초기 토큰 판매 단계에서 해당 리저브의 

잠정적인 규모를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측은 일반적으로 시장 규모 및 자본화뿐만 아니라 경
쟁 업체의 일반 데이터 및 일반 시장 조사를 기반으로 한 추측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소각 프로그램

Ubcoin의 시장 활용으로 UBC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상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지불 할 때마다 UBC 수수료 금액의 5 %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각됩니다. 플랫폼의 사용이 가속화되면서 UBC 토큰의 가용성이 감소하여 공급이 감소하고 
UBC의 경쟁력 있는 경제 모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판매 후 UBC의 가격에 대해서는 보증 할 수 없으며 그 당시 Ubcoin의 2 차 시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UBC 가격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 구매자는 투기 목적으로 UBC를 
구매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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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할당

현재자금사용은다음과같이계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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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개발팀이구성됩니다. 
• 베타스마트계약플랫폼이개발됩니다. 
• 지원및인증팀이구성됩니다. 
• UBC 토큰이주요거래소에상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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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마켓플레이스동유럽출시
• 확대앱배포계약이추가지역으로확대
• 베타공개 API 개발

964J�
9��

• 중동및한국출시
• 베타 AI 검열개발
• ETH-BTC UBC 변환을위한인앱지원

964J�
C��

• 남아시아및서유럽출시
• 공개 API 개발자에게이용가능

964J�
>��

• 라틴아메리카출시
• 완전한인공지능검사도구출시

9696� • 북미시장출시

9696!O!
9699�

• 동플랫폼의유기적성장
• 풍부한고객경험을위한비암호화온라인마켓플레이스와의전략적
제휴

• 시장경험향상을위한지속적인기술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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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단

야마바쌈
고문

미국의기업가이자엔젤투자가로서 10년이상국내및국제금융및은행분야에서근무한
경력이있습니다. 야마는미국금융산업규제당국의회원이기때문에2003 년중앙
은행의규제정책개발분야의전문가로활동했으며국내및국제절차, 평가및개선
계획에은행을두어규제당국의준수를보장합니다. 그는현재유럽과중동의몇몇
ICO에자문을하고있습니다. 

막심필린
고문

모토로라의이동성부문수석제품사업부 (러시아및 CIS 제품) - 세계유일의
성공적인모듈식전화제조업체로알려진회사. 업계최고의기업에서모바일장치,  
네트워크, 기술및지난수년간의경험을쌓은경험이있습니다. 과거에는러시아의
화웨이기기의기술부분을책임지고있었고, 신흥브랜드 Wileyfox에서러시아의
얀덱스키트프로젝트와 Cyanogen 확장에참여했습니다. 

예브게니파블로프
고문

예브게니 파블로프는 러시아, CIS 및 동유럽에서 Bitfury 영업 및 사업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에예브게니는 HTC (스마트폰및가상현실시스템공급업체)  
Fly (휴대전화공급업체), i-Free (비접촉 NFC 결제및전자상거래), Mobifinans  
(모바일금융서비스)에대한혁신제품및서비스를제공합니다. 판매및신제품
출시분야에서예브게니가근무한경력은 13년이넘습니다. 

근무한

주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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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렉버드
고문

신흥시장을위한삼성스마트폰포트폴리오관리. 삼성모바일을위한혁신모바일
제품및서비스개발, 혁신모바일장치및서비스분야에 15년동안근무한경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제품포트폴리오관리분야에서 10 년의근무경력, VIS 및 CIS  
시장을위한생태계개발분야에서 5년의근무경력이있습니다. 

더많은고문들이참가할것입니다. 웹사이트에서백서변경사항을확인하십시오.

50



면책조항

이백서는정보제공의목적으로만제공되며변경될수있습니다. Ubcoin 토큰생성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아래에명시된면책조항및 Ubcoin 토큰생성행사(이하 "Ubcoin")의이용약관
(이하 "약관")을이해하고취소할수없게동의하게됩니다. Ubcoin 토큰생성이벤트는아래의
웹사이트에서참고할수있습니다. http : // www.ubcoin.io/terms. 

Ubcoin은이백서에서작성한진술이나결론의정확성을보장할수없습니다. Ubcoin은다음을
포함하되이에국한되지않는모든진술및보증(명시적또는묵시적)을명시적으로부인합니다:

- 상품성, 특정목적에의적합성, 설명, 적합성또는비침해성과관련된모든진술또는보증. 
- 본문서의내용이정확하며오류가없음에대한보증. 
- 그러한내용이제 3 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는사실. 

Ubcoin은본백서의내용에대한사용, 참조또는의존으로인해발생하는어떠한종류의손해에
대해서도책임을지지않습니다. 본백서에는타사데이터및업계자료에대한참조가
포함되어있을수있습니다. Ubcoin이알고있는한, 본백서에서재현된정보는정확하며추정및
가정은합리적입니다. 그러나이정보의정확성또는완전성에대한보증은없습니다. 

본백서에수록된정보와데이터는신뢰할수있는출처에서얻은것으로여겨지지만, 본백서에
언급된제 3 자출처의정보나데이터를독립적으로검증하지않았으며, 그러한출처에의존하는
근본가정을확인하지않았습니다. 이백서및용어의발행일현재 Ubcoin 토큰 ( "토큰"/ "UBC"/ 
"UBC 토큰")에는 Ubcoin 플랫폼생태계이외의잠재적용도는알려져있지않습니다. 

본백서는 Ubcoin, 그임원, 이사, 관리자, 직원, 대리인, 고문또는컨설턴트또는 Ubcoin 참여의
장점에대한이백서를받는사람에게조언이나조언을제공하지않습니다. Ubcoin에참여하는
것은기금의전부또는상당부분을잃을수있는상당한위험을초래합니다. 

고유가치약속, 계속지불약속없음, UBC 토큰이특정가치를보유할것이라는보장이없는등
미래의성과나가치에대한약속은토큰과관련되거나앞으로있을약속이아닙니다. 예상
참가자가 Ubcoin이제안한비즈니스의본질과 UBC 토큰의잠재위험을완전히이해하고
수용하지않는한 Ubcoin에참여해서는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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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토큰은유가증권으로구조화되거나판매되지않습니다. UBC 토큰은 Ubcoin에참여하지
않으며 UBC 토큰은 Ubcoin에대한어떠한권리도보유하지않으며 Ubcoin을기반으로한
법인체가설립된경우도보유하지않습니다. UBC 토큰은 Ubcoin이개발할플랫폼에의도
된향후기능을제공하며 Ubcoin 동안에수령한모든수익금은 Ubcoin이비즈니스및플랫폼
개발에자유롭게사용할수있습니다. 

본백서는안내서또는서류를구성하는것이아니며판매제안이아니며모든관할지역의투자
또는금융상품을구매하겠다는제안의권유도아닙니다. 투자수익을기대하면서투기또는투자
목적으로 UBC 토큰을취득해서는안됩니다. 규제당국은본백서에명시된정보를검토하거나
승인하지않았습니다. 법률, 규제요건또는관할권의규칙에따라그러한조치가취해지거나
취해지지않습니다. 본백서의발행, 배포또는보급은해당법률, 규제요구사항또는규칙이
준수되었음을의미하지않습니다. UBC 토큰은이러한토큰의소유, 사용또는보유에대한
잠재적제한을포함하여규제조치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 규제당국이나다른권한
있는당국은 Ubcoin이규제요구사항이나기타정부또는사업의무를준수하도록 UBC 토큰의
기능및기능을개정하도록요구할수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Ubcoin은계획된역학이
적절하고현재고려되는규정을준수하는지확인하기위해상업적으로합당한조치를취했다고
생각합니다. 

Ubcoin은 UBC 토큰의의도된기능및메커니즘에대한추가법적및규제분석을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석이끝나면 Ubcoin에적용되는법적의무또는규제의무를준수하기위해
UBC 토큰의의도된기능을수정해야할수도있습니다. Ubcoin은 UBC Token 기능을변경
한경우본백서를업데이트하고 Ubcoin 웹사이트에게시할것입니다. 

토큰생성행사는토큰을얻기위해프로젝트의초기단계또는초기단계에서발급자가사용합니다. 
따라서토큰자체의성공여부는인수시점에서판단하기어렵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투자자는투자한모든것을잃을위험에처할수있습니다. UBC 토큰은미국달러,  

영국파운드, EU 유로화또는일본엔과같은합법적인통화가아닙니다. 대부분의경우토큰
자체는보장된가치를지니지않습니다. 토큰은버그를프로그래밍할위험이있습니다. 개인이
계정정보를도용당했고토큰이허가없이양도될위험이있습니다. 토큰을취득할때제 3자가
토큰발급자로가장하고가짜주소를제공하여취득자로부터토큰을훔칠가능성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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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체인의 특성과 교환을 확인하고 승인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토큰 교환이 완료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거래가 개인 주소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나 거래 자체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토큰은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므로 교환 중에 토큰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토큰 생성 이벤트에 관한 법률 및 세금은 완전하게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정부는 토큰 생성 이벤트를 금지, 제한 또는 과세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토큰 소지 및 거래의 제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암호화 토큰은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 문서에서 논의 된 위험 이외에도 Ubcoin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위의 위험 요소와 문서에 설명되지 않은 새로운 위험 요소의  

예기치 않은 조합이나 변형으로 인해 더 많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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