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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부인
주어진 백서 문서는 플랫폼의 잠재적 참여자와 개발에 기여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Ubex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래에 명시된 정보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의 유일한 목적은 잠재적인 토큰 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방으로 UBEX 토큰을 취득하려는 의도하에 회사를 분석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백서의 어떤 부분도 투자 설명서 또는 투자 유치권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모든 관할 지역의 유가 증권을 매수하는 제안이나 청약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문서는 기여자 보호를 목적으로하는 관할권의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으며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백서에 포함된 특정 진술, 추정 및 재무 정보는 미래예측정보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미래예측진술 
또는 정보는 실제 사건이나 결과가 그러한 미래예측진술에 암시되거나 표현된 예상 또는이 결과와 
실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및 불확실성으로 간주됩니다. 

주어진 영문 백서가 Ubex 프로젝트 및 토큰 출시와 관련하여 유일한 공식적인 정보 출처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기타 언어로 번역되거나 잠재적인 파트너 또는 프로젝트 참여자와의 서면 또는 구두를 
통한 소통 수단을 구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번역의 결과로 여기에 포함된 일부 정보는 누락되거나 
손상되거나 잘못 표현될 수 있습니다. 번역본 또는 의사 소통과 공식 백서의 영문본 사이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영문으로된 공식 백서의 내용이 원본으로 간주되어 우선적용됩니다.

Ubex AI AG는 본 백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서의 다양한 버전 사이에 
서로 상충되는 차이점이 있는 경우, ubex.com 웹사이트에 게시된 백서의 최신 버전이 우선 적용되며 
이전에 게시된 모든 버전은 모든 문구 및 표현과 관련하여 무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Ubex는 플랫폼 사용자가 어떠한 종류의 자본 통제도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며 어떠한 방식 으로든 외국 
자산에 대한 출연금을 출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백서 및ubex.com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설명적인 성격만을 지니며 법적 구속력이 없고 토큰 
생성 이벤트 (이하 “약관”)의 조건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특히 UBEX 토큰을 구입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수반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의 리스크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UBEX 토큰을 구입하기 전에 본 약관의 각 조항에 명시된 공식적인 진술 및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본 문서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또는 기타 방식의 배포 및 UBEX 토큰의 제공 및/또는 판매는 특정 
관할권에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의 미준수는 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UBEX 토큰은 1933년 미국 증권법 (이하 “증권법”) 상 또는 미국 영토 내 모든 주 또는 
기타 관할권의 증권 감독 기관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UBEX 토큰은 미합중국의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https://www.ubex.com/kr/
https://www.ubex.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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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및 기타), 또는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또는 기타 미국 소유의 영노를 포함한 
미합중국 내에 주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제공되거나 판매될 수 없습니다. 
UBEX 토큰은 싱가포르의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납세자 및 기타), 또는 싱가포르내에 주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제공되거나 판매될 수 없습니다. 

UBEX 토큰은 Ubex 플랫폼의 프리세일 서비스를 통해서만 캐나다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납세자 및 
기타) 또는 캐나다에 주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위의 조건이 충족될 것이라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자신의 거주지역 또는 거주국가의 관계 법령이 토큰세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본 문서의 독자 및 잠재적 참가자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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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종합보고
지난 4년간 디지털 광고 시장은 활발한 성장을 거듭해 왔고 2017년에 들어서는 텔레비전 광고시장의 
규모를 뛰어 넘었습니다. 이는 광고 시장에 있어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의 가장 
유망한 부문 중 하나는 프로그래밍 방식의 광고로, 비 프로그램 방식 부문의 4% 성장률 대비 평균 2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Magna Global의 예측에 따르면, 광고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는 
2020년에 4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은 이러한 긍정적인 성장동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타겟팅 효율, 불투명한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및 높은 사기 위험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고주는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고, 게시자는 보다 적은 보상을 받으며, 광고 소비자는 광고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등 모든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Ubex는 프로그래밍 기술, 신경망 및 스마트 계약의 모든 장점을 단일 시스템에 결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Ubex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기존의 클릭당 과금 (pay-per-click) 
방식으로부터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가장 공정하고 흥미로운 모델인 타겟 행동에 대한 지불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Ubex 프로젝트를 제시합니다. Ubex 프로젝트는 신경망 및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한 
프로그램 방식 광고의 글로벌 분산형 거래소입니다. Ubex의 사명은 상호 신뢰와 효율성을 높이는 
글로벌 광고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광고주는 Ubex 시스템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광고 슬롯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금 결제는 사용자가 
목표한 행동이 이행되었을때 집행됩니다. 광고 구매는 스마트 계약을 적용한 신경망 기반의 프로그래밍 
기술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광고 거래소 대비 Ubex의 장점:

신경망이 구매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Ubex의 광고 구매 알고리즘의 중심에는 회원 네트워크의 웹 사이트 방문자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망이 있습니다. 신경망은 사용자의 관심을 평가하고 모든 광고주 오퍼에 대한 
목표된 행동의 가능성을 계산하여 가장 적합한 광고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회원 네트워크 웹 사이트 방문자의 관심 분야에 최대한의 영향을 미칠수 있는 광고만 노출되는 
것이며, 그러한 광고는 최고의 확률로 광고주가 의도한 목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Ubex는 광고의 타겟팅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광고주에게 최적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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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은 참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Ubex는 디지털 광고 구매와 관련된 낮은 수준의 신뢰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광고주와 게시자 (사이트의 광고 슬롯 소유자) 사이의 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하여 모든 당사자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Ubex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클릭당 과금(Pay Per Click) 방식에서 광고주에게 
가장 공정하고 흥미로운 모델인 타겟 행동에 대한 지불 모델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사의 팀은 마케팅, 신경망 및 블록 체인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의 모든 장점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며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한 
인프라는 광고 구매와 경제적 효율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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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프로그래매틱 광고는 무었입니까? 프로그래매틱 광고란 간단히 말해 경매를 기반으로하여 광고를 
실시간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컨셉은 매우 광범위하며 참가자 제한 경매 (Limited 
Auction)과 광고의 직접 판매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매틱 광고는 광고를 구매하는 과정에 사람이 관여하는 것을 플랫폼과 광고주가 
사용할 수있는 사용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통계 및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자동화 시스템 및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동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방문하면 해당 사용자에게 광고가 표시됩니다. 
시스템은 웹 사이트가 로드되는 몇분의 1초도 안되는 잛은 시간 동안에 웸 사이트의 잠재 고객 구성을 
분석하고 이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타켓팅과 연관시켜 최적화된 광고 형식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타겟 
잠재 고객이 웹 사이트의 이 특정 방문자에 해당하여 자신의 광고를 노출시키기를 원하는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경매 중에는 최고가로 입찰한 광고주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낙찰자의 
광고가 웹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빅 데이터 처리 및 경매 진행의 전 과정에는 100~200 밀리 초가 소요됩니다. 모든 작업은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되며 사람은 최종 결과만을 제어합니다.

Magna Global에 따르면 글로벌 광고 시장의 규모는 2015년에는 4,650억 달러, 2016년에는 4,930억 
달러, 2017년에는 5천억 달러에 육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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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광고 시장의 세분화된 분야를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디지털 분야와 텔레비전 분야라는 두 중요한 
경쟁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트렌드의 일부로 2017년 까지는 텔레비전 광고 
비용이 인터넷 광고 비용보다 더 높았습니다. 2017년에는 광고 시장에 커다란 터닝포인트가 있었는데, 
이는 글로벌 인터넷 광고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전통적인 TV 광고 시장을 추월하여 1천 2백 2십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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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에서 디지털 부문이 이미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 년간 디지털 컨텐츠 
시장의 성장에 주요한 기여는 동유럽, 중동 및 남미 국가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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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su Aegis의 예측에 따르면 호주, 뉴질랜드, 중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및 영국 등의 
국가에서의 인터넷 광고의 시장 점유율은 2018년 전체 광고 시장 규모의 5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Ubex의 목표시장 (프로그래매틱 광고 시장)은 디지털 광고 시장의 일부입니다. 다시 말해 온라인 비디오 
및 배너를 통해 게시되는 광고입니다. 아래 차트는 2015년 이후 광고 소프트웨어 시장의 역학관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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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매틱 광고 시장은 매년 25% 이상의 성장을 거듭해 광고 시장의 그 어떤 다른 부문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작년에는 24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광고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는 2021년까지 420억 달러에 달하고 시장 점유율은 비프로그매틱 부문을 앞지를 것이며 
시장에서는 기존의 포맷을 계속해서 대체해 나갈 것입니다. 

광고는 물론 프로그래매틱 광고가 등장하기 전까지 수동으로 구매 및 판매되어 왔습니다. 
애드네트웍크가 전혀 다른 웹 사이트의 온라인 게시자로부터 도매로 구매한 광고를 소규모 광고주에게 
불투명한 조건으로 재판매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고, 비효율적이며 느린 방식이었습니다.

프로그래매틱 광고의 장점은 구매 프로세스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광고주는 어떠한 사용자에게 최적의 타이밍에 최적의 광고를 게시할 것이지를 매우 정확하게 
타겟팅하여 광고 캠페인을 맞춤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광고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타겟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실제로 광고 구매에서 대상 고객의 직접 구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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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타겟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실제로 광고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고객을 직접 구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블록 체인 기술 및 신경망의 구현을 
통해 이러한 잠재력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Ubex의 등장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장과 디지털 광고의 성장을위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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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구조
디지털 광고 시장의 구조는 한 쪽에는 광고주로 대변되는 참가자와  또 다른 한 쪾에는 게시자로 
대변되는 참가자, 그리고 그 참가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중개자로 구성됩니다. 
현재의 디지털 광고 구매 방식:

중대형 광고주는 미디어 대행사를 통해 디지털 광고를 구매하고 미디어 대행사는 제휴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거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직접 구매합니다.
 - 게시자로부터 직접.
 - 배터 네트워크 (수평 및 수직 네트워크)를 통해.
 - 애드 익스체인지를 통해.

수요측 플랫폼 (DSP), 공급측 플랫폼 (SSP) 및 애드 서버와 같은 외부 기술 서비스도 구매 및 모니터링에 
사용됩니다. 이들 각 서비스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비용이 대행사 수수료에 추가되기 
때문에 결국 광고주의 최종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광고주 및 미디어 대행사는 광고 효과 (크리에이티브 
최적화, 데이터 공급자/데이터 관리 플랫폼, 리타겟팅 등)을 높이기 위해 부수적인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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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x는 디지털 광고 구매를 용이하게 합니다. Ubex 디지털 광고 구매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주는 대행사 및 기타 중개인의 고비용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Ubex 광고 거래소를 통해 
게시자로부터 광고를 쉽게 그리고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Ubex는 광고 거래소의 기능과 각 게시자의 
광고 게시 위치의 모든 실적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결합하여 다양한 외부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거합니다. 마찬가지로, Ubex는 DSP와  SSP의 기능을 결합합니다. 

Ubex는 게시자로부터 직접 광고 슬롯 제공에 대한 제안을 취합합니다. Ubex는 신경망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고에 대한 응답으로 각 특정 사용자가 목표된 행동을 취할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 제공 업체를 사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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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대안과의 비교 분석

광고주 선택 기준

디지털 광고 구매 방식 회사 구매의 
복잡성

타겟팅 
능력 연결 비용 사기 위험 결과당 지불 

옵션

블록체인 및 신경망 기반 프로그래매틱 
광고 거래소 Ubex       낮음       높음       낮음       낮음       적용

기존 프로그래매틱 광고 거래소
DoubleClick, 
RightMedia, OpenX, 
AdECN, PLYmedia

      낮음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미디어/디지털 대행사
WPP, Havas, OMD, 
Merkle, DigitasLBi, 
Omnicom Group

      낮음       보통       높음       높음       미적용

수평적 애드네트워크
Google, Yahoo, 
Amazon, Microsoft, 
CPX

      보통       낮음       보통       높음       미적용

수직적 애드네트워크

Adify, MobSoc, RGM 
Alliance, Inflection 
Point Media, Martini 
Media

      보통       보통       높음       높음       미적용

게시자와 광고주간 직접 (검색 엔진의 
문맥 광고 및 소셜 네트워크의 배너 광고 
포함)

NYTimes, Flickr, 
Craigslist, imdb, BBC       높음       보통       낮음       보통       미적용

게시자 선택 기준

디지털 광고 판매 방식 회사 구매의 복잡성 타겟팅 능력 연결 비용 사기 위험

블록체인 및 신경망 기반 프로그래매틱 
광고 거래소 Ubex      낮음      높음      낮음      낮음

기존 프로그래매틱 광고 거래소
DoubleClick, 
RightMedia, OpenX, 
AdECN, PLYmedia

     낮음      보통       보통      보통

미디어/디지털 대행사
WPP, Havas, OMD, 
Merkle, DigitasLBi, 
Omnicom Group

     낮음      보통      높음      높음

수평적 애드네트워크
Google, Yahoo, 
Amazon, Microsoft, 
CPX

     보통      낮음      보통      높음

수직적 애드네트워크

Adify, MobSoc, RGM 
Alliance, Inflection 
Point Media, Martini 
Media

     보통      보통      높음      높음

게시자와 광고주간 직접 (검색 엔진의 문
맥 광고 및 소셜 네트워크의 배너 광고 
포함)

NYTimes, Flickr, 
Craigslist, imdb, BBC      높음      보통      낮음      보통

Ubex는 광고주와 게시자 모두에게 주요 매개변수에 대하여 최대 수익을 제공하여 높은 신뢰 수준의 
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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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문제점 및 솔루션
광고 구매를 위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구매자가 연결될 때마다 광고주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광고주는 대부분의 경우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브로커의 존재 => 높은 수수료 (고객 유치 비용에 미치는 영향: ± 
30%)

대형 광고주가 광고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웹 사이트를 손쉽게 선별하고 디지털 광고를 
위한 미디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일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예산 정책은 직원들이 다양한 웹사이트 (타 법인 소유의)의 광고 
슬롯을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중대형 광고주가 특정 기간 동안 승인된 예산 내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 슬롯 구매 및 광고 효과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대행사 
(또는 자신의 조직내에 디지털 부서가 있는 풀서비스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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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접근법의 단점은 대행사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해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약 10-20%). 광고주와 게시자 사이의 체인에 존재하는 많은 다른 서비스에도 
게시자의 광고 가격에 비해 마케팅 예산을 2배 내지 3배까지 증가시키는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게시자의 원가 대비 최종 광고 비용.

대행사를 통하는 현재 시스템의 또 다른 단점은 광고주가 광고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행된 광고비에 대해 어떠한 결과가 보장되는지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미디어 대행사가 그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광고를 
통해 어떠한 타겟 고객이 유치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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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x는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 계약 형태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Ubex 구매 시스템을 
사용하면 최소한의 리스크로 광고 슬롯 확보 및 광고 게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웹사이트 선택 
등의 업무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Ubex 거래 알고리즘은 기존에 광고 대행사에게 
높은 수수료를 내며 해결해 왔던 문제들을 자동으로 해결해 줍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광고주는 
대상 고객, 지역, 게시 시간 및 기타 여러 매개변수를 지정하여 광고를 자동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광고주는 후불 결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Ubex의 도움을 받아 중개인없이 광고를 직접 구매할 수있게되어 협력의 경제적 효율성을 크게 
높일수 있습니다.

클릭당 과금 => 사기 리스크 (고객유치비용에 대한 영향: ± 30%)

디지털 광고에는 다양한 결제 모델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광고주는 클릭당 과금 모델을 
수락해야하므로 게시자의 사기 위험을 감수해야합니다.

CPC 모델은 게시자에게는 매우 편리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사기를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기는 광고주가 설정한 KPI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사용자의 
행동을 모방하여 인위적으로 타겟팅된 행동이 취해진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광고주는 확실한 피드백 없이 고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매틱 분야에서의 사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AppLift Forensiq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전체 모바일 광고 표시의 약 34%가 
그 출처가 의심스러웠으며 그 중 22%는 확실한 사기라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Videology가 
수행한 조사를 토대로 한 정확한 추정치에 따르면 사기로 인한 손실은 2015년에는 63억 달러, 
그리고 2016년에는 73억 달러입니다. Juniper Research는 2022 년까지 사기로 인한 광고주 
및 다른 시장 참여자의 손실이 믿기 어렵겠지만 440억 달러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Incapsula는 광고주의 웹 사이트로 유입되는 트래픽을 최대 52% 까지 
봇이 생성시키는 것이므로 광고 예산 중 52% 이상이 직접적인 손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orrester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광고 예산으로 1백만 달러 이상을 책정한 광고주들의 
92%가 사기와의 전쟁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Incapsula는 광고주의 웹 사이트로 유입되는 모든 트래픽의 최대 5 %가 봇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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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광고주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은 타겟팅된 액션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
액션당 과금). 타겟팅된 액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웹 사이트에 등록하기.
-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양식 작성하기.
- “연락주세요 (Call Me Back)” 버튼 클릭하기.
- 제품 구매하기.

행동에 대한 지불은 시스템 내의 모든 참가자들의 협조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결제 
모델은 참가자들이 다음을 수행하도록 권장합니다:

(1) 정직함을 극대화합니다. 클릭 수를 모사하는 것보다 타겟 행동을 모사하는 것이 훨씬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듭니다. 타겟 행동에 대한 지불의 경우, 광고주는 사용자의 행동 이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동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결제로의 전환률이 클링의 
경우에 비해 실질적으로 더 높습니다.

(2) 상호 작용을 통해 광고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행동당 비용 (COST PER ACTION) 모델에서 
광고주는 게시자에게 모델에서 요구하는 활동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게시자는 양질의 트래픽을 생성하는 데에 큰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한 
공생 관계의 창출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사기에 대한 욕구를을 제거합니다. 이 
형식은 상호 이익이되는 협력을 전제로하며 각 당사자는 설정된 규칙을 준수하는 대가로 
원하는 바를 얻을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술은 행동당 비용 (COST PER ACTION) 방식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데, 
이는 이 경우 게시자가 광고주 측의 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시자의 보상은 광고주의 정직성과 광고주가 제공하는 판매 데이터의 신뢰성에 달려 
있습니다. 광고주가 실제 타겟팅된 행동에 대한 정보를 게시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게시자는 기술적으로 사기 행위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클릭이 아닌 목표된 행동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일지라도 현재 시스템 내에서 
상호신뢰와 효율성을 증진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광고주와 게시자가 모두에게 
안전장치가 제공되고 사용자 타겟팅 행동에 대한 정보 교환의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솔루션을 필요로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Ubex는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사기와 클릭의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행동당 
비용 (COST PER ACTION) 결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동시에, Ubex는 
게시자 사이트는 물론 사용자가 광고주의 사이트로 이동할 경우 광고주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취하는 모든 행동을 추적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함으로써 기타 웹 
사이트로부터 행동당 비용 (COST PER ACTION) 모델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결제는 게시자가 블록 체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있는 실제 행동의 결과를 
기반으로 타겟팅 행동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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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알고리즘 => 미흡한 타겟팅 (고객유치 비용에 대한 효과: 
± 20%)

현재의 알고리즘은 광고주의 제품의 광고 타겟층을 구성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광고를 
보여줍니다. 이는 클릭당 결제 (Pay-Per-Click) 모델은 물론 타겟 행동당 지불 방식 (타겟 행동이 
전환 퍼널에서 실제 구매보다 더 높음 경우) 모두에서 구매로의 전환을 감소시킵니다.

타겟 광고의 본질은 지역, 성별, 연령, 관심사 및 기타 개별 매개변수에 따라 사용자의 특정 타겟 
세그먼트에 광고를 노출시키는 기능입니다.

타겟팅은 마케팅 예산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디지털 광고에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매틱 알고리즘없이 광고를 구매하는 경우, 광고주 또는 디지털 
대행사는 대상 고객의 관심 영역에 있는 특정 사이트를 직접 검색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가능한 
많은 그러한 웹 사이트 방문자들에 의한 구매을 예측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통계, 위치 정보 
및 시간을 직접 선택해야합니다.

프로그래매틱 알고리즘은 타겟 광고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프로그래매틱 광고는 
검색 요청, 파일 다운로드, 응용 프로그램 설치 및 온라인 구매 이력을 기반으로 대상 
그룹에 속한 사용자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사용자를 쿠키 
식별자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 분야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체계적으로 자동차 주제의 리소스를 방문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 분야로 추천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또다른 큰 관심의 대상은 사용자에 대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보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후자에는 공공 장소 및 행사를 방문하는 것에서 부터 해외 여행, 
쇼핑 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방식의 다른 중요한 기능에는 동일한 사용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에서의 광고 표시와 ‘사용자 쌍둥이(User Twins)’ 검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여행과 자전거 타기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프로그래매틱 알고리즘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를 찾아 대상 고객의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가능한 대안은 필터링에 대한 설정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그 
타게팅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들의 알고리즘은 신경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을 크게 저해합니다. 또한, 광고주가 광고를 타겟 잠재 고객 이외의 사용자에게 
표시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광고주는 마케팅 비용을 최적화하는 문제에 직면하게됩니다. 광고에 사용되는 특정 채널의 
효과에 대한 예비 통계를 얻기 위해 광고캠페인 중 디지털 광고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위해 ‘채널 + 광고 자료’의 각 조합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광고주는 또한 
그러한 테스트를 위해 오랜 기간을 지정해야하며, 이는 대개 최소 3개월 (작업 당 비용의 경우)에 결과 
분석을 위한 추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개별 광고 자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채널의 예측 효과에 대한 
정보는 광고주에게 상당한 예산 및 시간 비용으로 작용하며 (작은 광고 예산을 가진 광고주에게는 전체 
예산을 실험에 소비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특히 더 큰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한 실험을 통해 획득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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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라도 1년 내지 2년 후면 더 이상 그 유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제한된 “유효 기간”을 갖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양한 광고주의 특정 광고 자료에 대한 개별 프로모션 방법에 대해 유연한 대표 예측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Ubex 알고리즘은 신경망과 누적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정 방문자와 관련된 최신 광고 제안을 
선택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을 극대화합니다. Ubex 신경망은 또한 타겟 사용자 행동의 
개연성 또는 확률을 평가합니다. Ubex 알고리즘은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함으로써 각 특정 사용자에게 
다양한 광고 옵션을 표시하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정합니다. 신경망의 사용으로 광고 효율의 예측 
가능성과 함께 광고 표시의 연관성이 증가하고 시행 착오 접근법으로 인한 예산 낭비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광고주는 Ubex를 사용함으로써 고객 유치 비용을 50% 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22

모든 거래가 스마트 계약으로 전송되고 신경망이 타게팅을 최적화 하기 때문에 광고주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문제 손실 요인 기술 솔루션

높은 수수료 (1) 광고 예산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을 통한 불필요 중개인의 제거

사기 위험 (2) 타겟 행동으로
의 전환율 블록체인 모든 사용자 행동을 블록체인 상에 저장함 및 완전한 행

동당 비용 (COST PER ACTION) 모델로의 전환

비효율적인 타
게팅 (3) 구매로의 신경망 신경망 사용을 통한 광고의 연관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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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문제점 및 솔루션
게시자는 최적화되지 못한 판매 시스템으로 인해 광고 슬롯에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시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참여 증대에 더 많은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구매 알고리즘의 낮은 효율성 => 광고 슬롯의 최적화 되지 못한 
로드

사회 인구학적 매개 변수와 관심사 모두에 따라 특정 광고주에게 이상적일수 있는 양질의 
사용자 트래픽이 많은 경우에도 게시자는 광고 슬롯을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광고의 구매 및 판매를 위해 할당된 현재 사이트의 효율성과 관련된 이러한 “격차”는 게시자의 
광고 슬롯들 사이에 오퍼를 배포하기 위해 고안된 알고리즘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Ubex 플랫폼의 신경망을 기반으로한 스마트 알고리즘은 수천개에 달하는 온라인 광고주의 
광고들을 최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Ubex 알고리즘은 게시자의 최대 로드 용량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광고 슬롯 구성을 설계함으로써 게시자의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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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인 타겟팅 => 타겟 행동의 수가 낮음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타겟팅 알고리즘은 어느 정도의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광고주는 이로 인해 타겟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오차 범위를 감수해야만하는 “참새를 잡는데 대포를 사용한다”라는 속담과 다름없는 전략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광고 예산의 비합리적인 사용에 더하여 이 방법의 또 다른 면은 게 시자 웹 사이트에 연관성이 
낮은 광고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즉, 각 광고 슬롯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타겟 
활동을 유도합니다. 광고 슬롯이 낮은 수준으로 타겟팅 될수록 행동당 비용 (COST PER 
ACTION) 결제 모델을 통한 게시자의 수익이 낮아집니다.

Ubex 신경망 솔루션은 광고 타겟팅을 향상시켜 잠재 고객이 광고주가 원하는 타겟 
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따라서, 게시자의 가장 효과적인 광고 슬롯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광고주의 투명성 부재  => 미수 광고비의 문제

행동당 비용 (COST PER ACTION) 모델을 기반의 시스템에는 게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A) 쉐이빙은 광고주가 게시자 웹 사이트의 광고를 통해 사용자가 수행한 타겟 행동을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B) 양 당사자가 검증된 타겟 행동에 대한 광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종종 법적 분쟁으로 
이어되며, 이는 게시자에게 있어 높은 비용의 지출 및 고된 과정을 의미합니다.

(C) 광고비 연체가 미수 광고비 보다는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비유동성 채권의 증가는 추가 
영업자본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게시자의 재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UBEX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 가지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쉐이빙 리스크, 서비스 
비용 미납 또는 광고주의 광고비 연체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합니다.

(i) 추적. Ubex 광고 거래소에 연결하면 광고주와 게시자는 추적 서비스를 설치합니다. 추적 
서비스를 사용하여 전환 퍼널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게시자의 웹 사이트에 있는 배너 형식으로 된 특정 광고주 (예 : 온라인 상점)의 광고를 보고 
나서 배너 상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브라우저 검색 창에 온라인 상점의 웹 사이트 주소를 
붙여 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Ubex 알고리즘은 판촉 행사 표시에서부터 구매에 대한 결제까지 
사용자의 전체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ii) 평가 메커니즘 Ubex 광고 거래소의 거래 상대방 평가에 대한 다 수준 시스템은 시스템 
참여자가 체결 한 모든 거래, 거래 규모, 결제 시점, 결과에 대한 모든 불만 사항, 청구 및 검토를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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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며 여기에는 종결되었거나 취소된 거래가 모두 포함됩니다. 알고리즘은 각 참여자의 
평점을 특정 광고 슬롯에 표시할 광고주의 오퍼를 선택하는데 고려사항으로 사용합니다. 
평점은 게시자의 광고 슬롯을 통해 광고 게시를 희망하는 광고 후보들 중 게시할 광고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도 사용됩니다.

(iii) 에스크로/팩토링 UBEX는 광고주의 예산을 에스크로 계정에 보관하고 스마트 계약과 
즉시 결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암호화금융 플랫폼을 사용하여 연체료 문제를 해결합니다. 
낮은 평점을 받은 광고주는 개인 계정을 통해 선불 결제를 하고 타겟 행동에 대한 결제는 해당 
행동이 수행될 때마다 발생합니다. 게시자는 여기에서 특정 기간 동안 각 광고주에 대해 수행된 
타겟 행동 및 범위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받게 됩니다. 게시자는 또한 광고주가 얼마의 광고비를 
내는지에 대한 정보도 받습니다. 타겟 행동 및 가치에 대한 모든 정보는 블록체인 시스템 
기반의 스마트 계약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플랫폼 참여자는 물론 UBEX 팀 또한 이러한 정보를 
위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에스크로는 UBEX가 제공하는 유일한 솔루션이 아닙니다. 대형 광고주의 경우, 운영 자본 
측면에서 재무 KPI를 충족시키기 위해 후불 결제 옵션을 선택한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UBEX는 그러한 광고주들을 위해 유연한 팩토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팩토링 옵션은 높은 
평점을 가지고 있고 광고비 연체가 없는 광고주에게만 제공됩니다. 미납 또는 연체로 인해 
게시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광고주는 팩토링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영원히 
박탈 당하게 됩니다. 팩토링 서비스는 Factoring Center라는 제 3자 회사에서 제공합니다. Ubex 
자체는, 평점 시스템의 정확도를 보증하는 업무 외에는 재정적 거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Ubex는 게시자의 리스크를 최소화 합니다.

블록체인이 원칙적으로 타겟 행동당 결제 (Payment for Targeted Actions)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블록체인은 다음의 구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1) 타겟 행동을 추적하여 모든 참가자에게 
투명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2) 신뢰할 수 있는 평판 시스템의 구축, (3) 상호정산의 

보증을 위한 메커니즘의 구축, (4) 게시자를 위한 광고 슬롯의 토큰화 및 광고주들을 위한 
팩토링 센터, (5) 소비자 관련 정보를 위한 분산형 데이터 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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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슬롯 수익화 시스템의 저개발  => 대체 수익원의 부족

많은 게시자가 광고 표시의 감소로 수입의 손실을 경험합니다. 주로 광고차단기(adblocker)
의 사용이 증가에 인한 히트 수의 감소입니다.  (IAB 연구에 따르면 데스크톱 브라우저 사용자 
사이의 광고차단기 보급률은 25% 이상입니다.) 이는 광고주 또는 디지털 대행사로부터의 
지불이 지연 됨으로써 종종 제한되기도하는 운영 자본의 규모를 감소시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게시자가 웹 사이트 개발 및 향후 광고 수익 증가를 위해 기여금 모금을 위한 새로운 
출처를 모색하게 만듭니다.

Ubex는 게시자에게 자신의 광고 슬롯을 토큰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Ubex 
알고리즘은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광고 플랫폼의 모든 통계를 활용하여 
잠재적인 게시자 수익 예측을 제공하고 필요한 최소 평점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미래 수익을 
예측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게시자는 토큰화를 통해 재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 소득의 토큰화는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하며 미래의 잠재적 
수입은 신경망에 의해 예측됩니다.

비효율적인 타게팅 => 광고 트래픽의 부분적인 손실

사용자들이 연관성 없는 광고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IAB UK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의 46%가 낮은 연관성을 이유로 광고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대상고객의 약 55%는 광고가 그냥 짜증나게 한다고 불평합니다. 또, 광고차단기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성가시고 자신과 무관한 광고가 넘쳐나는 사이트를 피하는 
것만이 그러한 광고를 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뭉에, 그러한 웹 사이트를 애초에 
멀리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게시자에게 광고 수입의 감소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게시자는 
자신의 시청자 또는 구독자가 짜증스러움을 유발하지 않고 연관성이 높은 광고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광고 선택을 위한 현재의 알고리즘은 시청자 및 
구독자에게 부적절한 광고를 쏟아내고 있어 게시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는 게시자의 수익성을 
위한 광고 트래픽의 유지에 지극히 미미한 기여를 할 뿐입니다.

UBEX는 신경망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자에게 연관성이 가장 높은 광고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접근방식을 통해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됩니다. 여기에는 광고주, 게시자, 
그리고 자신과 연관성이 낮은 광고는 적게 보게 되는 사용자가 포함됩니다. Ubex 거래소를 
통해 자신의 웹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게시자는 자신의 관심사와 일치하지 않는 광고에 
짜증을 느끼는 사용자의 유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시자는 또한 사용자 트래픽의 보존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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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는 Ubex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사이트로부터의 수익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 스마트 계약으로 전송되고 신경망이 타게팅을 최적화 하기 때문에 게시자는 자신의 광고 
슬롯으로 부터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손실 요인 기술 솔루션

낮은 광고 슬롯 로드 (1) # 광고의 양 신경망 광고주의 오퍼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최적화된 
방식으로 배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타겟 행동의 낮은 볼륨
(2) 타겟 
행동으로의 
전환율

신경망 광고 타겟팅의 수준을 향상시켜 타겟팅된 행동의 
수를 극대화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광고비용의 미지급 (3) 미지급 부채 블록체인

사용자의 타겟 행동 추적 및 그러한 행동을 모든 
참가자에게 투명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다수준 평점 시스템 및 상호 정산을 보장하기 위한 
에스크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대체 수입원의 부재 (4) 기타 수입 신경망 및 
블록체인

게시자가 광고 슬롯을 토큰화할 수 있는 가능성 (향후 
예상 수익에 대한 수익 창출)

광고 트래픽의 부분적 
손실 (5) 트래픽 신경망 각 사용자에 대한 광고의 연관성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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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Ubex 광고 거래소는 www.ubex.com에 위치할 것이며 PC, 태블릿 및 모바일 장치의 교환 서비스와 
호환 가능한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광고주와 게시자를 위한 두 개의 주요 섹션이 웹 
사이트에 표시되며, 상호 작용 원리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Ubex: 광고주를 위한 서비스
광고주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광고 캠페인을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들로 
구성된 팀이 수행해오던 작업을 이제 Ubex 알고리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광고 캠페인은 다음의 네 가지 단계로 개인 계정을 통해 생성됩니다.

(1) 오퍼를 생성하고 사용 조건을 명시합니다.
사용자는 광고 비용 또는 판매 비율뿐만 아니라 후불 옵션 (높은 평점을 가진 광고주에게만 제공)을 
지정합니다. 또한 광고주는 게시자에게 결제할 의사가 있는 타겟 행동을 선택합니다.

(2) 위젯을 선택하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위젯은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사용자 지정할 수 있으며 거래소에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 
소액단기대출, 소액대출용 신청서). 사용자 지정 위젯의 경우 개인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디자이너를 통해 배너 또는 비디오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모든 양식을 설치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다 
복잡한 설정의 경우 위젯을 사용자 정의 자바 스크립트 코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타겟 잠재고객, 표시 시간, 지역 및 기타 기준을 선택합니다. 
광고주는 위젯을 설정 한 후 광고가 대상 잠재 고객과 가능한 한 높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광고를 
표시하 기위한 규칙을 설정합니다. 신경망은 설정과 병행하여 맞춤 광고 캠페인의 효과에 대한 예측을 
제공합니다.

(4) 광고 캠페인을 시작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합니다.
광고주는 Ubex 시스템의 개인 계정을 사용하여 생성된 광고 캠페인의 모든 주요 측정 항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 항목에는 수행된 타겟 행동, 시간, 플랫폼 광고가 게재 
된 게시자, 광고 캠페인 내에서의 이러한 게시자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신경망은 또한 광고 캠페인의 
효과에 대하여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결제는 오퍼에 명시된 타겟 행동 완료시에만 이루어집니다. 자금은 Ubex 암호 금융 플랫폼 상의 
에스크로 시스템에 보관된 금전으로부터 출금되거나 높은 평점을 가진 광고주를 위한 팩토링 결제의 
경우 광고주의계좌로부터 스마트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출금됩니다.

https://www.ubex.com


29

Ubex: 게시자를 위한 서비스
게시자는 자신의 광고 슬롯을 Ubex 광고 플랫폼에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 추적 애드온이 
신경망에 의한 추가 분석을 위해 사이트 트래픽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순간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Ubex 시스템에 연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광고 슬롯을 등록합니다.
게시자는 웹 사이트의 광고 단위 슬롯을 할당하고 특별한 식별자로 표시하고 교환의 자바 스크립트 
코드를 삽입합니다. 광고주의 요구 사항에 따라 충분한 양의 일반 사용자 트래픽이 확보된 인터넷 자원 
소유자는 등록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검토 한 후 게시자는 알림 이메일을받습니다.

(2) 광고 주제에 대한 제한을 조정합니다.
Ubex 인터페이스에서 게시자는 자신의 웹 사이트에 게제될 수있는 주제항목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출자에 관련된 인터넷 자원의 소유자는 금융 서비스에 관련된 광고만 게시되도록 주제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게시자는 추후에 신경망이 자신의 자원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선택한 광고 표시의 
최초 결과물을 확인한 후 새로운 제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지리적 위치, 대상 고객 관심사 및 소셜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게시자는 일반 사이트 디렉토리에서 해당 자원의 색인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광고주를 검색할 때 계정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개변수는 게시자가 웹 사이트에서 트래픽 추적을 
설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신경 네트워크에 의해 고려됩니다 (알고리즘은 리소스 추적을 설치한 
게시자에게만 우선 순위를 지정합니다).

(4) 위젯 및 광고주에 대한 제한을 설정합니다.
게시자는 각 주제에 대한 기존 위젯을 보고 선택한 주제를 사용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금속 
관련 투자에 대한 기사가 있는 리소스 소유자는 리소스를 떠나지 않고 암호화폐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위젯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는 또한 위젯을 자신의 리소스에서 보고 싶지 않은 특정 광고주의 “
블랙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제는 오퍼에 명시된 타겟 행동 완료시에만 이루어집니다. 자금은 Ubex 암호 금융 플랫폼 상의 
에스크로 시스템에 보관된 금전으로부터 출금되거나 높은 평점을 가진 광고주를 위한 팩토링 결제의 
경우 광고주의계좌로부터 스마트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출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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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x 플랫폼
Ubex 플랫폼은 게시자 및 광고주뿐만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의 회귀 분석이 필요한 회사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광고 자료 생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시스템의 신경 코어에는 
API가 있으며 이에 대한 액세스가 파트너 회사에게 제공됩니다.

행동 결정 블록체인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평가하고 사용자의 인지된 관심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회귀 분석은 광고 자료를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API는 사용자 데이터가 포함 된 쿼리를 기반으로 예상 카테고리 목록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적절하고 정확한 예측을 얻기 위해 시스템 코어를 학습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은 사이트 사용자의 작업에 통계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 기능을 시스템 
코어의 학습 샘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한 사이트 소유자는 시스템 코어 학습을 위해 
제공된 데이터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사용자가 노동 집약적인 작업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학습 샘플 구성에 대한 통계 데이터 제공한다는) 점에서 마이닝과 유사합니다.

Ubex 지갑
UBEX 토큰은 UBEX 플랫폼의 지불단위로 사용됩니다. 토큰의 필요성은 광고주가 구입한 광고 자료의 
표시에 대하여 광고주의 계좌에서 대금을 이체해야하는 필요성에 근거합니다. 기본 암호화폐는 제 3
자의 허가가 있더라도 제 3자 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토큰은 주소 
소유자가 자신의 계정에서 특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quota)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입금은 계좌 소유자가 사용 한도를 설정하고 할당량이 발행된 주소로부터만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적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 섹션에서 언급했듯이, Ubex 플랫폼을 사용하면 시스템 코어 학습을 위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 소유자가 UBEX 토큰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닝과 
유사). 모든 UBEX 거래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5%는 데이터 제공자에게 분배됩니다. 독점적 (Proprietary) 
토큰을 사용하면 이러한 작업을 허용하는 스마트 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사용은 그러한 
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능을 UBEX 데이터 채굴 (UDM)이라고 부릅니다. 

Ubex 플랫폼은 토큰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광범위한 암호화 및 신용 화폐에 대한 출력을 허용합니다. 
환율은 UBEX 토큰의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의 요구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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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작동 방식: 시스템의 신경 코어및 블록체인과의 상호작용.

ADAM (Advanced Decentralized Advertising Marketing) 이라는 시스템 코어는 광고 자료의 표시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이 결정은 내부에 저장된 신경망의 모델 데이터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1) 광고주, (2) 게시자 및 (3) 사용자 관점에서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홍보하는 
위젯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설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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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주. 광고주가 보험 서비스를 홍보하는 쿠폰을 등록 및 추가한 후에 위젯이 시스템에 표시됩니다. 
각 참여자는 Ethereum 블록체인의 시스템 스마트 계약에 해당 주체(entity)를 가지므로 시스템은 
등록 과정에서 블록체인 상에 주체(entity)를 생성하여 일반 데이터로 채운 후 방문자 관련 계수를 
초기화합니다 (의미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광고주가 관리 인터페이스 내에 오퍼를 생성시키면 오퍼 
주체가 블록체인 상에 생성됩니다. 광고주는 다른 홍보 자료와 함께 위젯을 등록하고 시작 배너를 
로드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형식 및 필드 목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는 또한 쿠폰 프로모션 자료 
및 위젯 (주제, 위치 정보, 방문자 관심 분야 목록, 연령 및 검열 제한 등)을 표시하기 위한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매개변수의 대부분은 Ethereum 블록 체인의 스마트 계약에도 저장되며 외부 
저장소에 저장된 무거운 데이터를 제외하고 URL을 통해 오퍼 주체에게 연결됩니다.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광고주는 Ubex 거래소 네트워크의 회원인 모든 파트너 사이트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결국 어떠한 경우에도 블록체인에 추가됩니다. 위젯을 표시하기위한 매개변수와 
함께 광고주, 오퍼 및 홍보 자료의 데이터는 최소 요구 평점 및 액세스 수준을 가진 거래소의 모든 회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게시자. 게시자가 등록 절차, KYC 절차의 통과 및 게시공간의 추가 등을 절차를 완료하면 위젯은 
게시자의 웹 사이트에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동안 주체는 게시자의 모든 데이터와 
함께 Ethereum 스마트 계약에 생성됩니다. 게시자는 게시 공간을 생성할 때 광고주와 마찬가지로 
매개변수의 집합 (주제, 위치 정보, 웹 사이트 방문자의 일반적인 관심사, 연령 및 검열 제한 등)을 
지정합니다. 생성된 게시 공간의 데이터 또한 개체로서 블록체인으로 전송됩니다. 게시자는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거래소의 추적 서비스를 통합하여 방문자에 대한 확장된 통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산환경은 Ubex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파트너 웹 
사이트에 등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 데이터는 메인 시스템 데이터 저장소로 사용되는 블록체인에 
추가됩니다. 게시자의 모든 공간 데이터는 Ubex 거래소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의사 결정 서비스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방문자. 초기 요청은 방문자의 브라우저에서 추적 밸런서로 전달됩니다. 이 밸런서의 역할은 
방문자의 요청을 수백 개의 추적 마이크로 서비스 인스턴스 (추적기) 중 하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추적기는 방문자 데이터 수집, 신경망 노드와의 상호 작용, 예비 결과 보유, 렌더러 인스턴스 사이의 
데이터 전송 및 최종 광고 위젯으로 방문객에게 응답하는 등 방문자 요청의 관리 처리를 담당합니다. 
Ubex 거래소는 수십 개의 신경망 (DSP - 수요측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 결정 노드를 운영합니다. 
그러한 노드는 매개변수 목록을 획득하고 사전 정의된 결과와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단일 수치 (또는 
단일 수치의 목록)으로 응답할 수 있는 블랙박스 정도로 간주하십시오. 각 DSP는 블록체인을 분산형 
저장소로 간주하여 통신할 수 있는 작은, 학습된 신경망 모델입니다. 첫 번째 DSP 노드는 추적기가 
방문자의 데이터를 피드 한 후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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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1 (행동 분석). DSP는 입력 단계에서 추적기로부터 게시자 데이터, 게시 공간 데이터, 현재 방문자 
데이터, 통합의 경우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의 확장 데이터 및 현재 사용자의 마케팅 이력 등과 같은 
수십 개의 매개변수를 받습니다. 추적기는 브라우저에 현재 방문객을 표시하여 동일한 방문자가 다른 
웹 사이트에서도 광고 자료의 표시를 요청하는 것을 파악합니다. 또한 게시자 웹 사이트에서의 해당 
방문자 활동 이력도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상점의 경우 방문자의 이전 주문 이력 및 해당 
방문자와 관련된 기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단계에서 추적기는 게시자 관련 및 공간 관련 계수를 
포함한 Ethereum 블록체인 상의 에서 통신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수는 신경 네트워크에 
특정 게시자 웹 사이트의 각 특정 방문자에 대한 의사 결정 능력을 부여하는 정밀 조정 메커니즘의 
역할을합니다. 입력 데이터가 많을수록 신경망이 방문자의 관심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DSP-1은 핵심 시스템 카테고리 (태그) 측면에서 각각에 대한 고유 번호가 있는 최상위 
방문자 기본 설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 (electronics)”, “환율 (currency)” 및 “
블록체인 기술 (blockchain technology)” 이라는 태그는 태그는 각각 0.15 (15 %), 0.35 (35 %) 및 0.41 
(41 %)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추적기는 DSP-1이 반환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인을 따라 추가 DSP
와 상호작용할 준비를 합니다.

DSP-2 (오퍼 선택). DSP-2는 잠재 고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광고물 및 위젯과 같은 후보자 목록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DSP-2는 트래커로부터의 입력값 (이전 DSP-1으로부터 획득)을 수신함으로써 
이전 단계에서 선택된 태그에 따라 모든 사용 가능한 광고 자료의 회귀 평가를 수행합니다. DSP-1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적기는 Ethereum 블록 체인에서 광고주 관련 계수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전 
단계에서받은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여 DSP-2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적기는 “TV 배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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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위젯”(이 경우 고려중인 위젯), “부동산 모기지 배너”등 3 가지 자료 대하여 각각 0.1 (10 %), 
0.65 (65 %), 및 0.73 (73 %)와 같이 각 자료에 대한 결정 번호를받습니다.

중요. 현재 대부분의 기존 프로그램 방식 거래소는 서신이 최대이기 때문에 이미 “부동산 담보 대출 배너”
를 표시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UBEX는 아닙니다.

DSP-3 (최종 결정). 입력 단계에서 다음 DSP-3은 현재 쿼리에서 추적기에 의해 수집 된 모든 매개변수를 
받고 이전 단계에서 선택한 자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통계 데이터는 트래커에 의해 분석되고 분석을 
위해 DSP-3에 제공됩니다. 최종 DSP는 가장 연관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선택합니다 (게시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도움이 됨). 이 목적을 위해, 각 사용자가 광고물에 대하여 
취하는 행동에 대한 신경망 회귀가 수행되고 추정된 지표를 포함하는 맵이 생성됩니다.

렌더링 및 사용자 응답. 다음 단계에서 추적기는 어떤 배너/위젯을 표시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추적기는 수천 개의 렌더링 마이크로 서비스 (렌더러) 중 하나에 작업을 제공하여 표시된 위젯을 
위한 스크립트, CSS 및 이미지 번들을 구축합니다. 최종 코드 및 저작물 번들은 게시자의 웹 사이트 
방문객에게 반환됩니다. 

분석, 클릭 및 광고 자료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모든 추가 사용자 행동은 추적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됩니다. 사용자가 위젯과 상호작용하는 경우, 그러한 상호작용은 게시자 및 광고주 통계에 반영되고 
Ethereum 블록 체인에 저장된 게시자 관련, 공간 관련 및 광고주 관련 계수가 변경되어 결국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고물을 표시하는 모든 단계에서 작은 결정을 내리는 수백, 수천 개의 DSP로 구성된 
고도로 체계화되고 지능적인 시스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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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 모델
수천 개의 DSP는 시스템의 일부로서 특정 결과에 대한 순응성에 대한 정성적 또는 정량적 지표의 
회기적 추정을 수행합니다.

각 DSP는 신경망입니다.

입력 매개변수의 레이어는 표준화된 단위별 지표로 구성됩니다. 신경망은 출력 단계에서 출력 특성 
세트에 대한 표준화된 단위별 판단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의 숨겨진 레이어 내의 각 노드는 뉴런입니다. 인공 뉴런은 첫 번째 근사값에서 생물학적 뉴런의 
성질을 모방합니다. 인공 뉴런은 입력 단계에서 다른 뉴런의 출력 값인 특정 수의 신호를 수신합니다. 각 
입력은 연접력 (synaptic force)와 유사한 해당 가중치로  곱해지고 모든 곱들이 더해져 뉴런의 활성화 
레벨을 결정합니다. 그림 (그림 4.2)는 이 개념을 실현하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x1, x2, ..., xn

(그림 4.1) – 신경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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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시된 입력 신호 세트는 인공 신경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입력 신호는 생물학적 뉴런의 시냅스로 
오는 신호에 해당합니다. 각 신호는 해당 가중치 w1, w2, ..., wn과 곱해져서 Σ로 표시된 합계 블록으로 
보내집니다. 각 가중치는 하나의 생물학적 시냅스 연결의 “힘”에 해당합니다. 생물학적 요소의 몸체에 
해당하는 합계 단위는 가중치 입력을 대수적으로 결합하여 출력 NET을 생성합니다.:

주어진 설명은 다음의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w0 는 편향입니다;
wi 는 i번쨰 뉴론의 가중치입니다;
xi  는 i번쨰 뉴론의 출력입니다.
n 은 처리된 뉴론에 진입하는 뉴론의 수입니다.

편향이라고 불리는 w0 신호는 시프트라고도 하는 제한 값의 함수를 표시합니다. 이 신호는 활성화 
함수의 원점을 이동시켜 학습 속도를 더욱 높입니다. 이 신호는 각 뉴런에 추가되고, 다른 모든 눈금처럼 
학습되며, 그 특징은 이전 뉴런의 출력이 아닌 +1 신호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림 4.2) — 첫번째 근사값으로서의 인공 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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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된 NET 신호는 대개 활성화 함수에 의해 처리되고 출력 신경 신호 OUT을 제공합니다 (그림 4.3).

활성화 함수가 NET 값의 범위를 좁혀 NET의 각 값에 대해 OUT 값이 특정 범위 또는 유한 구간에 속하는 
경우 함수 F를 축소 함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능의 경우 물류 또는 “S 자형”기능이 자주 사용됩니다. 이 
함수는 수학적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의 주요 이점은 간단한 미분을 가지며 전체 가로축을 따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와 같은 모양을 가집니다. (그림 4.4)

(그림 4.3) – 활성화 함수가 포함된 인공 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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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수는 약한 신호를 증폭하고 큰 신호에서 포화를 방지합니다.

신경망 모델
초기 사용자 쿼리를 분석하는 행동 DSP를 고려할 경우 입력매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국가 – USA (0/1)
• 국가 – 영국 (0/1)
• ….
• iPhone 기기 (0/1)
• …
• 크롬 브라우저 (0/1)
• 사파리 브라우저 (0/1)
• …
• 사이트 방문 수 (0 … 1, 시그모이드, 0 – 지표 없음, 1 – 무한대)
• 광고물 표시 수 (0..1)
• 광고 클릭 수 (0..1)
• 광고와의 상호작용 수 (양식 제출) (0..1)
• …
• “기술” 범주 내 히트 수 (0..1)
• “보험” 범주 내 히트 수 (0..1)
• ….

(그림 4.4) – 시그모이드 동작 함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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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범주 내 행동의 범위 (0..1)
• “보험” 범주 내 행동의 범위 (0..1)
• …
• 게시자 관련 계수 1 (0..1)
• 게시자 관련 계수 2 (0..1)
• 게시자 관련 계수 3 (0..1)
• …
• 공간 관련 계수 1 (0..1)
• 공간 관련 계수 2 (0..1)
• 공간 관련 계수 3 (0..1)
• …

여기에서 히트 수는 포괄적 지표입니다. 온라인 상점의 경우 이는 카테고리로부터의 상품 구매가 될 수 
있으며, 포럼에서는 카테고리의 주제보기 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행동의 범위 또한 
포괄적 매개변수입니다. 온라인 상점의 경우, 카테고리로부터 구매한 상품의 수량이며, 포럼의 경우에는 
카테고리 내에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수입니다. 게시자 관련 및 공간 관련 계수는 특정 게시자 및 
특정 공간 통계의 관점에서 정밀 조정에 사용됩니다. 이것들은사용자 행동 (표시(Show), 클릭(Click), 
행동(Action) 등) 후에 시스템에 의해 변경됩니다. 이 계수는 Ethereum 블록 체인에 저장되어 모든 DSP
를 사용하여 분산된 방식으로 회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카테고리에 대한 행동 DSP 신경망 출력에는 표준화된 단위별 준수 지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기술 – 0.023
•	 보험 – 0.321
•	 모기지 – 0.003
•	 …

UBEX는 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해 Ubex의 전략적 파트너인 광고 대행사의 표시에 대한 빅데이터 
(Big Data) 통계를 사용합니다. 신경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것은 시스템의 핵심 부분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특히 적절한 학습 데이터 세트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Ubex가 마케팅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UBEX 토큰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행사/게시자 웹 
사이트에 작은 추적 스크립트 코드를 설치하고 적절한 보상을받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DSP는 행동 DSP에 의해 계산된 모든 것을 고려합니다. 행동 신경망과 마찬가지로 광고주 관련 
조정 계수도 개별 결과를 얻기 위해 선택적 입력값을 입력합니다.

각 광고물에 해당하는 선택적 DSP 신경망 출력에는 표준화된 단위별 준수 지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iPhone banner – 0.043
•	 Insurance company widget – 0.134
•	 Currency Exchange banner – 0.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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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을 내리는 최종 DSP는 각 사용자가 각 광고에 대하여 취하는 행동에 대한 표준화 계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아이폰 배너의 표시는 하나의 신경망에 의해 계산되고, 보험 회사의 위젯에 대한 
액션은 다른 신경망에 의해 수행됩니다. 입력 단계에서, 각각의 신경망은 방문자의 행동 지표 (행동 
DSP와 유사), 게시자 관련, 공간 관련 및 광고주 관련 계수를 수신하고 출력 단계에서 하나의 표준화된 
지표를 받습니다.

이전 섹션의 예시로 돌아가서, “부동산 모기지 배너”와 “자동차 보험 위젯”(당사의 위젯), 이 두 가지 
배너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모기지 배너”에 대하여 다음을 수령합니다:
클릭 0.1 (10%)
행동 0 (미수행)
“자동차 보험 위젯”에 대하여: 
클릭 0.12 (12%)
행동 0.025 (2.5%)

최종 가중치가 적용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C = Se * Sc + Ce * Cc + Ae * Ac

, 여기에서
Se – 광고 추정치를 보여줌
Sc – 광고 비용/가격을 보여줌
Ce – 광고 클릭 추정치
Cc – 광고 클릴 비용
Ae – 사용자 추정별 행동
Ac – 사용자 비용별 행동

광고주가 “부동산 모기지 배너”에 대하여 결제를 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표시는 10 유닛입니다.
클릭은 120 유닛입니다.
해동은 0 유닛입니다.
따라서, C = 10 * 100% + 120 * 10% = 22

광고주가 “자동차 광고 위젯”에 대해서 결제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는 5 유닛입니다.
클릭은 90 유닛입니다.
행동은 400 유닛입니다.
따라서, C = 5 * 100% + 90 * 12% + 400 * 2.5%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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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듯이, 표시당 가격이 절반이고 클릭당 가격이 거의 절반이지만 “자동차 보험 위젯”을 표시하는 
것이 수익 창출의 측면에서는 더욱 유리합니다.

따라서, 신경망을 사용하는 Ubex 알고리즘은 광고 표시의 연관성과 경제적 효율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Ubex 알고리즘은 행동, 지리, 방문 시간, 관심사 등과 
같은 각 특정 게시자, 게시자의 공간 및 광고주의 프로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 개별 광고에 
대하여 타겟팅된 행동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Ubex 신경망을 통과하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효과적으로 작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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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2016 年第四季度
创建一个能够促进小额贷款（发薪日贷

款）的广告平台 2017 年第一季度
开发集成工具，将营销活动与网站联系
起来2017 年第三季度

引入供网站使用的 API 接口，用于注册
广告空间

2018 年第一季度
引入广告客户拍卖机制

2018年5月
发布广告客户应用程序的桌面版和移动 

Alpha 版

2018年10月
开发神经网络的核心雏形并开始对神经

网络进行训练

2018年12月
引入用于分享培训数据并换取奖励的 

API 雏形（数据挖掘）

2019年3月
发布可以使用的应用程序的初始版本和

智能合约

2017 年第四季度
添加新类型的广告工具并定制小部件

2018年4月
开发用于存储基本信息的交易智能合约
雏形

2018年8月
发布网站应用程序的桌面版和移动 
Alpha 版

2018年11月
引入能够在区块链中存储神经网络邻近
系数的智能合约

2019年1月
发布广告客户和网站应用程序的测试版



43

팀 및 자문단

Artem Chestnov
@artem-chestnov-aa5461

Ubex CEO 및 공동 설립자
전 AB Inbev, Belgium 마케팅 디렉터
Artem은 주로 유럽 시장을 중점으로한 마케팅 경력을 가진 연쇄 창업가입니다. Artem은 
프랑스와 싱가포르의 INSEAD 석사 과정을 졸업한 후 주요 소비재 회사 (2017 년 매출 
56억 달러, 개인 관리 자산 4천만 달러)의 마케팅 및 혁신 부문 책임자로 네덜란드와 벨
기에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LAToken, Reborn 및 Mediviser을 포함한 다양한 
테크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최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Daniel Biesuz
@biesuz

Ubex 법무팀장 및 공동 설립자
LFP,  Zurich 파트너
Daniel Biesuz는 법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스위스 기업들의 M&A 과정을 지원했습
니다. 그는 블록체인 및 ICO 붐야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었고 Artem과 만난 후 AI 기
반 광고에 대한 아이디어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Global Blockchain 
Technology Fonds, Lapo Blockchain 및 InsurePal과 같은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을 
통해 법무 및 출자 브록을 킥스타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Dan Gartman
@dan-gartman

Ubex CTO

Dan은 엔지니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수학 영재이었으며 12세의 나이에 자신의 첫 번
째 게임을 발표하였습니다. Dan은 졸업 후 전자기파 및 고체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웹 개
발자로 일했습니다. 직장 경력 첫 5년 동안은 C ++, PHP 및 Javascript를 자신의 업무 및 
연구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런 후 6년 동안 인공 신경망에 대한 연구와 인공 신경망의 
인터넷 기술에 대한 영향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는 자신의 업무 경력에 
분산화 (Decentralization)을 추가하였고 음성 인식을 위한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Dan은 
항상 도전을 즐기는 사람으로, 분산형 마케팅 거래소는 그의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기에 
더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인공 신경망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스 이증 엔지니어 구글 Google TensorFlow, GoLang, 
Solidity 및 React.js 경험

https://www.linkedin.com/in/artem-chestnov-aa5461/
https://www.linkedin.com/in/artem-chestnov-aa5461/
https://www.linkedin.com/in/artem-chestnov-aa5461/
https://www.linkedin.com/in/biesuz/
https://www.linkedin.com/in/biesuz/
https://www.linkedin.com/in/biesuz/
https://www.linkedin.com/in/dan-gartman/
https://www.linkedin.com/in/dan-gartman/
https://www.linkedin.com/in/dan-gartman/


44

Andrew Rippon
@arippon

Ubex COO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
전 Smart Dubai 플랫폼 리드 디자이너
정부기관, 기업 및 부동산 개발사들에게 블록체인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전문
가 입니다. H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집행 사무국의 주도사업인 스마트 두
바이 사무소 (Smart Dubai Office)의 전 고문이며 정부, 부동산 개발업자 및 통신 업체와 
협력하여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빅 데이터, 예측 데이터 분석,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의 
통합 운영 센터 및 혁신을 기반으로한 스마트 ICT를 통해 도시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Kathrin Anthony
@ekaterina-anthony-mba-a293aa1

Ubex 글로벌세일 팀장
Finvestech.ch, Switzerland 창립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에서 재정관리분야 MBA 학위를 취득한 경제학자입니다. 스위스를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으며 ICO 시장 및 암호화 자금 공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
니다. Zug의 Crypto Valley 멤버입니다.
영업 및 사업 개발 관리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MOC (Market on Close) 상품 거래 플랫폼의 유통 및 라이센스를 담당하
는 McGraw-Hill Platts의 본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RTS Exchange의 글로벌 비즈니스 이사로 초빙되어 영국 및 미국 기관 출자
자의 주식 및 파생 상품 거래로 인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런던 본사에 합류했습니다.

Cooz Komei Tokita
@coozkomeitokita

영업총괄 이사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배경을 모두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로스 앤젤레스 출신의 일본
계 미국인입니다. 2013년 일본 최초의 Bitcoin 거래소 및 제약 기술, 자동차 판매, 개인 금
융/ 자산 계획 및 부동산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벤쳐기업을 시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
니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얼리 어답터입니다. 정부 및 규제 당국을 위한 기밀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장의 90 %를 차지하는 상위 30 개의 디지털 자산을 추적하
는 CCI30을 따르는 규제 준수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인 Cryptos Fund를 대표합니다.

Alexander Stepochkin
@alexander-stepochkin

기계학습팀장
Alexander Stepochkin은 데이터 과학 전문가이며 완벽한 스택 개발 기술을 갖춘 숙련된 
소프트웨어 설계자입니다. 그는 IT 업계에서 20년 이상의 전문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Yandex Mail Storage와 같은 매우 안정적인 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입증된 성과
입니다. 그의 전문적인 경험은 광범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플랫폼을 포함한다. 그는 자신
의 뛰어난 수학적 배경에 의존함으로써 시스템을 보다 지능적으로 만들기 위해 우아한 시
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과학을 이용하는 데 열심이다. Ubex 프로젝트의 틀 안에서, 알렉
산더는 머신러닝 팀의 리더 스페셜리스트의 역할을 완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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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 Korobkov
@alexeykorobkov

Ubex IR 디렉터
4Blocks Capital Partners 무한책임 파트너
Alex는 벤처 캐피탈 및 사모 펀드 (VC 및 PE), 정보 통신 기술 (ICT), IT 및 Vimpelcom, 
SAP, i-Free 및 4Blocks capital Partners와 같은 13개의 국제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컨설
팅 분야에서 최고 경영진으로서 18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 출자 및 전략 책
임자입니다. 

Iyke Aru
@iyke-aru-85b193110

커뮤니티 디렉터 - 아프리카

Iyke는 아프리카 최고의 블록체인 교육자입니다. 그는 또한 여러 성공적인 ICO에 저자 
및 암호화 기여자(crypto contributor)로 참여하였습니다. Iyke는 주류 및 인터넷 기여 모
두에서 15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상위 블록체인 및 암호화 뉴스 
자원을 위해 암호화에 대한 글을 씁니다.

Alberto Maiorana
@albertomaiorana

Ubex 전략 파트너쉽

Alberto는 마케팅 및 비즈니스 개발 분야에서 15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비즈니스에 대한, 특히 소비재 및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초점을 맞춘 깊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GM, 스타워즈, 잉글리쉬 프리미어 리그, KHL, UEFA 챔피언스 리그와 같
은 유럽 최대 규모의 브랜드를 클라이언트로 국제적 수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
문 분야는 신제품 출시, 유통 확대 및 상업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Alberto 또한 2개의 스
타트업에 직접 참여하여 각각 성공적인 성공 사례를 구축하였습니다.

Igor Selivanov
@igor-selivanov-a0ba03159

선임 풀스택/블록체인 엔지니어

Igor는 어린 시절부터 과학과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으며, 학창시절에는 일찍이 컴퓨터 공
학,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한 비자명해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
했습니다. 대학에서 그는 Q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C ++언어 데스크탑 응용 프로그램
을 개발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여러 회사에서 금융 업무를 수행했으며 웹 사이트, 기업 
CRM 및 청구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술 스택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포함됩니다: GoLang, C ++, Qt, Java, Javascript, Solidity, ReactJS. 
그는 또한 컴퓨터 보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의 여가 시간을 사용하여  «스마트 홈»을 직
접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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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x 팀은 3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팀 구성원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ubex.com/team/.

Eugeny Matveev
@eugeny-matveev-12a769163

풀스택 엔지니어

Eugene은 대학 졸업 후, 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실습생을로 근무하며 HTML, CSS 및 
jQuery를 공부했습니다. 후에는 PHP를 사용한 웹 사이트 개발 관련 실무 경험을 많이 쌓
았습니다. 2015년부터는 백엔드 기술 (PHP, Ruby)와 프론트엔드 기술 (VanillaJS, Vue)
의 분리라는 주제에 자신의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Igor Vatamaniuc
@igor-vatamaniuc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Igor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인터넷 기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엔지니어로서 웹 인터
페이스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페이지 프로토타입, 
HTML, CSS 및 Javascript상의 애니메이션과 같은 웹 사이트의 시각적 구성 요소 개발분
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즐기신다면, 
그 웹 사이트가 Igor의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lex Zhmurin
@alex-zhmurin-18188532

선임 자바스크립트 엔지니어

Alex는 정보 기술을 취미로 공부했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 웹 사이트 개발 분야를 진
로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편리하고 풍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위해 수년간 
Javascript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통해 Javascript Prototype, 
jQuery, ReactJS, Material-UI 및 Redux 분야에서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전문성을 보
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포츠와 컴퓨터에 관심이 많으며 현재는 신경망을 통한 인간 
행동 모델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https://www.ubex.com/kr/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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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ail Malik
@Blockchain

마케팅 어드바이저
블록체인 창립자
ICO Crowd, London Lab 편집장
Ismail은 Blockchain Lab의 창립자이며 ICO Crowd 잡지의 발행인입니다. 그는 런던 최
초의 블록체인 애호가중 한 명으로 2013년 초부터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해 왔습니다. 
Ismail은 업계에서 인맥이 가장 좋은 인물 중 하나로, 런던과 서울에 있는 팀과 함께 프로
젝트를 개발하는데 도움을줍니다. 그는 Ubex의 마케팅 전략 및 실행뿐만 아니라 인력 확
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rie Orlovsky
@arie-lev-orlovsky-5545021

고문관, 이스라엘
전 Booz&Co, IBM, 전략 컨설턴트
Arie Orlovski는 이스라엘의 Technicon을 졸업하고 Artem과 함께 프랑스 INSEAD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노련한 기업가, 전략 컨설턴트, 기술자 및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입니
다.

Michael Gord
@mgord

기술 고문
MLG Blockchain Capital Board of Directors Bitcoin & Blockchain
Alliance Canada
Michael은 연쇄 블록체인 창업가로서 MLG Blockchain, StratX 및 AirdropX 등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동 설립했습니다. Michael은 McGill University의 Desautels 경영 대학에서 
창업, 마케팅 및 정보 시스템을 전공하였습니다.

David Lim
@david-lim-6680a614

중국 및 한국 지역 자문단
중국 지역 영업총괄이사

David는 아시아 지역 영업 부문에서 1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David는 한국
인으로서 중국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INSEAD에서 MBA 학위를 수여하였으며 프
랑스에서 Artem과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대형 글로벌 물류 회사의 중국 지역 영업총
괄이사입니다. MBA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한국 정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및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근무 경험은 사기업 및 정부기관 모
두를 포함합니다. David는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자카르타 및 서울에서 거주하며 일해왔
습니다. 현재에는 상하이에 머무르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개발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9년에 출판될 중국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그의 첫 번째 저서
를 집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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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gio Pereira
@sergiopreira

고문관
ComparaJa의 공동 창립자 겸 전무 이사

Sergio Pereira는 1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재정 전문가입니다. Sergio는 Imperial 
College London에서 전기 전자 공학 및 경영학 학위를 취득하고 INSEAD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이후 자동차 제조에서 컨설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Sergio
는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임원직을 맡아왔으며 2015년에 
ComparaJá 금융 비교 플랫폼을 공동 창립하고 전무 이사로 재직하기 이전에는 Toyota 및 
BCG 등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Sergiu Draganus
@sergiudraganus

고문관
CryptoCoin.Pro의 공동설립자이자 CEO

세르기우 드라가누스는 18년이 넘는 경력을 자랑하는 사업가이자 IT 전문가입니다. 그의 
커리어를 통하여 세르기우는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직책들을 역임하였습니다. CEO, 컨
셉 아키텍트, 임원진 및 유명 IT 기업과 랭킹 에이전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위
원 등이 그 예시입니다. 그가 일했던 회사는 Virtual Invest, eRanker, BoosIT, IPSX, Swiss 
Crypto Exchange AG 등 매우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그는 또한 CryptoCoin.Pro의 공동설립
자이기도 합니다.

Mickey Choi
블록체인 고문관
Mickey Global Business CEO

Mickey Choi는 한국의 사업 분야 중에서 커뮤니티의 대표로 활약하고 있으며, 2007 년부
터 약 5년 동안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소규모 주주로서의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현재 그
는 블록 체인의 생태계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의 투자자 입장에서의 정확한 ICO 프로젝
트 분석 및 마케팅 인큐베이팅 컨설턴트를 하고있는 초기 투자자이자 사업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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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 Kassab
@ali-kassab-70657015

고문관
Centurion & Co. 회장 및 CEO

알리 카삽은 자수성가형 비즈니스맨이자 20년이 넘는 다국적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지불 회사와 일한 경험이 있는 사업가입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MENA 지역 기업 
생태계 구성 및 육성입니다. 그는 혁신가이자 테크놀로지 매니아 입니다. 그는 유럽, 북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Javier Gonzalez

고문관
VentureSpec의 설립자

자이베 곤잘레스는 스타트업 설립자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전 Rocket 
Internet MD이자, 현재 벤쳐 기업들을 위한 포스트-시드 판매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씁니다. 자비에는 INSEAD에서 MBA를 취득하였으며, 프랑스 ENSEA에서 텔레커뮤니
케이션 엔지니어링 석사, 마이애미 대학 시스템 분석 등 기타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
습니다.

@javieregonzalez

Timo Trippler
@timotrippler

고문관
Timo Trippler는 FinTech와 InsurTech 산업 배경을 가진 ICO 자문 및 기업가입니다. 그는 
금융 거래에서 12년의 경험을 가진 금융 시장 및 리스크 관리 전문가입니다. 그는 다양한 
성공적인 ICO 프로젝트에 대해 조언했고 여러 암호화 펀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 
티모 트리플러는 마케팅, 파트너십, 확장 전략을 개발할 때 블록체인, 암호통화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풍부한 전문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https://www.linkedin.com/in/ali-kassab-70657015/
https://www.linkedin.com/in/ali-kassab-70657015/
https://www.linkedin.com/in/javieregonzalez/
https://www.linkedin.com/in/javieregonzalez/
https://www.linkedin.com/in/timotrippler/
https://www.linkedin.com/in/timotrippler/
https://www.linkedin.com/in/timotrip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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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리스크 및 리스크 완화 전략

리스크: 리스크 완화 전력 의미 확률

1 대형 프로그매틱 디지털 
마케팅 경쟁자의 출현.

기술적 장점 개발에 전략적으로 집중 (플랫폼 
참여자들 사이에 광고 오퍼 분배 알고리즘의 
효율성 향상).

3/4 2/4

2 주요 관할 지역의 블록체인에 
대한 엄격한 규제 도입 및 
그에 따른 시장 축소 추세.

주요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 규제에 대한 
정책의 가능한 변화에 대한 정보의 지리적 
다양화 및 철저한 모니터링 전략.

3/4 1/4

3 초기 배포를 위한 Ubex 베타 
버전 개발의 지연.

개발자 직원의 확장 및 비핵심 모듈 개발의 
아웃소싱 스튜디오 및 계약자로의 이전. 2/4 2/4

4 부정적인 거시 경제 조건의 
결과로 인한 시장에 대한 광고 
예산 감소.

주요 지역의 디지털 광고 예산에 대한 실제 
예측을 고려한 마케팅 예산의 유연한 재분재. 2/4 1/4

5 거래 모방을 통해 평점을 높여 
신경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속이려는 시도.

참여자 측으로부터 자동으로 수집되는 
의심스러운 활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 1/4 2/4

6 전례없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UBEX 토큰의 유동성 감소.

토큰 분할 (fragmentation)의 증가 및 
커미션의 일부로부터의 안정화 자금의 창출 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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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려사항 (L)

UBEX 토큰 관련 법적 고려사항
UBEX 토큰은 분산형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의 일부로 블록 체인에서 생성된 디지털 토큰인 블록체인 
토큰입니다. UBEX 토큰은 ERC20 표준 계약을 기반으로 Ethereum 플랫폼에서 발행된 암호화 
토큰입니다. UBEX 토큰은 Ubex 플랫폼 상의 거래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결제 (Payment) 토큰입니다. 
Ubex는 토큰 소지자에게 회사 소유권, 지분 또는 회사의 통제, 방향 또는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개인, 기업 및 기타 조직은 UBEX 토큰을 취득할 때의 위험, 비용 및 혜택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합니다. 당사는 UBEX 토큰의 미래 성과 또는 가치와 관련해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UBEX 토큰의 고유 가치에 대한 약속, 지속적인 결제에 대한 약속, 그리고 
UBEX 토큰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윽 것이라거나 특정 가치를 보유할 것이라는 것에대한 약속 등이 
포함됩니다. UBEX 토큰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Ubex 구매자는 Ubex 토큰을 구입함에 있어 수반되는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해야하며 Ubex 플랫폼이 현재 개발 중이며 상당한 변경이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용 약관의 관련 섹션에서 Ubex 인수와 관련된 리스크를 참조하십시오. 이 개념은 세계 
경제에 암호화폐를 확산시키려는 Ubex 플랫폼 목적의 기본입니다.

UBEX 토큰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제한. 미국의 
법적 제한
2017년 7월 증권 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일부 토큰이 유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의 규제가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 렸습니다. 판결은 ICO를 통해 1
억 5천만 달러를 모금한 The DAO (Distribentized Autonomous Organization)라는 단체를 후원한 독일 
기업에 대한 SEC 조사를 뒤따른 것이었습니다. DAO는 토큰 소유자가 배당과 유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동 기부 전략을 추구하는 데 사용되는 동전을 발급했습니다. 상세 정보는 아래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sec.gov/litigation/investreport/34-81207.pdf.

SEC는 또한 콘텐츠 작성자가 채널 수입에 대한 대가로 팬과 기부자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분산화 어플리케이션인 Protostarr의 ICO를 진행 중에 강제 중단시켰습니다. 

배당금 및 이익 분배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회사는 분명히 유가 증권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유가증권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 대법원에서 작성한 Howey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https://www.sec.gov/litigation/investreport/34-812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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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y 테스트에 따르면 거래는 다음 경우에 출자계약을 구성합니다:

- 자금의 기여인 경우.
- 기여로 부터 수익의 기대가 존재하는 경우.
- 금전의 기여가 공동기업을 위한 것일 경우.
- 특정 거래가 “출자 계약”의 대상이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창출되는 모든 수익.

UBEX는 Ubex 플랫폼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 데 사용되는 결제 (Payment) 토큰입니다. UBEX 토큰은 
실제 자산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소유주에게 회사의 주식 또는 배당금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UBEX 토큰은 유가 증권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Howey 테스트를 다음과 같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 UBEX 토큰은 잠재적 가치에 대한 이익을 기대로 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 UBEX 플랫폼은 출자 제안 이전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UBEX 토큰은 공동 기업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 UBEX 토큰은 관계자, 게시자 및 기타 네트워크 참여자 또는 그들의 서비스 제공 업체가 Ubex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사전구매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입니다.
• UBEX 토큰은 다른 사람의 기업 또는 경영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하는 출자 계약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 UBEX 토큰은 출자 또는 환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며 Ubex는 의도된 목적에 따라 토큰을 

구입하려는 실질적인 의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구매자에게 토큰을 판매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모든 출자 결정은 UBEX 토큰 소지자가 타 UBEX 토큰 소유자 또는 Ubex 플랫폼 관리자롸는 
별도로 직접 결정합니다.

캐나다, 싱가포르 및 홍콩의 법적 제한
싱가포르, 캐나다 및 홍콩은 모두 토큰 세일과 관련하여 법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 (MAS)은 “증권 및 선물 법에 따라 규제되는 상품을 구성하는 경우” 토큰이 
관할권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부 오퍼는 SFA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토큰의 발행인, 디지털 토큰의 제공을 촉진하거나 조언하는 중개자 및 
디지털 토큰 거래를 용이하게하는 플랫폼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적절한 경우 MAS와 상의를 해야 한다.”라는 MAS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7 년 8 월, 캐나다금융감독위원회 (CSA)는 토큰이 증권의 정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Howey Test를 언급하면서 초기코인공개 (ICO)에 통지 46-307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9월 초 홍콩 증권 거래위원회 (SFS)는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이 유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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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의 시민 및 거주자는 UBEX 토큰을 사용하여 플랫폼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거나 자산과 연결된 다른 암호화 토큰 (예 : Bitcoin, Ether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적 제한

2017년 9월 말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원은 국내 기업이 초기코인공개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Ubex의 경영진은 대한민국의 금융 규제기관이 대한민국내 거주자 및 해외 거주 중인 대한민국 
시민권자들의 토큰 판매 참여를 금지하는 경우 Ubex를 대한민국 내에서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 체결 관련 법적 고려사항
UBEX 토큰은 블록체인 플랫폼 상의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발행됩니다. 스마트 계약은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통한 계약 이행을 위한 디지털 도구입니다. Ubex 스마트 계약은 모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하며 정보의 기밀성에 관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데이터 보호
Ubex 플랫폼에서 UBEX 토큰을 판매 및 구매하기 위해서는 개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정보입니다. 수집되는 개인 데이터의 예로는 이름, 주소, 
전자 메일 주소, 전화 번호 및 팩스 번호가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는 프로젝트 웹 사이트, 서신, 전화, 팩스 
및 전자 메일을 통한 신청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적용 및 이용 약관 준수를 통해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은행에게 은행 
시스템 상의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체결된 거래에 대한 
데이터 삭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UBEX 토큰의 매매 및/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를 수행하는 사용자는 위의 사실을 인지하고 블록체인 상에서 그러한 데이터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포기 각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는 법적 리스크 및 규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여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명한 국제 법무법인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객파악 (KYC) 및 사기방지
당사는 고객 및 암호화폐 소유자에게 안전하고 최소한의 위험이 따르는 투명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파악 및 사기방지 문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서비스가 범죄 
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불법적인 요소에 활용되지 않도록하기 위해, (i) 고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고객의 신분 검증; (ii) Ubex 플랫폼에서 진행중인 업무에 대한 실사 진행, 그리고 (iii) 의심스러운 고객 및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을 통해 당사의 업무를 진행할 것 입니다.



54

참고자료
01. https://www.magnaglobal.com/wp-content/uploads/2016/12/MAGNA-December-Global-Forecast-

Update-Press-Release-1.pdf

02. https://image.slidesharecdn.com/magnaglobalglobalforecastspr06162014-150702221934-lva1-
app6892/95/magna-global-advertising-forecasts-global-advertising-market-06162014-10-638.
jpg?cb=1435875588

03. https://www.linkedin.com/pulse/new-magna-report-programmatic-goes-mainstream-vincent-
letang/

04. https://www.youtube.com/watch?v=DoWAcb_s1JA&feature=youtu.be

05. http://www.dentsuaegisnetwork.com/danadspend2017

06. https://www.incapsula.com/blog/bot-traffic-report-2016.html

07. https://www.juniperresearch.com/press/press-releases/ad-fraud-to-cost-advertisers-$19-billion-
in-2018

08. http://www.adweek.com/digital/iab-study-says-26-desktop-users-turn-ad-blockers-172665/

09. https://www.iabuk.com/press-release/15-britons-online-are-blocking-ads

10. https://adtagmacros.blogspot.ru/2014/10/the-display-advertising-technology.html

11. http://hispanicad.com/sites/default/files/m1_7.gif

12. https://www.zenithmedia.com/wp-content/uploads/2017/03/Adspend-forecasts-June-2017-
executive-summary.pdf

13. http://www.advertology.ru/article135969.htm

14. http://www.media-marketing.com/en/news/social-media-ads-to-hit-us50bn-in-2019/

15. http://kenshoo.com/wp-content/uploads/2014/01/regional-digital-ad-spend.png

16. http://www.webhostingreviewsbynerds.com/wp-content/plugins/rss-poster/cache/90aa5_
emarketer-top-5-countries-ranked-by-total-media-digital-and-mobile-internet-ad-
spending-2015-182885.jpg

17. http://www.advertology.ru/article135969.htm

18. https://coinmarketcap.com/charts/

https://www.magnaglobal.com/wp-content/uploads/2016/12/MAGNA-December-Global-Forecast-Update-Press-Release-1.pdf
https://www.magnaglobal.com/wp-content/uploads/2016/12/MAGNA-December-Global-Forecast-Update-Press-Release-1.pdf
https://image.slidesharecdn.com/magnaglobalglobalforecastspr06162014-150702221934-lva1-app6892/95/magna-global-advertising-forecasts-global-advertising-market-06162014-10-638.jpg?cb=1435875588
https://image.slidesharecdn.com/magnaglobalglobalforecastspr06162014-150702221934-lva1-app6892/95/magna-global-advertising-forecasts-global-advertising-market-06162014-10-638.jpg?cb=1435875588
https://image.slidesharecdn.com/magnaglobalglobalforecastspr06162014-150702221934-lva1-app6892/95/magna-global-advertising-forecasts-global-advertising-market-06162014-10-638.jpg?cb=1435875588
https://www.linkedin.com/pulse/new-magna-report-programmatic-goes-mainstream-vincent-letang/
https://www.linkedin.com/pulse/new-magna-report-programmatic-goes-mainstream-vincent-letang/
https://www.youtube.com/watch?v=DoWAcb_s1JA&feature=youtu.be
http://www.dentsuaegisnetwork.com/danadspend2017
https://www.incapsula.com/blog/bot-traffic-report-2016.html
https://www.juniperresearch.com/press/press-releases/ad-fraud-to-cost-advertisers-$19-billion-in-2018
https://www.juniperresearch.com/press/press-releases/ad-fraud-to-cost-advertisers-$19-billion-in-2018
http://www.adweek.com/digital/iab-study-says-26-desktop-users-turn-ad-blockers-172665/
https://www.iabuk.com/press-release/15-britons-online-are-blocking-ads
https://adtagmacros.blogspot.ru/2014/10/the-display-advertising-technology.html
http://hispanicad.com/sites/default/files/m1_7.gif
https://www.zenithmedia.com/wp-content/uploads/2017/03/Adspend-forecasts-June-2017-executive-summary.pdf
https://www.zenithmedia.com/wp-content/uploads/2017/03/Adspend-forecasts-June-2017-executive-summary.pdf
http://www.advertology.ru/article135969.htm
http://www.media-marketing.com/en/news/social-media-ads-to-hit-us50bn-in-2019/
http://kenshoo.com/wp-content/uploads/2014/01/regional-digital-ad-spend.png
http://www.webhostingreviewsbynerds.com/wp-content/plugins/rss-poster/cache/90aa5_emarketer-top-5-countries-ranked-by-total-media-digital-and-mobile-internet-ad-spending-2015-182885.jpg
http://www.webhostingreviewsbynerds.com/wp-content/plugins/rss-poster/cache/90aa5_emarketer-top-5-countries-ranked-by-total-media-digital-and-mobile-internet-ad-spending-2015-182885.jpg
http://www.webhostingreviewsbynerds.com/wp-content/plugins/rss-poster/cache/90aa5_emarketer-top-5-countries-ranked-by-total-media-digital-and-mobile-internet-ad-spending-2015-182885.jpg
http://www.advertology.ru/article135969.htm
https://coinmarketcap.com/charts/


55

당사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팔로
우 하세요

Ubex Twitter Facebook Telegram [KR]

Naver YouTube Instagram

BitcointalkGitHub

Telegram [EN]

Kakao Talk LinkedIn

https://www.ubex.com/kr/
https://twitter.com/ubex_ai/
https://www.facebook.com/UbexAl/
https://t.me/UbexKorea
https://t.me/UbexKorea
https://www.ubex.com/kr/
https://twitter.com/ubex_ai/
https://www.facebook.com/UbexAl/
https://t.me/UbexKorea
http://www.ubex.kr/
https://www.youtube.com/c/UbexAI
https://www.instagram.com/ubex_ai/
https://bitcointalk.org/index.php?topic=3393244
http://www.ubex.kr/
https://www.youtube.com/c/UbexAI
https://www.instagram.com/ubex_ai/
https://bitcointalk.org/index.php?topic=3393244
https://github.com/ubex-ai
https://t.me/UbexAI
https://t.me/UbexAI
https://open.kakao.com/o/grSAEoI
https://www.linkedin.com/company/ubex-ai
https://github.com/ubex-ai
https://t.me/UbexAI
https://open.kakao.com/o/grSAEoI
https://www.linkedin.com/company/ubex-ai

	_Hlk509798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