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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인슈어런스체인 (CIC) 이란?
클라우드인슈어런스체인(CIChain)은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탄생한 최초의 보험 플랫폼입니
다. 클라우드인슈어런스체인은 월렛 보험과 송수신 코인 손실 보험을 제공하는데, 이외에도
블록체인 세계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보험 플랫폼과 솔루션을 만들어 블록체인에 대한 모든 위
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인슈어런스체인은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에 기초한 오픈소스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입니다.

특징
• 클라우드인슈어런스체인은 블록체인의 세계를 보험에 들 수 있는 최초의 위험 보험 플랫
폼입니다. 클라우드인슈어런스체인 플랫폼은 블록체인의 모든 리스크 활동을 보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인슈어런스체인은 ICO 보험, 암호화된 토큰 계정 보안, 재산
보증 및 생명 보험에 대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 클라우드인슈어런스체인은 자본 효율을 높이고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보험을 분할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중앙집중화 보험 조직을 없애고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에 의한 분산적 보증 메커니즘을 실현했
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아무리 작은 단위의 자금이더라도 보험 가입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 클라우드인슈어런스체인은 보험 스마트 계약에 의한 자동 클레임 결제를 가능하게 했는
데, 보험 스마트 계약에 의한 보험금 정산 자동화는 보험금 지불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
만 아니라, 조항에 대한 분쟁이나 청구 거부권을 회피함으로써 종래의 보험업계의 어려운
보험금 정산 문제를 해결합니다.

• 클라우드인슈어런스체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리스크 헤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
니다. 블록체인의 개방적이고 분산된 구조 때문에 보험가입, 인수인계, 청구결제, 결제 등
의 과정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인슈어런스체인 플랫폼
위에서는 누구든 간에 보험 가입은 물론 스스로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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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펙
1) 기본정보
암호화폐명
최초발행일
소재지
합의알고리즘
분류
홈페이지

사업 진행

2) 시장정보
Cloud-Insurance Chain
(클라우드인슈어런스체인
,CIC)

총발행량

3,000,000,000 CIC

시장유통량

1,350,000,000CIC

-

시가총액

싱가포르
수직 산업 응용
http://www.cichain.io/

거래량(24h)

1,344,836 $ ≈ 16.7억원
$27,303 ≈ 0.3억원

거래가격(USD)

$0.00099617

거래가격(BTC)

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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