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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크체인 (UCT) 란?
유비크체인(Ubique Chain of Things)은 차세대 스마트 IoT 플랫폼용으로 설계된 탈중앙화된 블
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유비크체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5G 통신이 결합하여 구조화된 생태계로
써, 공급망(supply chain) 및 IoT 네트워크의 인증, 보안 및 상호 운용성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해
결합니다. 또한, 동일한 공급망에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관계자 및 고객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운영 비용을 낮추며, 인증을 강화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친 노드간의 변조 방지 및 상
호 운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시스템 아키텍쳐: UCOT 시스템은 IoT 레이어, 블록체인 레이어, 그리고 서비스 레이어의 세
가지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 IoT 레이어: 안전한 IoT 플랫폼은 IoT 레이어의 핵심입니다. IoT 플랫폼은 공급망 추적 및 제품
출처 추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IoT 레이어에서는 리소스가 제한되는 비교적 라이트한 장치들
의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간단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내장형 장치와 모바일
장치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업로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장
형 장치는 응용 프로그램은 환경을 감지하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업로드 하는 역할을 수행하
며, 모바일 장치는 수동 업데이트를 통해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응용프로그
램은 비대칭 암호화 인증 알고리즘을 활용하며, 수집된 데이터에 서명하여 변조 방지를 보장
합니다.
• 블록체인 레이어: 블록체인 레이어는 공급망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디지털 원장을 제공하고 결제를 완료하기 위한 스마트 계약을 지원합니다. 플랫폼 위에 구축
된 스마트 계약을 통해 공급망 흐름과 관련된 더 빠른 지불이 가능하며, 블록체인 기술과 IoT
기술의 융합을 통해 공급망 및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혁신을 가져오고 개발
의 긍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온도 및 위치 센서가 개인 / 컨소시엄 체인
을 사용하여 식품의 상태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보험 계약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교환하는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모든 제품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레이어: 서비스는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프런트 엔드 웹 인터페이스 및 모바일앱을 통
해 제공됩니다. 공급망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분산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계정 관리 및 데이
터 액세스 제어가 개발되어 공급망의 디지털 정보를 모든 참가자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장치의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
해 비즈니스 및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계층은 분산 데이터베이스, ID 관리
서비스, Blockchain 콘텐츠 액세스 서비스, 토큰 서비스, 데이터 요청 서비스, 데이터 공유 서비
스 및 추적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며, 이 부분은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
라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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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펙
1) 기본정보

2) 시장정보

암호화폐명

Ubique Chain of Things
(유비크체인, UCT)

최초발행일

2018-01-30

소재지
합의알고리즘
분류
홈페이지

호주, 시드니
-

총발행량

1,050,000,000 UCT

시장유통량

-

시가총액

-

거래량(24h)

$181,161 ≈ 2억원

수직 체인 및 프로토콜

거래가격(USD)

$0.017341

https://www.ucot.world/

거래가격(BTC)

0.00000218 BTC
▷ 2019-06-07 Coinmarketcap 기준

사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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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1) 퍼포먼스 데이터
암호화폐 연혁

10개월

지난 30일 변동성

+57.06%

지난 7일 변동성

+27.56%

역대 최고가 (USD)

$0.0335

USD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48.80%

역대 최고가 (BTC)

0.00000516 satoshi

BTC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

-58.37%

누적 수익률

-61.59%

상승 월 비중

25.00%

일 최대 하락률

-24.62%

일 최대 성장률

+27.42%

월 최대 성장률

+73.38%
▷ 2019-06-07 CoinCheckup 기준

2) 가격 변동 추이

▷ 2019-06-07 Coinmarketca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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