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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PT는 
    
   자연이 주신 위대한 바이오 선물을 갖고 
   우주와 인간이 
   건강과 치유의 원리를 교감하도록 
 
   전세계인이 블록체인 기반 안에서 
   공유하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제품으로, 서비스로 지구를！  
   점이 선으로 되도록 할것이다.  

Seapolynol®  

  (씨폴리페놀, 항산화 물질, 감태주정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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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전세계 최강대국이 될수 있는 요건은 약초나 해양에서 나오는 해조류를 갖고 바이오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 ‘부의 미래’ 저자, 미국의 미래학자 석학 앨빈토플러 박사 - 



UBPT 
Make Money 

1. 아이템이 위대하다….. Great….. 유일무이하다. 

2.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 하다….. Size….. 반도체, 자동차산업 보다 크다. 

3. 상용화가 되어야 한다….. Business…..신약 개발(임상 진행중), medi food 제품화 

4. 사랑을 받는다….. Must have….. 전세계인의 상비약, 필수품이다. 

5. 나누어야 한다….. Divide,Blockchain…..공감하고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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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PToken은 실물실용코인으로써의 가치와 헤택을 전세계인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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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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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PT 

 
☛ 회 사  명  :  UB PACIFIC LIMITED (HongKong) 
☛ 회사주소  :  G/F,111 Prince Edward Rd West, Kowloon Hong Kong 
 
☛ 한국지사  :  UBIO SCIENCE (유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 
☛ 한국주소  :  한국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 전화번호  :  +82-2-587-0329        팩스 : +82-2-587-0334 
 
☛ 홈페이지  :  www.ubioscience.com 
 

☛ 회사비전  : 식품이면서 제약수준의 초격차 원료물질(Seapolynol®  )과 응용기술(MOP™ Hydro-Network™)을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에 탑재토록 하여 공유하므로써 유저에게는 건강과 치유 & 예방 의학에 
                      대한 공감과 그로인한 혜택의 장음 물론 수익이 되도록 하는 가치를 부여하고 기업은 재원 확보를 
                      이루므로써  더 빠르게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토록 한다. 
 

☛ 생태계 컨셉  :  Universe Bio product & blockchain process Health care Platform 

 
     ■ 코  인  명 : UB Pacific Blockchain 

     ■ Symbol    : UBPT 

     ■ Total amount of issue : 500,000,000 UBPT 

     ■ UBPT Contract Address : 0xa5C8394A01005B6546BD18C6697A37490651E7Dc 

http://www.ubioscience.com/


universe  

bio product & blockchain process  

Health Care Platform 

신약개발 사업 MEDI FOOD 

 PH-100 (대사증후군-뇨합병증)치료제 개발 

 

 FDA 1상 완료 

 KFDA 임상 2a상 완료(2019년 8월) 

 KFDA 임상 2b상 진행중(2023년 완료 예정) 

 제약 수준의 원료성분으로 플랫폼 구축 

 

 비만, 고혈압, 고지혈, 고혈압 

 심혈관 질환 예방, 치유 

 항산화, 항염, 혈행개선 

 세포활성화, 세포 보호 

 근육 생성, 혈관 개선 

 면역개선제 

2. 사업요약 

바이오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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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PT 

 PH-100 당뇨관련 질환시장은  
 전세계 국가 복지 예산은 년 800조 
 치료제 시장은 년100조. 

 전세계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반도체, 자동차 합친 것보다 크다. 
 아마존 제프 베조스 노화세포  
    억제 산업에 3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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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PT 2-1. 사업요약 (파이프 라인) 

1) PH-100 신약개발 사업 : 
  
 전세계 최초 대사증후군(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및 당뇨합병증(심혈관 질환)신약개발 

 
2)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 :  
 
 UBPT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구축  
 모바일 커머스 / 개인별 맞춤 케어( HcareH / health cars in your hands /손안의 헬스케어) 
 당커트 : PH-100 신약 대사증후군-당뇨합병증 치료기전과 동일한 성분 함유 
   국내 최초 식약처 혈당개선, 콜레스테롤 개선 개별인정형 건기식 인증 제품 출시 
 뉴보낙스 프리미엄 : 세포활성화, 노화, 관절건강, 뇌건강 케어 건강기능 식품 출시 
 세조아 : 면역체계 개선 및 정상화(면역위에 면역) 
 미웨이 : 식물, 동물등 식재료 신선도 유지 및 식감 개선제 출시 

 
 항산화, 항염증  
 안티에이징(세포 수화) 
 심혈관 질환 (혈행개선, 혈관벽 손상 케어) 
 뇌질환, 뇌건강 (치매 예방) : 임상 1상 진행중(독일) 
 비알콜성 지방간 : 유럽시장 론칭(2023년3월 아시아시장 판매) 
 내분비 장애 개선 
 근감소증, 퇴행성 관절염 개선 
 바이러스 적용 
 정신질환, 우울증 개선 
 수면장애 개선 

 
3) 제약회사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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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기술(원료 물질 및 응용 기술) UBPT 

 씨폴리놀(Seapolynol®  /해양폴리페놀/감태주정추출물/항산화 물질) : 
 항산화, 항염증, 혈류개선, 혈관케어, 세포 보호 기능 및 세포 재생 효과를 갖추고 있다. 
 
 MOP™ Hydro-Network™ & 속성세포재생(CAF : cellular anastasis fast)기술 : 
 산소와 수분을 세포내로  신속하게 이동하게 하여 세포의 노화를 치료하고 손상된 세포를 치유 기전 
 
 기존 유효 물질과 컴파운딩하여 DDS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확보 하였다.  
 특허등록, 연구 논문 발표, 신약 임상 자료등  (Compounding : 조제, 배합 / DDS : drug delivery system 약물 전달 시스템) 

 
 씨폴리놀은 국내 최초 천연물 원료물질로써 국제 인증 허가 득함 : 
                          

   미국 FDA NDI (New Dietary Ingredient) : 천연물 안전성, 유효성 인증 
   미국 FDA IND (New Ingredient Drug) : 신약 임상 시험 통과 승인 
   유럽 EFSA NFI (Novel Food Ingredient) : 세계 최고의 식품 검사 기관 인증 
 특허등록(50개), SCI급 논문 발표(130개), PH-100신약 임상 자료 확보 

 
 전세계 유명 사이언스지에 아스피린, 오메가3 다음으로 씨폴리놀 성분과 기술에  대하여 업계 권위자들이  
    극찬을 하고 있으며, 효능에 대하여 기재가 되어 있다. 
 미국 심혈관 질환 최고 권위자인 Dr. Stephen Sinatra박사 …씨폴리놀 극찬) 



Value (가치)                                                         
UBPT는 독보적 제약 수준의 원료물질 
(특허, SCI급 , 대사증후군임상 데이터)을 
기본 토대로 형성된  최상의 바이오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수익도 공유되는 가치를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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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목표) 
UBPT는 blockchain을 통하여 개인별 맞춤형 
바이오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토록 한다. 

Aim (목적) 
UBPT는 최종적으로 HcareH 
(health care in your hands/손안의 헬스케어)의 
선행치유 시스템을 장착하여 인류의 건강과  
치유에 대하여 공유 토록 한다 

Mission(임무) 
UBPT는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다양한 질병과의  
싸움에서  시행착오를 줄일수 있도록  
스마트폰 시대에 개인별 맞춤형 건강,  
치유 앱프로그램, 블록체인 기술 적용,  
AI탑재토록 한다. 
 

4. 플랫폼 소개(Platform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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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PT는 현재 국내 Qbit(큐비트)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음 (Qbit : 파트너사 별첨 참조) 
 
   해외 코인 거래소인 MEXC와의 상장 계약을 체결함 (2023년 2월 상장 추진중) 

 
   팬덤 회원 300만명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노드 시스템 구축사인 Nirvana chain과의 협업으로 글로벌 코인  
     거래소인 후오비(Huobi)  글로벌 거래소 상장 추진중 (너바나체인 : 파트너사 별첨 참조) 

 
   OK글로벌 거래소 상장 추진중 

 
   게이트아이오(GATE.IO)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 추진중 

 
   IDCM ASIA (싱가포르 본사)거래소에 상장 추진중 
 
 
 
 UBPtoken은 실물실용코인으로써 디지털 자산인 코인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현금처럼 사용 가능토록 할 수 있는    
     마스터카드 (전세계 30개국 사용)와 연계하여 ATM기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실용화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UBPT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NFT(STO증권형 코인)토큰으로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실물 경제를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커머스 실물실용 플랫폼 구축 

 
※  UBPT의 가치를 더욱 확대코져 PH-100을 2023년 상반기중에 런던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며,  
    2024년내에 나스닥 스펙상장을 추진중에 있다. 

5. 투자가치 및 상장 일정 (Investment Highlight) 

Bio Product & 

Blockchain Process 
 

국내외 거래소 상장 

가치 창출 & 수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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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UBPT 코인 발행 및 판매 계획 

구  분  

UBPT 발행 

국내 판매 

해외 판매 

어드바이저/프로모션 

회사보유 

합    계 

보유분(%)  

100.0 

10.0 

2.5 

75.0 

100.0 

수량  

500,000,000 

100,000,000 

  25,000,000 

 375,000,000 

 500,000,000 

비  고   

1. 유통물량 
Lock - up 없음 
 
2. 국내 : Qbit상장    

구  분  

2022.11.1- 11.30    1차 

2022,12.1-12.31     2차 

2023.1.3-1.31        3차 

어드바이저/프로모션 

원화마켓 거래  

판매 수량  

50,000,000 

30,000,000 

20,000,000 

25,000,000 

1EA  600원 

판매가(EA/\)  

200 

300 

400 

비  고   

• 상장 거래소 
- 국내 : Qbit 

- UBPT 추진일정 참조   

■ UBPT 판매계획(예상) 

■ UBPT 분배 구조 방안 

2022.12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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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a partner company : Bota Medi 
• UBP가 최초로 주목하고 투자를 하여 협업 시스템을 갖춘 회사로써 보타메디는 해양 파이토 케미칼(phytochemicals)기반의 순수 R&D연구 기업이다. 
• 씨폴리놀(seapolynol)의 강력한 항산화, 항염, 면역증진 효과에 CAF응용 기술을 확보하여 UBP 플랫폼 사업에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협력사 이다. 

7-2. a partner company : MASTCARD N195  
• 디지털 가상 화폐 결제 서비스 / 멤버십 서비스 / AI 선물환 서비스 

 

7. 파트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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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비트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의  AML(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 대한 기술과 인적 자원을  확보함 
 2022년 11월-12월에  원화마켓 거래 예상함 
 Qbit에 상장되어 있는 UBPtoken은 글로벌 실물실용 코인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팬덤을 실현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7-3. a partner company :  Qbit (큐비트 코인 거래소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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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a partner company :  NIRVANA BLOCKCHAIN PUBLIC CHAIN 
 

(팬덤 유저 300만명 확보) 
NA는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탄생했으며 전체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인프라를 처리하고 새로운 블록 체인 관리 패턴의 성과를 처리한다. 
자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업계를 선도하는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할 것이다.  
NA의 뛰어난 장점으로써, 가치와 아이디어의 출력은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점진적인 개선과 함께 더 나은 참조가 될 것이다.  

 
 
고품질 이론과 수많은 확장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은 NA의 미래 생태계에 공동으로 기여하고 업계를 이끄는 견고한 힘이 될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오늘 인식하든 못하든, 우리는 조용히 세상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새로운 정보화 여정이 다시 오고 
있다! 삶의 적용을 위한 NA 공개 체인으로, 당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십시오! 
현재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Nirvana(NA)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 플랫폼을 제시하고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는 IT 정보 시스템(Network 
Omnipotence Application) 구축을 위한 생태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구축한다. 



 참고사항 

본 문서는 정보 제공의 용도로만 작성 되어졌으며 모든 내용을 주의 깊게 읽기를 권장 드립니다. 향후 귀하의 의사 결정 등 행위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으

신 경우, 귀하의 법률, 금융, 재무 등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백서는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최종 본이 아니며 향후 비정기적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백서는 투자권유의 목적으로 이해하거나 해석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귀하 

가 행하는 모든 의사결정 및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그 어떠한 책임, 배상, 소송, 청구 등 모든 종류의 손해(실손해와 결과적 손해 모두 포함) 에 대하

여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백서는 제3자의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참조에 언급된 정보의 적시성, 완전성 또는 정확성에 대 해 추가 검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 백서의 면책 조항들은 기재된 내용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면책 조항 

회사 및 계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토큰 및 플랫폼 “있는 그대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제공됩니다. 회사가 제공 한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품질, 

적합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회사 및 계열사가 제공하는 토큰 플

랫폼 및 관련 서비스의 오류, 지연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 또는 그에 따라 행한 조치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또한, 백서에 기재 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보증 및 약속을 하지 않으며 관련된 책임은 모두 귀하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잠재적 위험 

토큰을 구입, 보유 및 사용함으로써 본 조항에 명시된 위험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위험과 불확실성 중 하나가 실제 사건으 

로 발생할 시 회사의 재무상태, 운영 결과 및 전망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토큰의 가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 할 수 있습

니다. 이런 위험 요소는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언어 

본 백서는 다른 언어로 번역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 번역으로 인한 불일치가 발생하면 한국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SUN B&H(이하‘회사’)는 본 문서에 

기재된 내용들의 정확성, 진실성에 관해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universe bio product & blockchain process Health Care Platform UBPT 

8.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