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I는 의료 데이터 캡처, 정제 및
재배포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정체된 의료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문제점
의료 산업은 혁신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 의료
데이터는 활용도가 낮지만 매우 가치있는
자산입니다

아이디어
혁신 증진 의료산업을 유도하는 의료 데이터를
캡처, 분석 및 배포하여 이 단절형 시스템 중단

기회
새로운 금융 시장에서 의료 데이터가 정제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생태계 창조

솔루션
NDI는 사용자 정의된 바코드 스캐닝 기술을
사용하여 특허 출원중인 수술 센터에 대한 비침범
수집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실시간 데이터 프로세스는 다음을 캡처합니다:
판매 데이터 - 사용 데이터 - 결과 데이터
제약 사용 - 보험 데이터
환자 만족도 데이터

고객: 데이터 판매를 위해
식별된 12 고객 카테고리
제약
월스트리트
의료기기 제조업체
의료용 하드웨어
보험
CDC
및 기타

빅 데이터는 2020년까지 2천
1백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적 파트너:

경쟁
NDI는 일부 소규모 경쟁자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다음을 제공 할 수있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 제품 판매 데이터
• 여러 전문 분야의 데이터
• 시간 경과에 따른 환자 만족도 데이터
• 환자 동반 질환 동향
*출처 IDC, Statista; statistic_id551501_big-data-and-business-analytics-수익-worldwide-20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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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 최고 경영자

직원 수: 20명 (증원 중)

자문 고문

Jeffrey Mazza
재무 담당 이사

Larry Reed, MD
이사회 부의장

Jack Bouroudjian
수석 경제학자, UCX, LLC
Silvana Da Luca
최고 운영 책임자, 블록 체인 및 암호
화폐 시장, PCG Advisory

Samuel Lin, MD
연구소장

판매 계획 - 데이터 수익 창출

NDI

의료 데이터

•

•

단계 1: 원시
데이터

Jeff Hood
공동 설립자, BlockSquared

단계 2: 패키지
데이터
데이터 마켓
플레이스

Jeff Ramson
설립자 겸 최고 경영자, PCG
Advisory

단계 3: 타사
데이터

Ryan Ripa
제품 관리 및 기술 영업 담당 부사장,
UCX, LLC

단계 4: AI/ML
데이터

데이터 교환
•

Doug Gisby
최고 기술 책임자, UCX, LLC

Jim Valentine
전무 이사, Driehaus Center for
Behavioral Finance

단계 5: 파생
상품

데이터는 내부 분석을 위해 회사에서 원시 데이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AI/ML 통합 옵션으로 패키지화하여 판매 할 수
있으며 외부 데이터를 구입하여 포트폴리오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파생 상품의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CME 또는 ICE
거래소에서 상품으로 판매되는 데이터.

프로포마 손익계산서

Adam Zeck
최고 경영자, UCX, LLC
Ascendiant Capital, LLC
PCG Advisory Group
UCX, LLC
Willis Towers Watson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3,250,000

19,750,000

39,000,000

70,250,000

122,500,000

210,000,000

508%

97%

80%

74%

71%

5,350,000

8,295,000

16,380,000

29,505,000

51,450,000

88,200,000

(2,100,000)

11,455,000

14,020,000

21,331,000

32,002,525

36,612,676

42,842,835

51,592,027

(16,120,000)

(9,876,000)

(9,382,525)

4,132,324

28,207,165

70,207,973

수익
총 수익

매출 성장
매출 원가
조정 총세입

22,620,000 40,745,000

71,050,000 121,800,000

경비
총 운영 경비
EBITDA
(세전·이자지급전이익)

이 프로포마 손익 계산서에는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Nebula Data Intel, LLC의 가능성과 기대를 나타내는 예상, 예측 및 기타 예측 진술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예측 등은 산업 동향, 고객 및 기타 요인과 관련된 상황 및 위험, 변수 및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Nebula의 실제 수행 성능 결과는 프로포마
손익계산서에서 예상된 결과와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된 특정 예측, 예상 또는 예측 진술의 정확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시되거나 암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