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G DREAMS FOR A SMALL CHANGE



WREX 이더리움 시장 3단계 알고리즘을 통해

위탁한 이더리움을 WREX 상품에 따라

수량 증식.

이더리움 시장
3단계 알고리즘

2018년 1월 ~ 2019년 6월까지

월 5%~80%의 수익률 기록. 

(단 한번도 월 기준 손실을 기록하지 않음.)

이더리움
시장거래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한 곳인 P사에서

월 거래실적 및 거래수익률 확정 보고서. 

(보고서는 웹과 앱에서 확인.)

투명성
법무법인에서 모든 출금 계정 최종 승인권. 

P사의 월별거래보고서를 기반을 출금 승인.

공정성

* 절대 입금된 이더리움을 누군가의 수당 내지는 보너스로 지출되지 않음 * 법무법인의 출금 권한으로 모든 회원들의 이더리움은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

* 매월 (+) 수익률을 기록하여 입금된 이더리움은 항상 상향 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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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앱을 통해 회원 가입. 

회원 가입시 추천인 코드 반드시 필요.

(https://www.w-rex.com)

WREX 회원가입

회원 가입 완료 후 지갑 생성. 

생성된 지갑 주소로 이더리움 송금.

이더리움 송금

My ETH 계정으로 송금된 이더리움 중

최소 1개 이상이 WREX 계정(상품)에 있어야 운용됨.

WREX 계정

추천인 코드 입력

[월 배당금 자동 인출] 또는 [월 배당금 자동 적립]을 선택할 수 있음.

* 언제든지 선택한 옵션을 바꿀 수 있으며, 수동으로도 인출할 수 있음. 

최소 1개 ~ 최대 100개까지 입금 가능하며, 

100개 이상 입금의 경우 support@w-rex.com을 통해 문의.

WREX 계정에 최소 1개의 이더리움 유지 시, 

최대 10개까지 “100이더리움 만들기 계정”을 추가

생성할 수 있음. 

100이더리움 만들기 계정

각 “100이더리움 만들기” 계정에는 단 1개의 이더리움만

예치할 수 있음. 

40개월 만기 상품. 중도 인출 불가능하나, 언제든지 중간 해지 가능.

* 해지 페널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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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수익률은 회계법인의

월별 실적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음.

수익 배분의 기본
최소의 투자는 총 2이더리움을 입금하여, 

1 이더리움은 WREX 계정에, 

1 이더리움은 100 이더리움 만들기 계정에 이체

유지와 혜택

[월 수익 자동 적립]을 선택 / 1이더리움으로 시작 / 

월평균 수익률 15.8% / 40개월 후 를 가정함.

WREX 계정

매월 WREX 계정에 최소 1개 유지해야만, 

1) 10개의 100이더리움 만들기 계정 생성 가능

2) WREX 추천인 보상제도 혜택 수령 가능

50%
45%

5%

5% 추천인 보상제도

45% 회원

50% 
WREX 트레이딩 운용사, WREX 플랫폼 운영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내 이더리움 원금] x 15.8% (월 수익률) x 45% 

= [다음 달 내 이더리움 원금]

1이더리움으로 시작 / 월평균 수익률 15.8% / 40개월 만기 를 가정함.

100이더리움 만들기 계정

* 중간 해지 시, 계정의 총 수익에서 50%는 회사, 50%는 회원으로 귀속

[이더리움 원금] x 15.8% (월 수익률) x 90% (회원 45%+회사 45%)

= [다음 달 이더리움 원금]

매월 100이더리움 만들기도 최소 1개 유지해야만, 

“100이더리움 만들기” 추천인 보상제도 혜택 수령 가능

총 합계: 15.6027이더리움 총 합계: 204.0263 이더리움

총 합계: 50%(102.01315이더리움) 회원 / 50%(102.01315이더리움) 회사.

WREX 계정의 적립 비율은 회원으로 배정된 45%이나, 

100이더리움 만들기의 경우 회사의 수익 비율인 50%에서 45%를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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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EX의 추천인 보상제도 보너스는 내 WREX 계정에 적립, 

100이더리움 만들기의 추천인 보상제도 보너스는 내 100이더리움 만들기 계정에 적립

추천인 보상 제도

[월 수익 자동 적립]을 선택 / 1이더리움으로 시작 / 월평균 수익률 15.8% / 40개월 후 /

본인을 추천인으로 가입한 10명의 신규고객을 가정함.

WREX 계정

[내 추천인 코드를 입력한 모든 회원들의 총 이더리움 수량] x 월 수익률 x 5%

총 합계: 61.6345이더리움

( [내 이더리움 원금] x 15.8% (월 수익률) x 45% ) +

( [피추천인 이더리움 원금] x 15.8% (월 수익률) x 5% x 10명 ) = [다음 달 내 이더리움 원금]

1이더리움으로 시작 / 월평균 수익률 15.8% / 40개월 만기 /

본인을 추천인으로 가입한 10명의 신규고객이 “100이더리움 만들기” 계정 가입을 가정함.

100이더리움 만들기 계정

총 합계: 768.4837 이더리움

총 합계: 50%(384.24185이더리움) 회원 / 50%(384.24185이더리움) 회사

( [이더리움 원금] x 15.8% (월 수익률) x 90% (회원 45%+회사 45%) ) +

( [피추천인 이더리움 원금] x 15.8% (월 수익률) x 5% x 10명 ) = [다음 달 이더리움 원금]

www.w-rex.com을 소개하고, 

가입시 내 코드를 쓸 수 있게 추천

추천인 코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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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