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w-rex.com

가입 매뉴얼



www.w-rex.com

“가입 후 첫 상품 생성일 기준 수익률 관련 고지 ”

* 아래 15.8%는 해당 월 수익률을 가정합니다.WREX 플랫폼의 이더리움 자산은 매월 3차례 자산 운용 계정에 전송이 되어 아래와

같이 운용됩니다.

✓ 상품 생성일 기준(1일 ~ 10일) 당월 수익의 50% 수령

예) WREX 상품:  1ETH x 45% x 15.8%* = 0.0711ETH x 50% = 0.03555ETH✓ 1일 ~ 10일 상품 생성일 기준: 당월 11일 부터 운용

✓ 11일 ~ 20일 상품 생성일 기준: 당월 21일 부터 운용

✓ 21일 ~ 마지막 일 상품 생성일 기준: 익월 1일 부터 운용

WREX 상품은 생성일에 따라 당월 수익은 차등 반영되며, 그 이후 발생하는 월 수익은

100%로 반영됨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 생성일 기준(11일 ~ 20일) 당월 수익의 25% 수령

예) WREX 상품:  1ETH x 45% x 15.8%* = 0.0711ETH x 25% = 0.017775ETH

✓ 상품 생성일 기준(21일 ~ 마지막 일) 당월 수익의 0%

예) WREX 상품:  1ETH x 45% x 15.8%* = 0.0711ETH x 0% = 0ETH

가입 매뉴얼

100 이더리움 플랜 상품의 경우, 생성일과 관계없이, 생성 다음 달 1일부터 계약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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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장 웹 브라우저

[적극 권장] [권장] [권장하지 않음]

아래 주소(URL)로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ogle.com/intl/ko/chrome/

크롬
(Chrome)

파이어폭스
(Firefox)

인터넷 익스플로러
(Internet Explorer)

아래 주소(URL)로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zilla.org/ko/firefox/new/

WREX 플랫폼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권장하지 않습니다.



2. 가입 시 추천 코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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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URL)로 받으셨다면, 주소(URL)로 이동시 과 같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 후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과 같이 추천 코드가 바로 자동입력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8자리 숫자로 받으셨다면, 추천 코드를

에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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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제공 받으신 추천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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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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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1단계]

이메일 주소와 추천 코드를

입력하신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가입 2단계]

비밀번호, 비밀번호 재입력 및 국적을

선택 하신 후 [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비밀번호는 해킹 방지를 위해 평소 사용하시 던 비밀번호가 아닌 반드시 새로운 비밀번호 입력을 권장합니다.

@daum 메일 및 @hanmail의 경우, WREX에서 발송되는 이메일 인증 절차 메일이 지연 발송 될 수 있으니 다른 메일 사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가입 완료]

가입은 완료되었지만, 

로그인 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입시 입력

하신 이메일의 [받은 편지함]을 통해 이메일

인증을 반드시 완료해야만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4. 가입 이메일 인증 후 최종 완료

www.w-rex.com
가입 매뉴얼

가입시 입력하신 이메일의 [받은 편지함]을 확인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일이 도착했을 것 입니다.

[최종 완료]

계정 활성화를 위해 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의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종완

료가 됩니다.

1

1

2

2

의 경우 입력하신 이메일 계정에 따라 링크가 아닌 텍스트로 되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텍스트를 “복사” 후 새로운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붙여넣기”를 하여 인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1

본인의 [받은 메일함]에 WREX에서 발송된 메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스팸 메일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만, 

WREX 플랫폼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완료 후 [로그인] 페이지에 가셔서, 

로그인이 정상 동작을 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



해당 문서는 회원들의 원활한 가입을 돕고자 제공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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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매뉴얼



[3단계] 예) 와 같이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계시는 거래소 또는 지갑에서 QR코드 스캔을

지원하는 경우 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이더리움을 전송하시면 됩니다.

1. 나의 이더리움 지갑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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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메뉴에서 [지갑] 페이지로 이동하여 상단에 [입금]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1

4

3

6

5

[2단계] [입금] 버튼을 클릭하시면 와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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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복사하기] 버튼을 클릭 하시면 버튼 위에 보이는 입금주소가 복사가 됩니다. 

복사된 입금 주소를 예)업비트의 출금 주소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4

6

또는

[4단계] 출금하실 이더리움 수량을 입력 후 WREX [나의 이더리움 지갑]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출금 시 0.01ETH 수수료가 발생하니 충분히 고려하셔서 출금하시기 바라며 사용하시는

거래소 또는 지갑에 따라 출금방법 및 전송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사하기]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더라도 출금하실 때 반드시 한번 더 꼼꼼하게 주소

를 확인하시고 출금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잘못된 출금 주소로 인한 이더리움 분실은 WREX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WREX 상품 생성하기

www.w-rex.com
사용 매뉴얼

1

[1단계] [나의 이더리움 지갑]에서 전송된 이더리움을 확인 합니다.1

2

3

[2단계] 메뉴에서 [자산] 페이지로 이동하여 WREX 상품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2

[3단계]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3

[4단계] [가능 잔고]를 확인하시고, [수량]을 입력해주세요.

[월수익 자동 재입금] 또는 [월수익 자동 출금] 옵션을 확인 하신 후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품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만약 100 이더리움 플랜 상품 생성을 원하신다면, 잔고(최소 1ETH, 최대 10ETH)를

남겨 두시고 WREX 상품을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월수익 자동 재적립]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매월 발생하는 월수익은 1일부터 계산되어

WREX 계정에 재적립 됩니다.

[월수익 자동출금]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매월 발생하는 월수익은 익월 10일에 [나의

이더리움 지갑]으로 자동 이체됩니다.



3. 100 이더리움 플랜 상품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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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WREX 상품] 가입이 확인 되셨다면, [100 이더리움 플랜 상품] 의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3

[2단계]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100 이더리움 플랜 상품]은 [WREX 상품]을 생성한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1

1 2

[3단계] [100 이더리움 플랜 이름 짓기] 후 [생성] 버튼을 클릭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이름 짓기를 원하시지 않는 경우 바로 [생성] 버튼을 클릭 하셔도 완료가 됩니다.)

[100 이더리움 플랜 상품] 생성은 본인의 WREX 계정 당 1 이더리움 씩 최대 10개 까

지 생성 가능합니다.

[100 이더리움 플랜 상품]은 기본적으로 1개의 이더리움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별도의 수량 입력 없이 자동으로 잔고에서 1 이더리움이 차감 됩니다. 

100 이더리움 플랜 상품 가입이 안되는 경우는 WREX 상품이 생성되어 있지

않거나, 잔고에 최소 1ETH가 없는 경우입니다.



4. 자산 현황 및 상품 현황 확인

사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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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에서 [자산]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WREX 상품]과 [100 이더리움

플랜 상품]에 각 1 이더리움 씩 가입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지갑]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상품 가입 후 [나의 이더리움 지갑]

및 [전체 자산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선택(전체)]를 통해 상세한

기록들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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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에서 [자산] 페이지로 이동하시고 [WREX 상품]을 클릭하시면 화면

에서 WREX 상품에 대한 [자산 현황] 및 [수익 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WREX 상품 상세 현황과 설정 변경

사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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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2 [설정] 버튼 클릭 시 [월수익 자동 재입금] 또는 [월수익 자동 출금] 옵션을 재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3 4



메뉴에서 [자산] 페이지로 이동하시고,      [출금]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란에 수량을 입력하시고 [요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6. WREX 상품 출금

사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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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2

출금 시 화면 하단의 [수동 출금 규정]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출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 클릭 시 요청 접수가 완료되어 72시간 후 회원님의 [나의 이더리움 지갑]으로 이체가

완료됩니다.

3

3

2



메뉴에서 [자산] 페이지로 이동하시고,      [100 이더리움 플랜 상품] 을

클릭하시면 화면에서 100 이더리움 플랜 상품에 대한 [자산 현황] 및

[운용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100 이더리움 플랜 상품 상세 현황과 설정 변경

사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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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2

[수정] 버튼 클릭 시 [100 이더리움 플랜 상품] 이름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3 4



메뉴에서 [자산] 페이지로 이동하시고,       [해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지가 완료됩니다.

8. 100 이더리움 플랜 상품 해지

사용 매뉴얼

www.w-rex.com

1

1

2

해지 시 해당 화면의 [확인] 버튼을 클릭 하시면 기존 계약으로 복귀가 불가하오니 신중한

선택을 당부 드립니다.

2



메뉴에서 [추천제도]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나의 추천 코드 ID], [나의 추천

코드 링크], [QR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나의 추천 코드 전달 방법

사용 매뉴얼

www.w-rex.com

1

또는 의 [복사하기] 버튼을 클릭 하셔서, 지인들에게 전달하시거나 [QR코드 이미지]를

캡쳐 하셔서 전달하실 수 있는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2

2

3

3



10. 나의 추천 현황 상세내용

사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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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에서 [추천제도]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하단 부분에 회원님의 추천인

관련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

의 [나의 추천 코드]로 가입한 [총 추천인 수], 회원님이 직접 수령 가능한 [누적 추천 보너스]

그리고 추천인이 생성한 상품의 이더리움이 합산되어 노출 됩니다.

1

의 [총 추천인 수] 또는 상품의 [추천 이더리움]을 클릭하시면 의 [나의 추천 코드]로 가입한

전체 추천인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

현황에 [활성화] 표기의 의미는 WREX에 가입한 추천인이 상품을 실제 생성했음을 나타냅니다. 

3

3



메뉴에서 [계정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보안설정] 메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설정] 메뉴를 클릭 하신 후 [비밀번호 재설정] 버튼을 클릭

하시면, 으로 이동 입력 후 [재설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11. 보안설정: 비밀번호 재설정

사용 매뉴얼

www.w-rex.com

1

3

1

2

[비밀번호는 최소 8자로 소문자, 대문자 그리고 숫자를 최소 1개씩 포함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와 같은 에러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 조건에 충족되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5

2 4

3

5 4



메뉴에서 [계정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보안설정]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설정] 메뉴를 클릭 하신 후 [설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Google Authenticator 설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2. 보안설정: Google Authenticator 설정

사용 매뉴얼

www.w-rex.com

1

1

2

2

3

3

회원님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 후 반드시 [Google Authenticator 설정]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3. 보안설정: Google Authenticator 설정 – 1단계

사용 매뉴얼

www.w-rex.com

[1 단계]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아이 폰의 경우 앱 스토어에서

“Google Authenticator”를 검색하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앱 설치를 완료하시면, 스마트 폰에 와 같은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

3

앱 실행 후 의 버튼을 터치해주세요.3 

OTP

2

1

1



선택 시 의 화면으로 이동 후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14. 보안설정: Google Authenticator 설정 – 2단계

사용 매뉴얼

www.w-rex.com

[2 단계]       또는 를 선택합니다.1

1

6

3

2

7

4

2

1 3 6

선택 시 의 화면으로 이동 후 계정 이름을 만드시고(필요 없을 시 건너뛰셔도 됩니다.)      의 키 번호를 에 입력하시고 추가 버튼을 터치하시면 WREX OTP생성이 완료됩니다. 2

5

4 7 5



15. 보안설정: Google Authenticator 설정 – 3단계

사용 매뉴얼

www.w-rex.com

2

[3 단계]       생성된 WREX OTP의 6자리 번호를 의 입력란에 입력해주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정이 최종 완료가 됩니다.

21

1
OTP 6자리 번호는 30초 마다 갱신되니 착오 없으시 길 바랍니다.



메뉴에서 [계정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보안설정]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설정] 메뉴를 클릭 하신 후 [재설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의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 보안설정: Google Authenticator 재설정

사용 매뉴얼

www.w-rex.com

1

1

2

2

3

3

5

의 화면 확인과 함께 가입시 입력하신 이메일의 [받은 편지함]을 확인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일이 도착했을 것 입니다. [재설정]을 위해 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으로 이동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정이 초기화 됩니다. 초기화 되면 [Google Authenticator 설정] 1단계 부터 3단계의

과정을 다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3

4

4

5 6

6

7

8
초기화 완료 후 OTP도 초기화 과정이 필요하니

삭제하시고 다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을 길게 터치하시면 삭제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삭제 버튼을 터치하여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7 8



2

메뉴에서 [계정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이더리움 주소 관리] 메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주소 관리] 메뉴를 클릭 하신 후 [신규 주소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과 같은 화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17. 이더리움 주소 관리

사용 매뉴얼

www.w-rex.com

1

1

2

3

3 6

7

8

라벨 이름 및 외부로 출금하기 위한 주소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Google Authenticator 설정]을 통해 설치 하신 앱을 실행하셔서

[6자리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

주소 입력 시 유효한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의 화면으로 이동

됩니다.

3 8

설정 성공 페이지에서 [완료] 버튼을 클릭 하시면 과 같이

리스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7

주소 입력은 WREX [나의 이더리움 지갑]에서 출금하여 외부로 입금을 받기 위한 주소 입력

입니다. 회원님의 자산 분실을 방지 하기 위해 반드시 한번 더 꼼꼼하게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등록 후 24시간이 지나야 [나의 이더리움 지갑]에서 출금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5

5



18. 나의 이더리움 지갑에서 외부로 출금

사용 매뉴얼

www.w-rex.com

메뉴에서 [지갑] 페이지로 이동하시고,      [출금]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량] 입력 및 [출금 주소]를 선택 하시고 [요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1

1

2

6

2

3

4

[REQUEST] 버튼 클릭 후 [Google Authenticator 설정]을 통해 설치 하신 앱을 실행하셔서

[6자리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요청 접수] 화면에서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3

5

4

5

[주소 선택하기]에서 주소는 [이더리움 주소 관리]를 통해 등록된 주소입니다.6

신규 등록된 출금 주소는 24시간 후 [주소 선택하기]에 노츨이 되며, 원활한 출금을 위해서

사전에 [이더리움 주소 관리]에서 출금 주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금은 요청 접수 완료 후 최장 24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금 페이지

하단의 [출금 주의사항]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9. 비밀번호 찾기

사용 매뉴얼

www.w-rex.com

1

2

3

5

6

[로그인] 버튼 클릭 후 화면에서 [비밀번호 분실]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가입 시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화면을 확인하신 뒤 입력하신 이메일의 [받은 편지함]으로

가셔서 의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화면이 나오면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재설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종

완료가 됩니다.

1

4

2

3

4

5 6



해당 문서는 회원들의 원활한 사용을 돕고자 제공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