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NTERMEDIARY CRYPTO ASSET INVESTMENT PLATFORM FOR CE-FI

개요
직면과제: 제로 금리 시대에 돌입하면서 화폐 가치의 하락과 부동산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점점 더
디지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고 있으며, 기존 정통적인 금융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최근의 De-Fi 및
Ce-Fi의 출현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경쟁력 있는 이자수익과 투자 대비 높은 수익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 저희가 제시한 해결방안으로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소개하는 것 이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Ce-Fi 분야에서
규모가 큰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상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가진 전문성을 토대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업
체에 대해서 엄격한 내부선별 기준을 토대로 선별하였으며, 최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최고의 이자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Yes Crypto
중개 플랫폼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크립토 은행

Yes Crypto

투자자

·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제공
(예) ETH 4%, USDC 8%
· 우대금리 적용 (협의중)
· Nexo와의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
(2021년 5월)

· 일일 인출 한도 상향 ($500K)
· 신속한 고객 응대 서비스 (통역)

· Binance 법인계좌 발급

· 1% 중개수수료(선취)

· Celsius (Ce-Fi) 파트너쉽 협의중

· Yes Crypto 토큰
(유틸리티 토큰 발행): 예치 금액의
1%를 YCT로 제공

· 국내 주요 거래소의 투자자:
투자자들은 기존 매매 수익 외에
추가로 이자수익 발생
· 중장년 층 중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투자자중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원하는 고객

· YCT – Nexo 토큰 스왑 기능
· Nexo토큰 보유를 통해서
우대금리 제공 (최소 0.25%)

신규 시장에서의
새로운 수익창출 발굴

중개 수수료 기반의
비지니스

정통 1금융 대비
높은 투자 수익 기회 제공
새로운 투자처 확보

가치제안
높은 이자 수익

정통적인 1금융권 대비 경쟁력 있는 이자수익 제공 → 매일매일 복리 이자 제공 (ETH 4%, USDC 8%)

YCT 1% 제공

예치 금액의 1%의 Yes Crypto Token 제공

경쟁력 있는 서비스제공

기본 이자율 외 우대금리 적용 (협의중) 및 높은 일일 인출 한도($500K)

고객 서비스

빠르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 (통역, 무료 투자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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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Crypto
플랫폼 소개

• 이용자 친화적인 (User-friendly) UI 구현
제작
방향

(www.yescrypto.kr)

로고

• 텍스트를 최소화하고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의
핵심적인 사항 등을 간결하고 쉽게 전달 할 수 있는 방
향으로 디자인설계

• 고객이 만족할 때 까지 ‘Yes’
• Yes 의 ‘Y’자를 360도 무한회전 시킴

상표
등록

• 디지털 자산 ‘Crypto’ 와 ‘Yes’의 합성어
• 상표등록 출원 40-2021-0036907

구동
방식

a

메인 화면

• Yes Crypto 플랫폼은 web 기반
• UX/UI를 적용하여 모바일 반응형

메인화면은 Dash board 형식으로 한눈에 총자산을
파악하게 구성
내 지갑 자산

b

총 자산
a

+
예금 자산

+
이자 수익

c

내 지갑

고객이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b

예금 자산

고객이 가입한 디지털 금융상품 자산

c

운영 방식

거래소와 연동하여 모든 자산은 원화로 병행 표시

Yes Crypto 토큰 기능
스왑 기능

로열티 프로그램을 통한 우대금리 제공

교환을 위한 Pair Pool 제공
•	토큰간 교환을 통해 NEXO사에서 운영하는 로얄티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스크 립토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The NEXO 로열티 프로그램 가입을 통한 추가 금리 제공

(i.e Nexo 로열티 등급 Base > Gold > Silver > Platin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