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온 체인, 비트코인 보유자에 
25% 이상의 수익 선사하며 
2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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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온 체인(Money on Chain)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분산형 금융을 선사한 
이래로 2주년을 맞이했다. 머니 온 체인은 탄생 이래로 여러 제품을 런칭했으며 
이는 비트코인으로 실행되는 최초의 스테이블코인인 DoC를 포함한다. BTC 
보유자들은 또 BPro 홀딩을 통한 최대 25%의 수익을 경험해 온 바 있어 
사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활용하기 좋은 매력적인 옵션을 제공한다.

2022년 1월 20일 -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 머니 온 체인의 제품 라인은 지난 2
년간 엄청난 성장을 경험해 왔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분산형 금융을 선사한 
결과로 잠겨진 총가치는 거의 5천만에 달했으며, 그의 반은 머니 온 체인에 직접 
보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RIF 온 체인(RIF On Chain)과 담보 자산에 분포되어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수익 창출 기회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머니 온 체인 프로토콜을 선도하는 제품은 BTC 포지션을 임대하는 비트코인 
홀더용으로 설계된 토큰인 BPro이다. 해당 제품은 임대 포지션을 통해 공짜 
레버리지, 불로소득, 그리고 더 폭넓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BPro 자산은 DoC 
토큰 보유자에게 제공되며 비트코인보다 나은 퍼포먼스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BPro는 BTC보다 25% 높은 성과를 거두며 강력한 솔루션으로 
자리잡았다. 사용자는 또 공짜 레버리지 솔루션을 활용해 BTC 가격 
변동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BPro 보유자는 또 rBTC 보상을 통해 레버리지 작업을 수행하는 거래자가 
지불하는 불로소득을 벌 수 있다. BTCx가 지불하는 이자는 모두 BPro로 가게 
되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토큰의 가치가 높아짐을 보장한다. BPro는 나아가 
MoC 프로토콜에 매년 자기 가치의 0.25%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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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ro 보유자는 게다가 자동으로 MoC 유동성 채굴 프로그램(Liquidity Mining 
Program)에 참여하게 되어 홀딩에 따른 MoC 토큰을 벌 수 있다. 해당 토큰은 
스테이킹을 통해 추가 보상을 벌 수도 있어 사용자에게 다양한 수익원을 
제공하는 셈이다. 모든 BPro는 또 언제든지 비트코인으로 완전히 교환이 
가능하다.

오늘날 머니 온 체인을 담보로 활용하면 MoC 토큰을 통해 연 12.43%의 수익을 
벌 수 있다. 이는 아주 매력적인 수치이나, 이조차 머니 온 체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의 일부에 불과하다. 비트코인으로 담보화된 BTC 최초의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온 체인(DoC, Dollar on Chain)’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한 
것은 머니 온 체인 팀이 지난 2년간 달성한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이다.

머니 온 체인이 제공하는 도구 라인은 거버넌스 토큰과 스테이블코인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불로소득 창출을 높이고 자산을 레버리지할 수 있는 기타 
옵션을 제공한다.

머니 온 체인 생태계를 체험하는 사용자는 이제 보유한 비트코인에 따라 25%,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벌면서 여전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분산형 금융은 매력적인 수익과 공짜 
레버리지 활용, 그리고 BTC 보유자를 위한 다양한 수익원 덕에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다. 

Money on Chain 소개

Money On Chain 프로토콜은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토큰을 생성할 수 있게 해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 거래에 현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자유를 
선사하며, 즉각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현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없는 
거래가 가능한 세상을 활성화한다. 또 마찰이 없는 국제 거래를 통해 개인 및 
회사가 변동성 리스크 없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Money on Chain은 비트코인의 분산화, 보안, 불변성과 기존 신용 화폐의 
안정성이라는 장점만을 모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