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시우스 파산 진실, 일련의 내부 실수로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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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가 셀시우스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출업체 섭씨는 파산 신청 전에 많은 문제를 존재
했습니다. 전 직원들은 회사가 최근 몇 년 동안 일련의 내부 실수로 인해 최근 혼란을 겪었다면서 가장 큰 문
제는 위험 관리 실패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시우스의 내부 문제

셀시우스는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수년 동안 양조해온 내부적인 실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실수로 인해 최근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셀시우스의 내부 직원 여러 명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모
험과 무질서, 시장 조작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앞서 셀시우스는 지난 6월 ‘극단적인 시장 상황’을 이유로 모든 계좌의 암호화폐 인출, 교환, 송금을 중단했
습니다. 당시 셀시우스는 고객 170만 명과 예금 118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벼락과 함께 위기
로 가득 찬 비즈니스 모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셀시우스 제공하는 암호화폐 예금 수익률 17%에 매료되어 많은 사용자가 가입했습니다. 반면에 셀시우스
는 더 높은 수익률을 지불하고자 하는 헤지펀드와 기타 기관에 그 돈을 빌려줍니다.

CNBC가 검토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회사는 다른 고위험 암호화폐 프로젝트에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 후,
셀시우스는 이 수익을 고객과 공유할 것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면서 모델이 붕괴되어 여러 회사가
자산을 동결하고 최소 3개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셀시어스의 전 금융범죄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인 티모시 크래들에 따르면 셀시우스의 가장 큰 문제는 ‘리스
크 관리 실패’다. Timothy Cradle은 “셀시우스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정
말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위험을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radle은 자신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명으로 구성된 규정 준수 팀의 일원이었으며, 이 직책에 따라 셀
시우스의 사업에 국제 금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셀시어스는 규정 준수에 너무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규정 준수 팀이 작을 뿐만 아니라 투자된 리소스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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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CEL 가격을 조작

셀시우스는 지금까지 CEL의 가장 큰 보유자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데이터 회사인 Arkham에 따르면 셀
시우스는 구매자이기도 합니다. CEL을 구매하면서 대량 판매도 했었습니다.

Cradle은 2019년 셀시우스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경영진이 CEL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CEL 토큰
부풀리기, 적극적으로 토큰 가격 인상 및 거래에 대한 큰 소리로 논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셀시우스 등 직원 급여의 일부도 CEL로 지급됩니다. 이는 인재를 유치하고 보유하는 방식이기도 하지
만, 직원들이 회사의 재무적 수익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지분 매력과 유사합
니다.CEL토큰은 2020년 급등하기 시작하여 다음 해에 거의 8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익명 셀시우스 직원은 마신스키(Mashinsky)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를 구매하도록 유도하
는 동안 배후에서 판매했다고 말했다. $CEL의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토큰 가격을 흔들기 위해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 직원에 따르면 마신스키는 공개되지 않고 수백만 달러를 판매했습니다.

 

고객 자금으로 위험 감수

또한 CNBC가 검토한 다른 문서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고객 펀드에 일부 위험을 감수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셀시우스 및 헤지 펀드와 같은 대출 기관은 DeFi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내부
문서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고객 자금을 여러 DeFi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모든 디파이 프
로젝트는 모두 중간에서 높은 위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회사의 이용약관 제13조는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은 셀시우스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버몬
트주 규제당국도 성명을 통해 “셀시우스는 고객 자산을 각종 위험과 비유동성의 투자, 거래 및 대출 활동에
배치하고 있으며 고객은 재무상태, 투자활동, 위험요인 및 예금자와 기타 채권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중요한
공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투자전략을 지적했습니다.

 

관련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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