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구에 대한 플랫폼
총괄 프레젠테이션

독립 파트너



EXP ASSET Ltd.는 자본시장의 발행, 암호화화폐 거래소, 대체투자, IT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 그리고 상기 분야의 교육에 전문화된 프로페셔널 매니저, 트레이더 및 분석가로 구성된 팀
입니다.

이 회사는 영국에 등록되어 있고, 주식자본은 250,000GBP입니다.

EXP ASSET
EXP      ASSET       LTD.

INDEPENDENT PARTNER



Patryk Krupiñski 는 구 세계에서 은행 및 금융 부문의 선두 국가인 룩셈부르크에서 교육을 받
았습니다. 16세 때 그는 증권거래로 지식을 확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년이 된 후, 그는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지금도 여기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
다.

Partyk 는 증권거래소 시장의 권위자로 여겨지는 사람인 엘리트 독일 트레이더와 거래를 
하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폴란드에서 트레이더로서 HFT Brokers에서 근무했
습니다.

현재 그는 계정을 관리하는 투기 중심 전문 트레이더로 활동합니다. Patryk의 전문 분야는 
시장 메커니즘, 기술적 분석 및 거래 시스템입니다.

EXP        ASSET        LTD
Patryk        Krupiñski

의 창시자이자 설립자는
입니다.

EXP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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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ASSET
회사 프로필

EXP ASSET Ltd. 

•

•

•

• 

EXP ASSET Ltd. 

는 다음을 다루는 온라인 투자 및 교육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자본 및 외환 시장에 투자

  암호화 화폐 시장에 투자

  IT 스타트업에 투자

 암호화 화폐 시장의 차익거래

는 자본 및 외환시장의 활발한 트레이딩을 지원하는 고유의 도구
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독립 파트너



EXP ASSET
EXP        ASSET        플랫폼에 액세스

*
** 트레이드 아이디어 - 선택한 통화쌍, 인덱스 또는 원자재의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일일 간행물
*** 트레이딩 캠프 - EXP ASSET Ltd. 트레이더들이 수행하는 해외 교육 여행

 라이브 트레이딩 룸 - 트레이더들이 자본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무소. EXP ASSET Ltd. 트레이더들이 수행하는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능.

패키지 사용자가 받는 것: 패키지 가격 

프리미엄 1 •  라이브 트레이딩 룸 플랫폼 이용* 100 - 499 $

프리미엄 2 •  라이브 트레이딩 룸 플랫폼 이용*
• 하루 1개의 트레이드 아이디어**

500 - 999 $

프리미엄 3 •  라이브 트레이딩 룸 플랫폼 이용*
• 하루 1개의 트레이드 아이디어**
• 웹세미나 형식의 교육 패키지

1000 - 4999 $

프리미엄 4 •  라이브 트레이딩 룸 플랫폼 이용*
• 하루 1개의 트레이드 아이디어**
• 웹세미나 형식의 교육 패키지
• 1년에 한 번 트레이딩 캠프 참여***

5000 - 999 999 $

EXP ASSET 

EXP ASSET

EXP ASSET Ltd EXP ASSET 

비트코인

프리미엄 패키지를 구매한 후, EXP ASSET Ltd.

EXP ASSET Ltd.

은 다양한 가격으로 특별한 프리미엄 패
키지를 구매한 후 투자와 교육 플랫폼에 120일 간
의 유료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 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 사이의 모든 정산 (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금
융이익, 보너스 및 커미션의 결제) 은  암
호화 화폐로 달성됩니다.

 가 생성
한 이익에 따라 사용자에게 금융이익을 얻을 기회
가 제공됩니다.

이 보너스는  가 달성한 이익에 따라, 변
동 요율 계산(0.5-1.5%) 금액으로 평일(월-금) 매 
24시간 마다 계산됩니다. 시간 프리미엄 패키지
의 만료 시, 사용자는 보너스를 확보할 권리를 잃
게 됩니다. 

프리미엄 5 •  라이브 트레이딩 룸 플랫폼 이용*
• 하루 1개의 트레이드 아이디어**
• 웹세미나 형식의 교육 패키지
• 1년에 한 번 트레이딩 캠프 참여***
• 개별 어레인지먼트

1백만 $ 이상

독립 파트너



EXP ASSET
계산 예

120$ 144$

144$ 172,8$

100$ 120$

프리미엄     1

600$ 720$

720$ 864$

500$ 600$

프리미엄 2

360일 이후 총 보너스 금액: 864$360일 이후 총 보너스 금액: 172,8$

1200$ 1440$

1440$ 1728$

1000$ 1200$

프리미엄 3

6000$ 7200$

7200$ 8640$

5000$ 6000$

프리미엄 4

360일 이후 총 보너스 금액: 8640$360일 이후 총 보너스 금액: 1728$

독립 파트너

샘플 패키지 가치 120일 이후 보너스

일일 평균 계산: 1%

패키지 재구매

패키지 재구매

패키지 최초 구매

샘플 패키지 가치 120일 이후 보너스

일일 평균 계산: 1%

패키지 재구매

패키지 재구매

패키지 최초 구매

샘플 패키지 가치 120일 이후 보너스

일일 평균 계산: 1%

패키지 재구매

패키지 재구매

패키지 최초 구매

샘플 패키지 가치 120일 이후 보너스

일일 평균 계산: 1%

패키지 재구매

패키지 재구매

패키지 최초 구매



EXP ASSET
계산 예

12 000$ 14 400$

14 400$ 17 280$

10 000$ 12 000$

프리미엄 4

24 000$ 28 800$

28 800$ 34 560$

20 000$ 24 000$

프리미엄 4

360일 이후 총 보너스 금액: 34 560$360일 이후 총 보너스 금액: 17 280$

60 000$ 72 000$

72 000$ 86 400$

50 000$ 60 000$

프리미엄  4

120 000$ 144 000$

144 000$ 172 800$

100 000$ 120 000$

프리미엄 4

360일 이후 총 보너스 금액: 172 800$360일 이후 총 보너스 금액: $86 400

개별 어레인지먼트프리미엄 5

독립 파트너

샘플 패키지 가치 120일 이후 보너스

일일 평균 계산: 1%

패키지 재구매

패키지 재구매

패키지 최초 구매

샘플 패키지 가치 120일 이후 보너스

일일 평균 계산: 1%

패키지 재구매

패키지 재구매

패키지 최초 구매

샘플 패키지 가치 120일 이후 보너스

일일 평균 계산: 1%

패키지 재구매

패키지 재구매

패키지 최초 구매

샘플 패키지 가치 120일 이후 보너스

일일 평균 계산: 1%

패키지 재구매

패키지 재구매

패키지 최초 구매



EXP ASSET
파트너십 프로그램

프리미엄 패키지를 구매한 후, 각 사용자에게는 환상적인 파트
너십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플랫폼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배
포합니다. 이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MLM “바이너리” 시스템
을 토대로 하며 마케팅 계획에 세부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독립 파트너



EXP ASSET
마케팅 계획

EXP ASSET EXP ASSET 플랫폼의 모든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를 확보하여 상품과 서비스
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판매 구조를 운영하고 확보된 사용자를 감독하는 모든 사용자에게는 마케팅 계획
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사용자의 판매 구조의 거래액에 대해 관련 커미션이 지급
됩니다.

이 커미션은 위커와 스트롱기스트 그룹 사이의 차이를 계산한 후 포인트 거래액과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커미션은 소위 “위커 그룹”으로부터 지불됩니다.

자격 대상자는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 각 그룹에 한 명 씩 2명의 적극 사
용자)

마케팅 계획의 모든 커미션은 24시간 이내에 지급됩니다.

1.

2.

3.

4.

5.

6.

독립 파트너



EXP ASSET

라이트 그룹
라이트 그룹의 거래액 1500pv

레프트 그룹
레프트 그룹의 거래액 1000pv

위크 그룹
10% x 1000pv = 100$

스트롱 그룹
0pv

레프트와 라이트 그룹 사이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 라이트그룹 레프트 그룹은 . 가 남습니다. 500pv 0pv

1pv = 1$

Pv - EXP ASSET 의 내부 계산 단위

독립 파트너

마케팅 계획



적어도 $ 1000, 의 프리미엄 패키지를 보유하는 적극 사용자에 대한 추가 
보너스는 직접 보너스가 됩니다. 이 보너스는 최초 패키지를 구매한 개
인적으로 초대된 각 파트너에 대한  pv 포인트로 계산됩니다.

1000$ * 8%= 80 pv 

이 직접 보너스는 직접 파트너가 구매한 각 패키지에 대한 8%가 됩니다.

예: 

EXP ASSET
직접 보너스

독립 파트너



EXP ASSET
EXP       ASSET        LTD.        의 발전 계획

저희의 기본 목표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모든 목적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EXP ASSET Ltd.
• EXP ASSET
•
•

EXP ASSETLtd.
•
•

EXP ASSET Ltd.
•
•

•

•

현재   가 추구하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랫폼의 커미셔닝 및 운영
  폴란드 지점 및 바르샤바에 트레이딩 룸 개설
  폴란드 및 글로벌 최고 트레이더와의 협력 (최고의 독일 및 폴란드 트레이더들 

   중 한 팀을 형성하는  와 협력하도록 채용된 트레이더들)
  자체 중개회사 개설
  특히 고위험 마이크로페이먼트를 제공하는 자금 이체 전용의 자체 지불 시스

   템 개설

향후  에서는 교육 활동 이외에 다음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채굴과 암호화 화폐 거래 수익에 투자
  주식 및 외환 시장에 투자
  IT 프로젝트 개발에 투자
  대체 투자

독립 파트너



EXP ASSET
EXP       ASSET        LTD.

바로 가입해 주세요 !!!

여러분과 협력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독립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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