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파트너 

www.bnbchain.io

새로운 부의 시대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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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개발자 및 교육자 그룹으로, BNB 체인을 통해 전 세계에 우리의 지식을 알리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BNB체인은 BNB기술과 BNB가 일상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고안된 기술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명확한 가치를 가지고, 블록 체인 전문가 그룹들이 혁신을 가해 탄생했습니다. 
BNBChain은 회원들이 업계에서 특별한 커뮤니티에 소속될 수 있게 해드리며, BNB 코인에 
대해 알려드리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회사 소개



LEGAL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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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OF WYOMING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I, EDWARD A. BUCHANAN, SECRETARY OF STATE of the STATE OF WYOMING, do
hereby certify that according to the records of this office,

BNBChain Trade LLC
is a

Limited Liability Company

formed or qualified under the laws of Wyoming did on March 21, 2021, comply with all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office.  Its period of duration is Perpetual.  This entity has been assigned entity
identification number 2021-000990169.

This entity is in existence and in good standing in this office and has filed all annual reports
and paid all annual license taxes to date, or is not yet required to file such annual reports; and has
not filed Articles of Dissolution.

I have affixed hereto the Great Seal of the State of Wyoming and duly generated, executed,
authenticated, issued, delivered and communicated this official certificate at Cheyenne, Wyoming
on this 21st day of March, 2021 at 1:50 AM.  This certificate is assigned ID Number 043156425.

Secretary of State

Notice:  A certificate issued electronically from the Wyoming Secretary of State's web site is immediately valid and
effective.  The validity of a certificate may be established by viewing the Certificate Confirmation screen of the
Secretary of State's website https://wyobiz.wyo.gov and following the instructions displayed under Validate Certificate.

법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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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anteed

be

is guaranteed a l icense on 23 July 2021 to carry om a trust or company
service business in Hong Kong.

The l icence shal l  be val id from 23 July 2021 to 22 July 2022,  unless
suspended or removed earl ier



BNB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앱입니다.

왜 BNB 코인인가?

초고속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암호 화폐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매우 안전합니다. 

바이낸스는 궁극적으로 분산된 바이낸스
거래의 주요 통화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암호화폐가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원활하게 바이낸스
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NB CHAIN
에코시스템

BNB 스마트 체인이 지불을 감시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자동 수익이
발생합니다.

특별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계획입니다.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50)

BNBchain의 전체 에코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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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DOCUMENTS
BUSD는 안정적인 시장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투자자와 거래자가 암호화폐 공간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블록체인에 

변동성이 적은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 마켓에 대비해 베어 마켓에서 더 많은 BUSD를 축적하세요. 

왜 BUSD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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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BCHAIN의 제휴 프로그램은 수익성이 매우 높으며, 저희와 함께하는 동안 모든 회원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휴 프로그램  

https://www.bnbchain.io/ 05

불로소득
최대 1.2% 

등급별 보수
18%

추천 매칭 보너스 
최대 60% 보상 프로그램

경제적 자유를 위해  



불로소득 
여러분의 BNBChain은 300일 동안 배양됩니다. 패키지에 따라 일일 최대 
1.2%의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패키지의 300%에 달하면 재투자를 해야 합니다(보상 프로그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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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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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보수
BNB체인의 등급별 보상 수익은 모든 사용자에게 BUSD 또는 BNB 코인으로 

매일 제공됩니다. 사용자는 매일 자동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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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소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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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매칭 보너스  
보너스를 매칭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의 성공을 
돕도록 동기부여하는 보너스입니다. 이 보너스는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팀 레벨의 보상에 따른 비율로 지급됩니다.

여러분이 소개한 회원이 등급별 소득을 얻으면, 등급별 소득의 최대 
10%가 지급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소개한 회원이 새로운 
회원을 소개할 때, 새 회원의 소득 10%, 5%를 8레벨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LEVEL REFERRAL MATCHING BONUS

C1

C2

C3

C4

C5

C6

C7

C8 10%, 10%, 10%, 10%, 5%, 5%, 5%, 5%

10%, 10%, 10%, 5%, 5%, 5%, 5%

10%, 10%, 5%, 5%, 5%, 5%

10%, 10%, 5%, 5%, 5%

10%, 10%, 5%, 5%

10%, 5%, 5%

10%, 5%

10%1

2

3

4

5

6

7

8

PACK

https://www.bnbchain.io/



보상 프로그램
보상과 소득을 얻으세요!!

bnbchain으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큰 보상을 받고, 고정된 
월급여를 얻으세요.

참고: 첫 번째 구간에서 40%, 두 번째 구간에서 40%, 다른 
구간에서 20%의 비즈니스가 리워드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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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조건 (사업)

$620000 (40:40:20)

$1220000 (40:40:20)

$2480000 (40:40:20)

$320000 (40:40:20)

$160000 (40:40:20)

$80000 (40:40:20)

$40000 (40:40:20)

$20000 (40:40:20)

$10000 ( 40:40:20)

$5000 (40:40:20) 

급여�

$5120 x 10 Months

$10240 x 10 Months

$20480 x 10 Months

$2560 x 10 Months

$1280 x 10 Months

$640 x 10 Months

$320 x 10 Months

$160 x 10 Months

$80 x 10 Months

$40 x 10 Months

보상

$100

$200

$400

$800

$1600

$3200

$6400

$12800

$25600

$51200



정보

지원팀은 24시간 동안 텔레그램과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보상이 완료되면, 다음 보상 비즈니스는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300%가 최대 소득이며, 여러분의 패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급별 수익은 매일 발생합니다.

일일 수익은 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대 1.2%가 지급됩니다.

보상과 급여 수입은 매달 지급됩니다.

일일 수익은 BUSD 또는 BNB 코인으로 매일 적립됩니다.

최소 인출액은 10달러입니다.

무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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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까?

연락처

챗봇이 지원 담당자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Telegram
t.me/bnbchain

Instagram
bnbchain/

Facebook
bnbchain

Email
info@bnbchain.io 

모든 것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지원팀도 자동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BNB 체인을 개발했습니다. 챗봇은 수천 명의 사람들의 다양한 질문에 

24시간 일주일 내내 동시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