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삶을 향한 기회의 문을. 블록체인 세상의 세계 시민으로서 자부심.
미래 인터넷 프로토콜인 OT-OCN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관리 감독하는, 

블록체인 보안 전문가 
[스마트 보안관]의 브랜드가 바로 [노두스] 입니다!

[스마트보안관] 노두스란 ?

 ㅣ사업지원 ㅣ

1인 창업 : 보안 솔루션 기술을 통한 차별화된 1인 사업장이 가능합니다.

수익 극대화 : 세일즈 & 마케팅 플랜은 활동에 대해 합당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수익의 안정성 : 낮은 위험과 소 자본으로 시간적 자유와 재정적 안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당신을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 여러 사업 & 교육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 보안관] 클럽 비즈니스 특징

기본혜택

분류

특별혜택

GOLDVIP

EPCA GOLD 자격과 혜택 부여
포인트 지급 

BBS & OT-OCN 및 온라인 보안 관련 교육

보안 전문가 인증서
금융 상품 혜택 제공

매체 별 온 오프라인 광고지원
국내외 유수 컨퍼런스 & 밋업 참가

EPCA VIP 자격과 혜택 부여
돈테피아 슈퍼 노드 자격 부여
관리자 과정 교육지원

* 용어 설명: EPCA (Earnings Per coin & Activity): 메인넷인 돈테피아 플랫폼에서의 보상 분배 정책

* VIP는 GOLD의 모든 혜택을 포함 합니다.

 

[스마트 보안관] 클럽은 다음과 같이
 VIP와 GOL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마트보안관

[노두스]특별 이벤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디지털 지갑 – BBS 출시 기념

상품명 : [스마트보안관]  VIP & GOLD 300클럽 가맹점 모집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보고서 인용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35차례에 걸쳐 2조 4천억원 해킹 성공
세계 1 위 거래소 바이낸스 465억 해킹 도난

세계적으로 해킹이 빈번한 이유는 현재 인터넷이 과거의 약한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미래 인터넷 기술인 OT-OCN은 원천적으로 해커들이 뚫지 못하는 유일한 솔루션이며 이 기술 위로 

만들어진 BBS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지갑’으로써 우리의 자산을 지킵니다.

블록체인 세상에서 보안은 대체 왜 중요할까요? 
현재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분류 GOLDVIP 

가입조건

VIP 300 클럽 가입조건

가입자, 추천인 이벤트 보너스 포인트 지급
계좌 번호: 신한 은행 140-012-586917 (주식회사 에이넥스코리아)

현금: 1 천만원 (VAT 별도)
현물: 비트코인 or 이더리움 가능 
-업비트 당일 오전 10시 기준 시세 반영 

GOLD 회원 10명 모집 시 자동 승격

2단계 VIP (50명) 

3단계 VIP (100명)

4단계 VIP (200명)

5단계 VIP (200명) 

VIP(1인) 회원 최초 승격 시

누적포인트

35%

30%

25%

20%

VIP 클럽

VIP 300 클럽을 위한 특전

* 우선 가입하신 분에 한해 단계별 누적으로, 포인트 추가 혜택을 크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골드회원 10명 달성시 10% 포인트 제공

2단계 달성 시  5% / 50명에게 포인트 추가제공

3단계 달성 시  5% / 100명에게 포인트 추가제공

4단계 달성 시  5% / 200명에게 포인트 추가제공

5단계 달성 시  5% / 300명에게  포인트 추가제공

+ 점진적으로 제공되는 추가 포인트 혜택

 단계별 보너스 – ($/돈피아)

* 추가 보너스 (VIP 300명 달성 시), 이벤트 참가자 전원에게  5% 포인트 에어 드랍 (보유량 적용)

[스마트 보안관] 클럽 가입 방법

[스마트 보안관] App을 통한 회원가입과 이후 해당 대행사를 통하여 신청서 작성.

* App: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 보안관]을 검색, 설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 보안관] 자료 및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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