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 혁신자들을 특별히 포함하고 있으며, 규정된 상위 3위의 금융 중개업인 BDSwiss, 복싱 월드 챔피언인 플로이드 메이웨더Floyd Mayweather, 축구 전설인 호베르투 
카를루스Roberto Carlos, 와 같은 거대한 유명인들 및 다른 분야의 유명인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둘러보고, 수익을 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 보십시오

GS Partners

새로운 디지털 시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메타마이닝MetaMining, 메타거래MetaTrading, 메타브로커리지MetaBrokerage, 메타단지 도시 개발, NFT, 메

타시장, 메타게이밍MetaGaming등과 함께하는 메타버스Metaverse 

V.1.0.6 - ENGLISH



GS 파트너 프레젠테이션 >면책공고

본 프레젠테이션은 ‘GSpartners.global’ 플랫폼에서 독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및 회원전용의 잠재적 보상과 관련한 
 교육적인 목적의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활동은 GS파트너 보상 요금제 및 그의 잠재적인 수익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모든 수익의 예시는 귀하의 독립적인 사업에  
확립된 아이디어, 기술, 지식, 기량, 시간에 오로지 의존합니다.  

GS파트너는 귀하의 상품 프로모션과 연관하여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GS파트너가 사용하는 모든 수익 예시들은 평균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전문 금융 상담자들이 아니고 금융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gspartners.global’ 에서 언급된 GS파트너/GSP/ 골드 스탠다드 파트너Gold Standard Partners는 코모로의 모엘리 익명의 섬에 있는 HY00520034의 등록번호 및 
B2020029라이선스 번호를 가진 GSB 골드 스탠다드 은행GSB Gold Standard Bank Ltd의 상표명입니다.  

GSB 골드 스탠다드 은행GSB Gold Standard Bank Ltd은 법적으로 정해진 감독 및 코모로 규제기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Fintech, 블록체인 및 통신 개
발 기관입니다.  

GSB 골드 스탠다드 은행GSB Gold Standard Bank Ltd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규제(스웨덴)를 완전히 준수하는 오직 코모로의 기관입니다.  

GS파트너는 코모로 시민 그리고/또는 거주민에게 방대한 범위의 IT 및 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GSPartners.global 서비스들은 고객에게서 모든 법정 불환지폐를 받는 회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제품의 모든 과정에 있어 
USD, EUR, GBP, 또는 기타 모든 법적 통화와 같은 피아트 에셋fiat assets을 관리, 임대차 대출,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gspartners.global’ 프로그램에 대한 

유통 활동들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의무 없이, 유통 회원으로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주의사항: 모든 명목화폐 숫자들은 오직 가치가 동등한 목적을 지향하기 위함입니다. 

면책공고



- 소개 
- 제품 
- 생태계 
- 당사의 계획

• 면책공고: 본 프레젠테이션에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조언, 재정 조언, 거래 조언 또는 다른 종류의 조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그와 같이 다루어야만 합니다. 본 프레젠
테이션에 있는 그 무엇도 암호화폐의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됩니다.  

• 각 제품 결과는 모든 향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 활동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각 결과는 과거 결과 및 조합의 예측에서 파생되지만 모든 향후 결과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GS 파트너 프레젠테이션 > 내용

기술 변화로,  
귀하의 부를 향상시켜 보십
시오 



GS파트너는 선두를 이끄는 전략적인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기회 및 협력의 다양화를 통해  
개인적인 행복의 성장 및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은 사업 네트워크 내 거래를 기록하고 
자산을 추적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되

는 불변의 회계장부입니다. 

웹3.0

연결, 상호연결, 부를 귀하가 통제할 수 있는 웹
WEB을 경험하는 새로운 방법

메타버스

기회들이 새로운 경계가 되는 실제와 가상이 하
나로서 존재하는 새로운 세계

GS 파트너 프레젠테이션 > 회사

GS 파트너



시장

블록체인 기술  웹 3.0 메타버스

15억 7천
2018년 USD 시장 가치 [스타티스타 Statista] 2020 년USD 시장 가치 

[글로벌뉴스와이어 GlobeNewswire]
2030년 USD 시장 가치 

- 미래 예측 –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 ]

GS 파트너 프레젠테이션> 시장

12억 4천 6788억

모든 시장 가치는 암호화폐로 계산되었으며 USD는 오직 견적을 위한 것입니다. 



리디안 월드LYdian.world 

GS 파트너 프레젠테이션> 리디안 월드LYdian.world 

둘러보고, 수익을 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 보십시오!

귀하만의 역할을 결정할 수 있는 디지털 지역! 디지털 가상 세계
의 계속되는 진화 및 성숙함에 영감을 받아보십시오.  
 
리디안 월드LYdian.world는 사용자들이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상 게임입니다. 그들의 참여와 전략의 대가로, 암호화폐로 보상
받습니다.



리디안 월드LYdian.world 메타버스는 최신 기술 및 유행으로 진화
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는 당사의 성장하는 커뮤니티에 참여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할 것입니다. 

✓거래 기반의 하이 레버리지high leverage 를 포함한 
지원 거래  

✓예술 NFT 창조; 
✓투명한 디지털 뱅킹; 
✓디지털 자산 증명 및 유통; 
✓메타버스 마이닝mining 및 거래 가능성을 위한 메타
버스 인증; 

✓등등.

메인넷 마스터 노드
MAINNET MASTER NODES

리디안 참가자 스테이킹 
풀STAKING POOL  

리디안 월드LYdian.world 계
열사

NFT 
마켓플레이스 

리디안 월드LYdian.world 
모바일 앱 

리디안 월드LYdian.world 도시

메타버스  
인증

마이닝Mining 

거래

브로커리지BROKERAGE

GS 파트너 프레젠테이션> 리디안 월드LYdian.world 

리디안 월드LYdian.world 
둘러보고, 수익을 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 보십시오!



메타스타
GS 파트너 프레젠테이션> 리디안 월드LYdian.world 



첫 메타버스 블록체인 자산 중개출시

BD SWISS 기술 파트너를 통해 운영 – 12년, 
전 세계 상위10위의 forex거래 플랫폼들 중 
하나. 세계적인 중개, 매일 100억 유로이상의 
거래 및 중개규모를 만들어내고 250만 명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메타 스타의 이목을 끄는 메타버스 

세계 복싱 챔피언 및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플
로이드 «머니» 메이웨더Floyd «Money» 

Mayweather. 세계적인 축구 슈퍼스타인 호베르
투 카를루스Roberto Carlos 과 미첼 살가도 
Michel Salgado, 그리고 많은 유명인들이 이미 이
러한 새로운 디지털 시대 기회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메타단지 도시개발

고츠 엠 플럭Gotz M Fluck과 같은 최고의 건축
가, 디자이너 및 부동산 거물들과 함께 전체 
도시들을 건축하고 생성해 보십시오. 귀하를 
위한 메타단지로 수익을 얻어보십시오. 

GS 파트너 프레젠테이션> 파트너십

파트너십



GS파트너는 전 세계의 독점적인 기술 파트너들과 협력합니다. 
규정 준수는 당사 비즈니스의 중심입니다. 당사는 강하게 규정된 
환경에서 운영되고, 가장 높은 규제 기준을 고수합니다. 좋은 경
영을 통해 차별화하고, 계속 진화하는 규제환경으로 끊임없이 번
창시키기에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파트너들은 현재 15개 이상의 국가들에서 규정된 환경 
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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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파트너 프레젠테이션> BDSwiss

그룹 라이선스 



지금 당장 귀하의 GS파트너 계정을 
만들어보십시오!  
단 2분 이내.

✓ 블록체인 아카데미 
✓ 28USDT NFT 
✓ 메타버스 시민권 코드 
✓ 특별회원 한정 가격 
✓ 특별회원 한정 프로모션 
✓ 추천링크 
✓ 보상 요금제 참여

GS 파트너 프레젠테이션> 시작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매달 33 USDT

귀하가 받게 될 것:

프로모션 시작하기



GS 파트너 프레젠테이션> 인증

메타인증  
매주 인증가치의 최대 4.15%까지 
18개월 이상 최대 300%까지 
*메타중개 계정이 33.3%를 유지하거나  
귀하의 중개 계정의 총량에 기초하여 더 높이 책정된 경우 

하나의 메타버스는 다양한 수익 기회들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메타중개 관리 계정 
귀하의 메타버스 중개 포트폴리오의 

 실시간 관리 및 업데이트 
다양한 블록체인 시장에 노출. 

규정된 환경

메타 거래 
귀하의 메타버스 중개 포트폴리오의  

실시간 관리 및 업데이트 
하이 레버리지High Leverage. 최대 2000:1 까지. 

메타 마이닝MINING  
높은 APYs.  

총 마이닝MINING 기간 동안 최대 800%보상 가치. 
“범람 방지” 시장 출시 프로토콜 

메타버스 인증

회사 플랫폼 정보 
‘gspartners.global’ 에서 언급된 GS파트너/GSP/ 골드 스탠다드 파트너Gold Standard Partners는 코모로의 모엘리 익명의 섬에 있는 HY00520034의 등록번호 및 B2020029라이선스 번호를 가진 GSB 골드 스탠다드 은행GSB Gold Standard Bank Ltd의 상표명입니다.  
GSB 골드 스탠다드 은행GSB Gold Standard Bank Ltd은 법적으로 정해진 감독 및 코모로 규제기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Fintech, 블록체인 및 통신 개발 기관입니다.  
GSB 골드 스탠다드 은행GSB Gold Standard Bank Ltd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규제(스웨덴)를 완전히 준수하는 오직 코모로의 기관입니다.  
더불어 GSPartners.global 서비스들은 고객에게서 모든 법정 불환지폐를 받는 회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제품의 모든 과정에 있어 USD, EUR, GBP, 또는 기타 모든 법적 통화와 같은 피아트 에셋fiat assets을 관리, 임대차 대출,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gspartners.global’ 프로그램에 대한 유통 활동들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의무 없이, 유통 
회원으로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GSPartners.global 서비스들은 고객에게서 모든 법정 불환지폐를 받는 회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제품의 모든 과정에 있어 USD, EUR, GBP, 또는 기타 모든 법적 통화와 같은 피아트 에셋fiat assets을 관리, 임대차 대출,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gspartners.global’ 프로그램에 대한 유통 활동들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의무 없이, 유통 회원으로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주의사항: 모든 명목화폐 숫자들은 오직 가치가 동등한 목적을 지향하기 위함입니다. 



GS 파트너 프레젠테이션> 힘

이러한 USDT 가치는 리디안 월드LYdian.world내 국
가 시민권을 모으기 위해 교환할 수 있는 바우처로
서 사용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인증 가치는 귀하의 메타중개 포트
폴리오의 가치가 최대량에 기초하여 33.3% 또는 그 
이상일 경우, 18개월 동안 최대 300%까지 나타납
니다. 

이러한 USDT가치는 메타마이닝MetaMining 계정에 쌓일 
것이고, 마이닝mining 기간 동안 리디안 스테이터Lydian 

stater, LYS로 불리는 공식적인 메타버스 암호화폐를 생산
할 것입니다. 
마이닝Mining 기간 동안 최대 800%까지의 마이닝
Mining 보상(LYS). 
*구매한 메타 인증에 특정

메타버스 인증의 힘

귀하의 메타버스를 독립적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  메타 중개 포트폴리오
✓  메타거래 하이 레버리지high leverage

✓  메타 마이닝Mining 



효율적인 요금제
다음과 같은 암호화폐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USDT 테더
USDT Tether, G999

그저 홍보만하면 됩니다…

GS 파트너 프레젠테이션>요금제

G999main.net에 의해 운영



매달 단 33USDT로, GSP 멤버십 구독 요금제를 활성화하십시오.  
그리고 귀하의 추천 및 귀하의 팀 추천을 통해 수익을 얻어 보십시오.  
상세한 9단계까지 

수
수
료

 지
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5%

5%

4%

4%

4%

4%

4%

4%

6%

1 명의 활동회원 추천

2 명의 활동회원 추천

3 명의 활동회원 추천

GSP 커뮤니티 보상 요금제
33 US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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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장된 수익이 아닙니다. 그저 보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소득 청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3 15% $33 $14.85$99

단계 기하 급수적인 
성장

수수료
비율

평균
매수

수수료
수익

총 
수익

2 9

3 27

4 81

5 243

6 729

7 2’187

8 6’561

9

$33 $14.85$297

$33 $35.64$891

$33 $106.92$2,673

$33 $320.76$8,019

$33 $962.28$24,057

$33 $2,886.84$72,171

$33 $8,660.52$216,513

$33 $38,972.34$649,53919’683

합계 29,523

5%

4%

4%

4%

4%

4%

4%

6%

50% $51,975$974,259

잠재적인 보상33 USDT

US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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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 수수료 

2. 9 단계 지불 요금제 

3. 빠른 시작 보너스 

4. 블록스타 풀Blockstar Pool 보너스  

5. 블록스타 풀 매치Blockstar Pool Match 

6. 무한한 풀pool 보너스  

7. GS라이프스타일GSLifestyle 지급

(직접수수료) 

(유니레벨 보너스) 

(오르는 블록스타Blockstar) 

(소상인 보너스) 

(후원자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매수, 수수료 & 거래)

BTC, ETH, USDT & G999로 돈을 수령하는  
가지 방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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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가능 
✓ 5가지 전통적인 통화 계좌 포함
✓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유로, 중국 위엔, 일본 엔
✓ 시내 중심가 은행들보다 4-8% 더 나은 통화의 환율
✓ 단 하나의 간단한 플랫폼 내 모든 암호화폐 및 전통 통화 관리 가능 
✓ 개인적인 암호화폐 지갑 
✓ 계좌 이체, 신용/체크 카드 또는 암호화폐 이체를 통해 자금을 귀하의 계좌로 이체 가능
✓ 마스터카드Mastercard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귀하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인출 가능

+ 계좌 이체 + 신용/ 체크 카드 + 암호화폐

모두가 기다려왔던 새롭고 독특한 세계적인 카드 해결책인, 
GS 라이프스타일GS Lifestyle 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암호화폐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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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플라스틱,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도금 및 순금 카드 
이용 가능. 

✓ 연중무휴 다국어로 세계적인 지원
✓ 연중무휴 전문 관리 서비스
✓ 호텔 및 여행관련 최대 30%까지 할인
✓ 시내 중심의 소매점으로부터 즉시 보상
✓ Fedex 또는 DHL을 통한 빠른 배송

GS라이프스타일GS 
Lifestyle은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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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7일 - 2022년 7월 1일 23:59:59 CET 

메타버스 인증 메타중개 관리 계정 메타거래 메타 마이닝MINING 

GS 파트너 프레젠테이션> 프로모션

18개월 이상 귀하의 메타인증의 가치에
서 최대 300%까지 수익 가능. 매주 
4.15% 보상.  
   
* 메타중개 계정이 33.3%를 유지하거
나 귀하의 중개 계정의 총량에 기초하여 
더 높이 책정된 경우

귀하의 메타거래 포트폴리오 내 100%의 
GEUR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메타인증을 가지
고 지금 모아 보십시오.  

7월1일까지 USDT, BTC, ETH로 귀하의 메타
중개 관리 포트폴리오를 모은 경우, 100% 
GEUR 매칭 보너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하는 최대 2000%까지 하이 레
버리지High Leverage 거래. 

메타인증을 구매하여 모아보십시오. 7월 1일 이
후로, 인증 및 모은 가치의 100% 매치를 받아 
보십시오.  
G999으로 귀하의 메타마이닝MetaMining을 지
금 모아보고, 7월1일까지 G999당 
0.02USDT가치의 혜택을 받아보십시오. 지정
된 마이닝Mining 기간 동안 로딩 당 최대 
800%까지 받아보십시오. 

현재 프로모션

7월 1일까지 프로모션 기간 동안 구매하는 모든 메타버스 인증으로 귀하의 총량의 GEuro내 100%매칭 보너스를 얻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7월 1일 프로모션 기간까지 달 인증 또는 기타 다른 메타버스 인증을 구매하고, 이러한 메타버스 인증을, 하나의 예시로, 2023년 5월에 메타버스 인증을 활성
화시키는 경우, 귀하의 메타브로커리지Metabrokerage 포트폴리오를 모음으로써 언제든지 GEuro내 매칭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GS 파트너 프레젠테이션> 단계

당사의 소개 파트너들 중 한 명의 추천 링크
를 사용하여 무료 GS파트너 계정을 등록하
십시오.  

매달 오직 33USDT로, 귀하의 GSP멤버십
을 활성화시키고, 모든 혜택들을 받아보십시
오.

GS파트너 대시보드 내 선택한 메타버스 인증
들 중 하나를 위한 암호화폐들을 받아들이는
GSPartners.global 플랫폼을 통해 교환하
십시오. 

GS파트너 대시보드에서 단 한번의 클릭으로, 
귀하의 메타버스 인증을 리디안 월드Lydian 

world내 귀하가 선택한 국가로 위치시켜 주십
시오.  
그리고 난 뒤, 가득 채우는 것을 시작해 보십시
오. 

수익 내는 것을 시작해보십시오!  
  
귀하의 메타거래 포트폴리오를 활성화 상태로 유지함
으로써 18개월 이상 메타인증 가치의 최대300%까
지. 
18개월 동안 귀하의 메타중개 포트폴리오의 최대 
50%까지. (중간 위험예시) 
총 마이닝mining 기간 동안 메타마이닝Metamining 

Load 수수료 최대 800%까지. 높은 APYs. 인출 가
능한 일일 보상

리디안 스테이터 마이닝Lydian 

Staters Mining 
거래를 위한 융자금 조합

리디안 월드Lydian world 
둘러보고, 수익을 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 보

십시오  
! 

리디안 월드Lydian world메타버스 인증

1단계 2단계 3단계 

시작하는 단계



면책공고
GS 파트너 프레젠테이션 >면책공고

본 프레젠테이션은 ‘GSpartners.global’ 플랫폼에서 독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및 회원전용의 잠재적 보상과 관련한 
 교육적인 목적의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활동은 GS파트너 보상 요금제 및 그의 잠재적인 수익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모든 수익의 예시는 귀하의 독립적인 사업에  
확립된 아이디어, 기술, 지식, 기량, 시간에 오로지 의존합니다.  

GS파트너는 귀하의 상품 프로모션과 연관하여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GS파트너가 사용하는 모든 수익 예시들은 평균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전문 금융 상담자들이 아니고 금융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gspartners.global’ 에서 언급된 GS파트너/GSP/ 골드 스탠다드 파트너Gold Standard Partners는 코모로의 모엘리 익명의 섬에 있는 HY00520034의 등록번호 및 
B2020029라이선스 번호를 가진 GSB 골드 스탠다드 은행GSB Gold Standard Bank Ltd의 상표명입니다.  

GSB 골드 스탠다드 은행GSB Gold Standard Bank Ltd은 법적으로 정해진 감독 및 코모로 규제기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Fintech, 블록체인 및 통신 개
발 기관입니다.  

GSB 골드 스탠다드 은행GSB Gold Standard Bank Ltd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규제(스웨덴)를 완전히 준수하는 오직 코모로의 기관입니다.  

GS파트너는 코모로 시민 그리고/또는 거주민에게 방대한 범위의 IT 및 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GSPartners.global 서비스들은 고객에게서 모든 법정 불환지폐를 받는 회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제품의 모든 과정에 있어 
USD, EUR, GBP, 또는 기타 모든 법적 통화와 같은 피아트 에셋fiat assets을 관리, 임대차 대출,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gspartners.global’ 프로그램에 대한 

유통 활동들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의무 없이, 유통 회원으로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주의사항: 모든 명목화폐 숫자들은 오직 가치가 동등한 목적을 지향하기 위함입니다. 



당사의 커뮤니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
다.

GSPARTNERS.GLOB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