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프리젠 테이션

저희 소개
Tresor Capital LTD 는 2018 년에 설립되어, 여러 영국 및 외국 벤처 캐피탈 펀드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한 곳에 모으는 독립적인 투자회사입니다.
벤처기업의 경우의 자금조달의 성공 비결은 하나의 성공적인 투자가 총 투자액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는 투자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혁신 유망기업과 신생기업을 찾고 있는 “스카우트”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2019년에 우리는 개인 투자자와 사업가를 한 곳에 모으고, 개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동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사업가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등록 된 영국 회사
회사 번호 #11567503

소개료
소개 예금 통해 수익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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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스타트업
Tresor Capital 에 입사한 벤처 펀드는 개발의 여러 단계에 혁신적인 회사들과 협력했으며, 현재 총
시장 가치는 5 억 8 천만 달러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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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계획
우리는 신생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을 통해 수동 소득을 얻기 위한 몇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3 가지 투자계획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부터 수입을 얻기 시작하십시요!

STABLE TRESOR

10.8%

총 수익 : 108%
최소 : $ 25
소개료 : 6% -1%

예금이 포함되었음
발생액 : 매일
기간은 10영업일

총 수익 : 121%
최소 : $ 25
소개료 : 6% -1%

예금이 포함되었음
발생액 : 맨끝
기간은 19일입니다

총 수익 : 154 %
최소 : $ 25
소개료 : 6% -1%

만기가 된 예금
발생액 : 매일
기간은 30영업일

FIXED TRESOR

121%
DAILY TRESOR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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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부터 시작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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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플랫폼 Tresor Capital 에서 계정을 만드세요.

2

지불 시스템의 세부 사항을 기입하세요.

3

투자계획을 선택해서 예금을 만드세요.

4

우리는 귀하의 자금을 신생기업의 발전에 투자합니다.

5

귀하는 요금제에 따라 꾸준히 소득을 얻습니다.

연락처
기술 지원 서비스
여러분이 기술에 관한 여러 문제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상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팀에 합류하십시오
재능 있고 경험 많은 금융 전문가와 분석가를 찾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신청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유망한 프로젝트를 찾고 있습니다

6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텔레그램 공식 채널



유튜브 공식 채널

텔레그램 공식 채팅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