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 그것은 우리의 시간 
 

5 개의 질문 

 

5개의 질문의 배움 그리고 사용  

 
 

1.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예 또는 아니오? 

 

여행할 때 최대 65%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여러분이 아는 다른 사람들이 예약한 여행에서 

60%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흥미로울 만한 것으로 들리십니까?  

예 또는 아니오? 

 

2. 직불 카드가 있습니까? 은행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누군가가 은행 거래를 할 때마다 적은 비율을 벌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흥미로울 만한 것이 될까요? 예 혹은 아니오? 

 

3.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모집하지 않고 매주 수동으로 주당 2.5%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관심이 

있습니까? 예 혹은 아니오? 

 

다음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입니다. 

 

2019 년 7 월에 두 명의 매우 부유한 사람들과 저는 세계 최초로 개인 회원 자격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플랫폼은 사람들에게 VIP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1    여행을 예약할 때마다 자신의 여행을 예약하고 최대 65%까지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당신의 

여행 사이트에서 누군가가 예약할 때마다 60%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2 12 년 전 런던에서 설립된 은행에서 개인 통화 관리 플랫폼 계정을 받게 되며, 암호화 통화 

자금거래를 포함한 많은 기능을 갖춘 직불 카드가 제공됩니다. 

 

#3 소액대출을 통해 수동적인 소득을 얻습니다. 최저 70 달러에서 최대 70 만 달러까지 소액 대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귀하가 제공한 마이크로 로드에 대해 매주 2.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의 요약본을 바탕으로, 고객님은 관심이 있습니까? 예 혹은 아니오? 

우리는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입소문을 통한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개인이 회원권을 살 때마다 나무 구조에 포함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나무 구조는 분명히 

상단과 하단이 있고, 사람들이 회원권을 구매할 때마다 나무 구조 내에서 지불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제 책임이고, 현재는 나무 구조가 6 개 지점만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 몇 달 안에 50,000 개 이상의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상위 6 개 지점 중 하나를 차지하면 

나무구조에서 하위 50,000 명으로부터 구매한 모든 단일 회원권에 대한 백분율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상위 6 개에 위치할 기회를 드린다면, 당신의 이름을 원하나요? 예 혹은 아니오? 

$ 1,000 회원권과 $ 1,700 회원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앞서 설명한 서비스와 

같이 최대 혜택과 최대 수수료를 받는 $ 1,700 회원권과 귀하가 받게 되는 수수료가 적은 $ 1,000 

회원권입니다. 

방금 공유한 내용을 기준으로 $ 1,000 또는 최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 1,700 의 회원권 중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