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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스마일”

1차 프로모션

펩스마일 시작 – 2019년 1월 2일, 자정 12시 
펩스마일 마감 – 2019년 2월 1일, 오후 6시
펩스코인 분배 – 2019년 2월 11일~15일 (1차분 100만개)

2차 프로모션                                                                        

펩스마일 시작 – 2019년 3월 4일, 자정 12시 
펩스마일 마감 – 2019년 4월 5일, 오후 6시
펩스코인 분배 – 2019년 4월 15일 ~ 19일 (2차분 100만개)

“펩스마일 프로그램”이란, 

펩스코인 및 BITSSETEX 가상화폐 거래소 마케팅 참여자에게 펩스코인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펩스마일 프로그램은, 1,000ETH 가치에 해당하는 최대 2백만개

(1차 100만개/ 2차 100만개로 진행)의 펩스코인을 분배합니다. 

펩스마일 프로그램은 중복(각 채널별/파트별 포함)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적극적 활동을 통하여 펩스코인을 받아보세요 !



“SNS”(PEPSCOIN 총 지급 150,000개)

해시태그 3개 이상

포스팅 또는 공유는

최대10개까지 가능

방법분류 규칙 보상

인스타 1건 (리포스팅포함)

10 PEPS

해시태그 3개 이상

포스팅 또는 공유는

최대 10개까지 가능

해시태그 3개 이상,

트윗 및 리트윗은 

1인당 최대 10개

타임라인 1건 

(리포스팅 포함)

10 PEPS

트윗 1건 (리트윗 포함)

10 PEPS

페이스북

트위터

조건

※ 각 채널별 선착순 5,000 게시글로 제한합니다.

참여하는  BITSSETEX, PEPSproject SNS계정 팔로우 및 좋아요

중복 내용 불가

BITSSETEX 가상화폐

거래소 및 펩스코인

관련 홍보글 포스팅 

및 공유



“포스팅”(PEPSCOIN 총 지급 550,000개)

분류

방법

규칙

보상

각 채널별 게시글 작성

티스토리 Medium Reddit블로그,카페 Steemit

BITSSETEX / PEPS project 리뷰 및 개인 소견 글 작성 

아래 키워드의 내용이 포함되게 글을 작성해 주세요

1. BITSSETEX 거래소 리뷰,  2. PEPSCOIN 홍보 , 3. PEPSMALL 홍보

4. 암호화폐,  5. 블록체인

모든 콘텐츠는 공개

해시태그 3개 이상, 게시글 200자 이상, 사진 1장 이상

(PEPS project , BITSSETEX 공식채널 문구 제외)

타인 글 및 공식 채널에 기재된 글 도용 불가

채널별, 개인당 3회 참여 가능(동일 콘텐츠 복사 및 붙여넣기 불가)

규칙에 맞게 포스팅을 해주신 분들께 200 PEPS 지급

Top 10을 선정하여  50,000 PEPS  추가 지급  / *선정 기준은 : 추천수, 공감순, 댓글순

Top 1 : 15,000 PEPS
Top 2 : 10,000 PEPS
Top 3 : 8,000 PEPS
Top 4 : 7,000 PEPS
Top 5 : 5,000 PEPS
Top 6 ~10  : 각 1000 PEPS

※ 각 채널별 선착순 500게시글로 제한합니다.

※ 포스팅 마지막에는  아래의 공식채널 정보를 꼭 복사 및 붙여넣기 해주세요.

※ PEPSproject / BITSSTEX 공식�채널
https://bitssetex.com
https://pepscoin.tech 
Telegram : http://www.t.me/pepstech
Twitter : www.twitter.com/bitssetex  
Instagram : www.instagram.com/bitssetex



“유투브영상제작”(PEPSCOIN 총 지급 300,000개)

“1차 펩스마일 프로젝트 종료 후

2019년 3월 4일 2차 펩스마일프로젝시작

1차,2차 내용동일

동영상 콘텐츠 제작
PEPS project / BITSSETEX에

관한 리뷰 영상 제작

해시태그 3개 이상

3분 이상의 영상, 중복내용 불가

※ 콘텐츠 제작은 100개로 제한합니다. 

※ 유튜브 기본정보 설명란에 아래의 공식채널 정보를 꼭 복사 및 붙여넣기 해주세요.

※ PEPSproject / BITSSTEX 공식�채널
https://bitssetex.com
https://pepscoin.tech 
Telegram : http://www.t.me/pepstech
Twitter : www.twitter.com/bitssetex  
Instagram : www.instagram.com/bitssetex

유투브 맞게 영상 업로드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3,000 PEPS 지급

(내용과 무관한 영상은 무효)



BITSSETEX 랭커 프로젝트

추천인 프로그램

방법 규칙 보상

BITSSETEX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높은 거래량(코인 거래량)에 

기여도가 있으신 고객님들에게  전체 거래소 수수료 이익의 10%(PEPSCOIN)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간 : 2019. 1.2 (UTC+9) 12:00 AM ~  2019.6.30 (UTC+9) 6:00 PM / 총 6개월 진행

지급 기간 : 매월 5일(2, 3, 4, 5, 6, 7 월 5일 - 6회지급))

이벤트기간 동안의 거래금액 상위 30명에게 지급합니다. 

BITSSETEX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신규고객을 유치한 

기존회원에게 거래소수수료이익 10%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규고객이 BITSSETEX에서 거래를 할 때마다, 추천인은 수수료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ITSSETEX거래소에서

코인거래 

-월간 단위 거래량

-빈도수X

-거래금액 상위 30명

-월 10건 이상의 거래 기록

Top 30명

전체 거래수수료 중 10% 지급

마스터 1명    3%

다이아 2명     1%

플래티넘 3명  0.66%

골드 4명   0.5%

11~30등  각  0.1%

신규회원이 동일

추천인을 지명했을

경우에도 중복 보상

가능

분류 방법 규칙 보상

신규회원에게 거래소를 

추천해준 추천인에게,

거래소 수수료 이익 지급 

(거래수수료 이익의 10%)

※ 추가적인 계정 재 생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인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가입 시,

추천인란에 추천인

정보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