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 콜링(Paradise is Calling)
네리움 인센티브 트립 프로모션
트립 자격 달성 기간: 2017년 7월 22일 ~ 2017년 12월 31일
트립 볼륨*
트립 볼륨은 트립 프로모션 자격 달성 기간 동안 아래의 방법으로 획득한 QV로 구성됩니다:
• 자격 달성 기간 동안 직접 추천한 신규 브랜드파트너의 구매로 발생한 QV
• 트립 볼륨(Trip QV)으로 인정되려면:
o

자격 달성 기간 동안 직접 추천한 신규 브랜드파트너만 해당됩니다.

o

BP 쇼핑을 통한 등록 팩 구매, 정기구매 주문(ADO) 등록, 추가적인 구매 등 자격 달성 기간 동안 직접 추천한 신규 브랜드파트너의
구매로 발생한 QV가 모두 인정됩니다.

o

네리움 엣지는 구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

한 명 당 3,500QV까지 인정됩니다.

• 자격 달성 기간 동안 직접 추천한 신규 브랜드파트너의 신규 우대고객의 구매로 발생한 QV:
• 트립 볼륨(Trip QV)으로 인정되려면:
o

신규 브랜드파트너는 자격 달성 기간 동안 직접 추천한 신규 브랜드파트너만 해당됩니다.

o

자격 달성 기간 동안 직접 추천한 신규 브랜드파트너의 우대고객 혹은 우대고객의 우대고객이 포함됩니다.

o

정기구매 주문(ADO) 등록, 추가적인 구매 등 자격 달성 기간 동안 신규 PC의 구매로 발생한 모든 QV가 집계됩니다.

o

한 명 당 3,500QV까지 인정됩니다.

• 자격 달성 기간 동안 본인의 신규 우대고객 혹은 신규 소매고객의 구매에 의해 발생한 QV.
• 트립 볼륨(Trip QV)으로 인정되려면:
o

자격 달성 기간 동안 직접 추천한 우대고객 혹은 나의 우대고객의 우대고객이 포함됩니다.

o

정기구매 주문(ADO), 추가적인 구매 등 자격 달성 기간동안 신규 PC의 구매로 발생한 모든 QV가 집계됩니다.

o

한 명 당 3,500QV까지 인정됩니다.

규칙
•
•
•
•
•

•
•
•
•
•

12,000 트립 볼륨*을 획득하고 1인 여행 경비가 지원되는 인센티브 트립 자격을 달성하세요. (항공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5,000 트립 볼륨*을 획득하고 2인 여행 경비가 지원되는 인센티브 트립 자격을 달성하세요. (항공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00 트립 볼륨*을 획득하고 2인 여행 경비가 지원되는 인센티브 트립 자격을 달성하세요. (110만원 상당의 항공료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브랜드파트너는 프로모션 자격 달성 기간 동안 직접 추천한 500QV의 브랜드 파트너 3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리더 레버리지로 자격을 달성할 수 있는 옵션을 확인하세요:
o 리더 레버리지 (레벨 1):
자격 달성 기간 동안 NMD이상 수당 직급을 5개월 중 3개월 이상 달성하세요.
그리고 다운라인에서 10명의 트립 자격 달성자를 배출하세요. 하나의 레그에 4명까지 인정됩니다.
o 리더 레버리지 (레벨 2):
자격 달성 기간 동안 NMD이상 수당 직급을 5개월 중 3개월 이상 달성하세요.
그리고 다운라인에서 11명의 트립 자격 달성자를 배출하세요. 하나의 레그에 4명까지 인정됩니다.
o 리더 레버리지 (레벨 3):
자격 달성 기간 동안 NMD이상 수당 직급을 5개월 중 3개월 이상 달성하세요.
그리고 다운라인에서 12명의 트립 자격 달성자를 배출하세요. 하나의 레그에 4명까지 인정됩니다.
한 명 당 3,500QV까지 인정됩니다.
자격 달성 기간(2017년 7월 22일~2017년 12월 31)동안 획득한 트립 볼륨만이 자격 달성 볼륨으로 인정됩니다.
직접 추천하지 않은 다운라인의 브랜드파트너는 트립 볼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리움은 인센티브 트립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볼륨, 세일즈, 스폰서링과 프로모션에 적용되는 어떤 데이터든 감사, 조정, 혹은 인정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네리움은 네리움의 자유재량으로 정책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나,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브랜드파트너의 인센티브 트립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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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네리움은 네리움의 자유재량으로 모든 인센티브 자격 조건, 상세내용, 보상 내용 등을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
네리움은 예약된 호텔의 수 보다 많은 참가자가 자격을 달성하는 경우, 여러 날짜에 걸쳐서 인센티브 일정을 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네리움은 네리움의 자유재량으로 언제든 인센티브 트립의 부분을 변경, 수정, 혹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네리움은 파라다이스 콜링 인센티브 트립 프로모션의 달성자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트립 자격은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참가자의 브랜드파트너 계정은 정상이어야 합니다.
수당 직급 NMD 이상을 이용한 리더 레버리지에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
•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인센티브 트립은 2018년 봄 멕시코 칸쿤입니다. APAC 지역의 여행지는 곧 공지될 예정입니다.
• 네리움은 인센티브 여행 전후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독립 브랜드파트너와 게스트는 전후 활동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스스로 가집니다.
• 네리움은 인센티브 트립 장소와 일정을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가 자격
•
•
•
•
•

파라다이스 콜링 인센티브 트립 프로모션은 네리움이 출범한 모든 국가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계정이 정상인 액티브한 브랜드파트너는 모두 파라다이스 콜링 인센티브 트립 프로모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집니다.
각 독립 브랜드파트너는 모두 액티브한 상태로 정책 및 절차 매뉴얼에 따른 윤리강령 사항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자격 달성자가 일정대로 트립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혹은 파라다이스 콜링에서 사용되지 않은 어떠한 부분도 보상이나 지불되지 않습니다.
파라다이스 콜링 인센티브 트립 프로모션은 양도가 불가능하며, 획득하여 사용하지 않은 볼륨 또한 다른 독립 브랜드파트너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예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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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콜링(Paradise is Calling)
네리움 인센티브 트립 프로모션 FAQ
QQ: 제가 등록된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브랜드파트너 혹은 우대고객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트립 볼륨으로 인정되나요?
AA:

네, 다른 국가에서 직접 추천한 신규 브랜드파트너는 트립 볼륨에 해당됩니다.

QQ: 인센티브 트립 자격 달성 조건은 무엇인가요?
AA:

상단의 자세한 규칙들을 확인해 주세요.

QQ: 파라다이스 콜링 인센티브 트립 프로모션에 참여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A:

계정이 정상인 액티브한 독립 브랜드파트너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고객 자격으로는 인센티브 트립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QQ: 프로모션 자격 달성 기간동안 등록한 브랜드파트너 역시 파라다이스 콜링 인센티브 트립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나요?
AA:

네, 파라다이스 콜링 인센티브 트립 프로모션 기간동안 등록한 브랜드파트너도 프로모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Q: 2017년 7월 22일~7월 31일까지의 트립 볼륨은 더블 트립 볼륨으로 인정되나요?
AA:

네: 2017년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트립 볼륨이 더블 볼륨으로 인정됩니다.

QQ: 총 프로모션 기간동안 1인당 최대 3,500 트립 볼륨 인정은 브랜드파트너에게 해당하나요?
AA:

아니요. 1인당 최대 3,500 트립 볼륨 인정은 브랜드파트너 혹은 고객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추천한 신규 브랜드파트너가
프로모션 기간동안 3,500 트립 볼륨에 해당하는 구매를 한 경우에도, 브랜드파트너의 고객의 구매에 해당하는 트립 볼륨 역시 3,500QV
까지 트립 볼륨으로 인정됩니다.

QQ: 파라다이스 콜링 인센티브 트립의 자격 달성 상태를 트래킹할 수 있나요?
AA:

파라다이스 콜링 인센티브 트립 트래커를 리포트센터의 나의 비즈니스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 메뉴 하단에서도
파라다이스 콜링 트립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Q: 어떤 볼륨이 나의 트립 볼륨으로 인정되나요?
AA:

위에서 설명한 트립 볼륨을 확인하세요.

QQ: 트립 볼륨에 해당하지 않는 트립 볼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A:

직접 추천하지 않은 브랜드파트너나 그들의 고객은 트립 볼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프로모션 기간 전후에 등록된 브랜드파트너와
고객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QQ: 파라다이스 콜링 인센티브 트립의 일정은 언제인가요?
AA:

곧 공지될 예정입니다.

QQ: 파라다이스 콜링 프로모션 이전에 획득한 NLC 자격 달성 월들은 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나요?
AA:

아니요. NLC 자격 달성은 파라다이스 콜링 프로모션과 무관합니다.

QQ: 파라다이스 콜링 인센티브 트립 프로모션 자격달성에 대해서 어떻게 공지를 받나요?
AA:

자격을 달성한 브랜드파트너는 프로모션 자격 달성 기간이 완료되고 난 후, 자격 달성 조건 및 윤리강령 조건의 리뷰가 완료되고 나면
개별적으로 공지됩니다.

QQ: 만일 트립에 참석할 수 없다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A:

트립에 참석이 불가한 경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면, 트립 자격은 양도가 불가합니다.

QQ: 2인 여행 경비 지원에 자격 달성한 경우, 누구를 게스트로 동반할 수 있나요?
AA:

게스트는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만일 게스트가 브랜드파트너일 경우, 계정은 정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브랜드파트너 였던
경우,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7 Nerium International Korea, Ltd.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1, 18층(역삼동, 아주빌딩) 135-978 전화: 1800-5577 팩스: 02-6919-2213 neriumsupport.com 모든 권리 보유. C0717

QQ: 레벨 3 달성 경우, 항공료는 얼마가 지원되나요?
AA:

네리움은 레벨 3를 달성하신 경우, 110만원 상당의 항공료 바우처를 지원해 드립니다. 레벨 1 혹은 레벨 2는 항공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QQ: 인센티브 트립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권이 필요한가요?
AA:

네, 인센티브 트립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권이 필요합니다. 해외 여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확인하세요.

QQ: 리더 레버리지 자격 조건에서 탈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A:

프로모션 기간동안 리더 레버리지 조건에서 탈락하게 되면, 트립 볼륨을 이용한 자격 달성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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