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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계획

페이지 1

보상 계획
인생의 질에 가장 큰 영향

소개
진화 생활을하는 것은 실수로 인해 생기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너와 같아.
귀하의 직업, 당신의 지식 및 귀하가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능동적으로 창조하십시오.
사람들. 당신이하는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한 성공을 가져 오는 것이거나 그것을 푸시하는 것입니다.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1/9

3/29/2017

보상 계획

떨어져. COMMONPLACE, ORDINARYARY VIEWS는 COMMENPLY, ORDIINARY LIVES가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AVALON-LIFE에서 우리는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POSSIBI교육, 무제한 지원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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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Avalon-Life 라이센스의 정의
파트너 및 고객.

소득 기회

1. 라이센스 파트너 (프랜차이즈 Enterpreneur)
2. 일반 / 소매 고객

1. 고객 판매 수익
2. 고객 추천 프로그램 "고객은
고객 "
3. 트리플 체인 패밀리 플랜
4. 단일 계획
5. 시작 교육 보너스
6. 해피 해시 플랜
7. 7 일 주행

(참고 : 라이센스 파트너가 이하 LP로 함)

리더십 풀, 블록 스킬,
매치 보너스와 테슬라 컨셉트가 될 것입니다.
아발론 - 라이프 킥 오프 론치에서 소개
2016 년 11 월에 개최됩니다.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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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Avalon Life SA / 22.7.2016

버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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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valon-Live 라이센스 파트너

고객

LP는 판매하는 독립적 인 라이센스 파트너입니다.
전체 서비스 및 제품 라인을 사용합니다.
아발론 - 생명. LP의
독립적 인 전세계 Avalon-Life 라이센스 파트너 및 / 또는 고객. 라이센스
파트너는 "보상"에 따라 지급됩니다.
계획 "을 암호화 통화 또는 광업 권력으로
피아트 머니.

고객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며,
Avalon-Life의 광고 / 서비스
se 파트너. 고객은 직접 인수 할 수 없습니다.
아발론 - 생명 (Avalon-Life)에서 얻은 것, 직접적인 수탁자 아발론 - 라이프의 mers. 고객이 제공하고 판매 할 수 있습니다.
"Avalon-Life의 제품은"고객
추천 프로그램 ". 고객은 대금 만 지급됩니다.
해시력, 현금 또는 암호화 통화가
제외. 적절한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B 항 2 절.

Avalon-Life 라이센스 파트너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개 요구 사항 :
• 매월 80 CV (80 USD)의 수신료
12 개월 전에.
• 입문 세미나 "AVALON 1"에 참석
6 개월 이내.
최종 시험 합격.

LP는 Ava의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lon-Life 및 공식 라이센스 파트너로 활동하고
Avalon-Life의 대사. 라이센스는
LP를 통해 전세계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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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마진에
부합하고
얻는다.
그것에
따라
활성화 수입도
된 LP 네트워크의
판매에서
보상 계획. LP는 emplo예 - 아발론 - 생명 (Avalon-Life)
SE 아발론 - 생명. 이 점에 관한 진술은
활성화 된 LP가 "라이센스 파트 Avalon-Life의 ner "를 회사 이름으로
또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저작권 Avalon Life SA / 22.7.2016

버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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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B2

고객에게 판매를 통한 수입

고객 추천 프로그램

LP가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을 유치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신규 고객을 언급하면
자신의 활동과 노력 (예 :
구매의 5 %의 해시 전력 보너스를 받는다.
우리의 웹 사이트, 인 - 인 (in새로 구입 한 제품에서 라이센스 파트너
형성,보고 등). LP는 10 %의
"추천 고객"을 이끌고있는 사람도 5 %
고객이 구입 한 해시 전력을 구입했습니다.
해시 파워는 그녀 / 그의 계정에 적립됩니다. 일생
해시력이 LP 계정에 적용됩니다.
해시력의 상태도 여기에 적용됩니다.
해시 전원이 무기한 활성화됩니다.
"LIFETIME"의 상태를받습니다. 항변LP (종료) 라이센스가 만료 된 경우
우리 웹 사이트의 "FAQ"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라이센스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고객과
평생을 정의하십시오. 고객이 다른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해시력이 적용되고 다음 해에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광산보다 LP가 100 % 적립됩니다.
가장 높은 LP (Unilevel 계획에 따라 다름).
구매 가격. (예 : 고객이 구매 한 경우
LP 사이트에서 "Cryptinsider"제품을
890 USD의 가격으로, LP는
이력서.)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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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이 보상 계획 설계 사 양

트리플 체인 패밀리 플랜
적극적으로 라이센스 파트너를 지원합니다.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혼자서 큰 수익성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Avalon-Life는 최대 8 단계 ac다음 표에 따라

5 % 7 % 7 % 8 % 8 % 10 % 20 % 35 %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LP1 DIRECT
LP1 DIRECT
LP4 직접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레벨 5

레벨 6

레벨 7

레벨 8

자격이되는 이력서의 100 %는 전액 납부됩니다 (100 %
40 CV에 해당). "CV"
pany의 내부 통화 인
통화 변동과 균형의 균형,
지금 1시에 응답 함 (07.22.2016)
CV = 1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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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1 DIRECTLP1 DIRECT
당신

LP2 DIRECT

LP3 DIRECT

LP3 DIRECT

저작권 Avalon Life SA / 22.7.2016

LP5 DIRECT

이 계획은 개인적으로 activa첫 번째 수준의 라이선스 파트너
레벨 8까지 보완 될 것이며,
동적 압축 (오직 활성화 됨)
LP가 계산됩니다). 각 추가 activated LP는 다음 availa블레 레벨. 이 도미노 효과는 또한
전체 LP가 참여하는 "파급 효과"
조직에서

버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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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단일 레벨 계획
이 보상 플랜은 소위 Generations Level을 지불합니다. 계획은 직접 활성화 된
LP는 직접 활성화 된 LP 등이며 LEVEL 6까지 포함됩니다. 디렉토리 활성화 LP. B3 그래픽 (Triple Chain Family Plan)에서 볼 수 있듯이 "YOU"의 지위는
총 5 LP. 처음 3 개는 처음에 "직접"배치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P 4 및 5 LP가
1 - 3 년 이후 조직에서 다음으로 사용 가능한 위치는 이미 점유되어 있습니다. UNILEVEL 계획에서, 이들 5 개
"개인"활성화 파트너라고하며 "단일 레벨 계획"의 LEVEL 1에 속합니다. 장점은 꽤있다.
소득 측면에서 명확하고 실적이 우수한 LP가 실적에 대해 보상을받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수록
팀을 낮은 순위로 지원하면 더 많은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 2 가지 계획
STRONG과 STRONG LP의 가능성은 없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이상적인 소득 옵션을 제공합니다.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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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벨 1

10 %

레벨 2

15 %

레벨 3

20 %

레벨 4

20 %

레벨 5

저작권 Avalon Life SA / 22.7.2016

30 %

레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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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B6

시작 교육 보너스

해피 해시 플랜 (HHP)

Avalon은 노래 한 모든 신들을 교육 시키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자격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3 개인적으로
up 라이센스 파트너가 Ava5 명의 고객 (독립적 인 판매).
AC론 소개 세미나. 또한 우리는
최소 개인 해시 파워 계정 추가
스폰서 LP가 새로운 LP를
100 MHS (노드 2 패키지).
"처음 세 단계". "처음 세 단계"는
Avalon-Life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비디오 자습서
Avalon-Life는 모든 초기 주문에서 1 MHz를 지불합니다.
구조 및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레벨 2 16 레벨까지 LP의 노드 2 패키지
새 LP로 3 가지 온라인 자습서 완성 (1 시간
정보 및 교육). "스폰서"LP는
예 : 나는 HHP를위한 자격을 갖춘 LP이며,
새롭게 활동하는 지도자를지도하고지도 할 책임이있다. 새로운 LP. 새로운 LP는 등록 후 구입합니다.
vated LP. 새로운 LP가 처음 완성 된 후
250 MH의 "노드 3"패키지. 나는 신용을 받는다.
3 단계, 멘토는 50의 훈련 보너스를받습니다.
내 해수욕장에서 1 MH의 아발론 - 라이프 (Avalon-Life)
이력서. LP가 10 명 또는 그 이상의 초보자를 하나 이상 활성화
카운트.
시키면
달력 달, 그녀는 /의 "최고 상여"를 받는다
이 새로운
"노드
2"패키지,
LP는 다음과
즉 100 같은
MH. 새로운
그는 1 MH를
LP를 활성화
받는다.할 것입니다.
교육을받은 각 LP의 100 % 추가 비용.
나는 그의 멘토로서 또한 1 MH를 얻는다. 할당 된
행복한 해시 플랜의 해시력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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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에 대한 첫 번째 or"노드 2"마이닝 패키지 (100 MHS)의 der
성공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저작권 Avalon Life SA / 22.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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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 주행
새로 활성화 된 LP가 마이닝 패키지 "노드 2"100 MH를 처음 7 일 이내에 선택한 경우,
기간 (365 일 소요)은 추가 Mh로 지급됩니다.

노드 1-50 MHS - 0
노드 2-100 MHS - 추가 5 MHS
노드 3-250 MHS - 추가로 15 MHS
노드 4-500 MHS - 추가 50 MHS
노드 5-1000 MHS - 추가 100 MHS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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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추가 Hashpower는 커미션이 아니다.

리더십 - 풀, Blockmatch-Bonus와 Tesla Car Concept가 Avalon-Life에서 소개 될 것입니다
2016 년 11 월에 킥오프 이벤트.
약어 :
CV = 수수료 볼륨 : 1 CV = 1 개 USD (2016년 7월 22일에서 상태)
평생 광업 : 무기한 광산 기간입니다. "광업"으로 인해 양측 모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Avalon-Life SA 및 고객 / 라이센스 파트너).
1 MHS는 측정 마이닝 힘을 1 백만 해시에 대응한다. (메가 해시)
LP는 라이센스 파트너 =
HHP = 해피 해시 계획
멘토 : 새로운 LP의 스폰서
이 진술은 Avalon Life SA의 전반적인 정책 / 절차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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