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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상플랜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작입니다.

당신에 의해, 당신과 함께’ 가 우리의 철학이며

본 보상플랜을 만들면서, 회사에 이익이 되는 플랜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나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대신
미국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당신과 같은 비즈니스 리더들과 다양한 네트워킹을 강구하고 당
신의 시야에서부터 어떤 플랜이 실제로 돈 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계획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완전히 독특하면서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보상플랜을 쉽게 달성 할 수 있게 했으며 타
회사와는 평행하지도 동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보상플랜에의 접근을 공개하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우며 완전히‘당신’과, 독립 비
즈니스 소유주(IBO), 그 외 다른 협력자 들에 의해서 다시는 네트워킹 사업에서 실패 하는 일이 없도
록 전 세계에서 오직 하나뿐인 첫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LPGN 보상 플랜은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이미 알려지고 만나 본 LPGN제품을 함께 공유하는 IBO와 성장하고 번창하는 팀
을 위해 애쓰는 모든 당신의 노력들에 대해 보상받게 됩니다.

⇒ 주간 획득 기회
• 소매 이익
• 빠른 스타트 보너스
• 브레이크 이븐 보너스
• 매트릭스 보너스
• 매트릭스 매치 보너스
• 코디드 보너스
• 코디드 매치 보너스
⇒ 월간 획득 기회
• 리더십 보너스
• 리더십 매치 보너스
• 글로벌 보너스 풀
⇒ 플러스
• 캐쉬 보너스& 보상

⇒ LPGN IBO가 되기 위해서 개인
적인 상품구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9.95$의 Business Success
Kit 비즈니스 석세스 키트를 구매하
여 LPGN 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세요
*당신만의 LPGN 웹사이트
*LPGN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IBO
Virtual office 제공
*90일의 Level 100 VIP
Training 구독 혜택

⇒ 라이프 팜 글로벌 네트워
크에 개인적으로 등록된 모
든 IBO 의 첫 구매 CV의
15%를 받게 됩니다.
⇒ 주 단위로 지급

⇒ 브레이크 이븐 보너스는
개인적으로 등록한 IBO에
의해 첫 등록이 이루어진 이
후 모든 주문에 의해서 발생
되는 보너스 입니다.
⇒ 주 단위 지급
⇒ 매달 최대 450$
개인등록 CV의 15%

* 상태 취득을 위한 조건 사항

• 상태 유지를 위한 조건 사항

당신의 팀의 세일즈로 부터 매주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미션은 주어진 주에 모든 제품으로부터 지급
가능한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각각의 제
품은 할당된 CV로 판매됩니다.
두 사람을 등록하고 ASSOCIATE가 되면 아래
로 7레벨에 대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구매의 최소
25CV에서 50CV이 되어야 합니다.
⇒주당 지급

더 많은 레벨에 상응하는 커미션을 받고 우리와 함께
성장하세요

처음으로 등록한 IBO의 매트릭스 수당으로부터 추가 적인 보너스를 받으세요
그들의 매트릭스 수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 주당 지급

추천 트리 에서는 나의 새로운 개별적인 스
폰서를 받은 Joe는 나의 첫 번째 제너레이
션으로 자동적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Joe 가 새로운 사람을 등록했을 경우 (예를 들어
Alex) Alex는 Joe의 첫 번째 추천과 나의 두 번
째 추천으로 자동적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매트릭스 트리 에서는 새로운 개별적인 스폰
서를 받은 IBO, Joe의 경우에는 레벨 2의 네
개의 가능한 자리 중 한곳으로의 위치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Joe가 새로운 사람을 등록했을 경우(Alex), Joe
는 Alex를 매트릭스에 위치시킬 곳에 다른 이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한해서 Alex를 Joe아래의
어떤 위치로 놓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코디드 보너스는 3번째로 등록된 IBO를 시작으로 무한대로 퍼지는 개별적 등록과 그 후로부터의 개별
적 등록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코디드 보너스의 비율은 나의 상태로부터 지급됩니다.
• 빌더- CV의 2%
• 리더- CV의 6%
• 프리미어- CV의 10%
코디드 보너스는 무한대의 아래로의 깊이까지 지급됩니다. 등록된 세 번째를 시작으로 해서 그들의 첫
번째로 두 명의 개별등록과 그들의 ‘첫 번째 등록 두 명’ 그리고 또 그들의 ‘첫 번째 등록 두 명” 과
같이 무한대의 깊이로 진행됩니다. / 주단위로 지급

코디드 매칭 보너스는 당사자에게서 코디드 된 사람들이 코디드
보너스를 지급 받을 경우 코디드 보너스 지급의 비율에서부터 코
디드 매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 나에게 코디드 보너스 지급을 오픈 한 어떤 IBO 던지
간에
그 아래에 3번째로 스폰서를 받는 등록자들에 의해서 나의 첫 번
째 추천 코디드 매치가 됩니다.
* 당신의 추천 트리 에서 무한대의 깊이와 너비로 5번째 코디드 추
천 까지 코디드 매칭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단위로 지급됩니다.

*빌더: 1번 째 추천의 자격이 되는 IBO로부터 추가 15%로 지급됩니다
*리더: 1번 째 추천의 자격이 되는 IBO로부터 추가 15%로 지급됩니다
2번 째 추천의 추가 10%가 지급됩니다
*프리미어: 1번 째 추천의 자격이 되는 IBO로부터 추가 15%로 지급됩니다
2번 째 추천의 추가 10%, 3번 째 추천의 10%, 4번 째 추천의 10%,
5번 째 추천의 5%가 지급됩니다

•

IBO의 빌더와 리더 상태에 관해서는 각 달의 팀 추천규모의 20,000cv를 달성
하게 되면 팀의 전체 규모의 추가 2%를 지급받게 됩니다. 프리미어 상태는 매
달 5%를 받게 됩니다.

•

각각의 추천 레그가 총 20.00cv또는 그 이상까지 달성하게 되면 전체 제 추천
규모의 보너스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추천 레그 라도 20,000cv를 달
성하면 그 추천 레그는 분리되고 리더십 매치 보너스 혹은 글로벌 풀의 몫을 받
을 자격이 됩니다. 리더십 매치 보너스와 글로벌 풀 보너스의 상세사항을 참고
하십시오.

•

매달 지급됩니다.

• 리더십 매칭 보너스는 현재 리더십 보너스의 가장 상위 개념으로써, 글로벌 풀이 아닌
IBO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글로벌 풀 보너스 의 상세사항을 참고하십시오.)
• 1번 째 추천이 20,00CV을 달성했을 때 두 번째로 높은 추천 레그 로부터 리더십 보
너스의 100%매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더십 보너스와 리더십 매치 보너스의 합은
두 번째로 높은 레그의 규모에서 100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2번째로 높은 추천
레그가 20,00CV 달성 후 분리되면 다른 리더십 보너스는 없지만 글로벌 풀 보너스
의 일정 쉐어를 받을 수 있게 변환됩니다/ 주당 지급 입니다.

•

두 번째로 높은 추천 레그가 20,00CV 또는 그 이상
을 달성하게 되면 글로벌 풀*의 2%을 할당 받게 됩
니다.

•

동일 한 달에 다른 그 후의 추천 레그가 20,00DV를
달성하게 회면 글로벌 풀에서 추가로 쉐어를 할당 받
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풀에서 얻을 수 있는 쉐어 에
는 제한이 없습니다.

•

글로벌 풀 보너스와 리더십 매치 총 보너스는 전체시
장 매출cv의 3%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풀은 유동적
인 비율입니다. 리더십 매치 보너스가 지급되고 나면
남은 전체 CV 세일즈의 3%가 글로벌 풀 보너스로
할당됩니다.

•

글로벌 풀: 전세계 규모(cv)의 3% (리더십 보너스
매치보다 적음)

•

개개의 규모는 70cv를 충족해야 함.

•

매달 지급

*일회성 지급
** 골드 및 상위 랭크:
• 랭킹을 획득하게 되면 첫 번째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밸런스는 랭크를 유지를 위한 조건을 매달 지속한
다면 3회 분할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급의 밸런스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랭크를 획득한 후 6개월
을 가지게 됩니다.
•
•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풀의 3쉐어를 획득해야 합니다. 로얄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풀의 5쉐어가 있어야 합니다.
2달 연속으로 매트릭스 그룹 규모(60% 40$ 매트릭스 레그 밸런스)

•

Active IBO: 30일 안에 오더가 발생하면 IBO 활성화 상태가 된다.

•

Annual Renewal Fee: 활성화된 IBO의 자격을 유지하고 LPGN Virtual office 와 LPGN replicated website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IBO는 등
록 날짜에 매년 20.00$의 재계약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

Auto- Delivery: Auto- Delivery는 매달 일정한 날짜에 항상 오더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IBO들은 Auto- Delivery를 활용함으로써 제품의 미 공급이
나 등록 날짜를 재등록 없이 항상 일정하게 활성화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다.

•

Business Success Starter Kit: LPGN IBO가 되기를 원하는 누구나 29.95$ 의 Business Success Starter Kit을 구매해야 하며 이것은 LPGN Virt
ual office 와 LPGN replicated website의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

Commission Volume(CV): 판매 된 제품에는 각각CV 가 할당되어 있으며 이 CV는 모든 커미션과 보너스 계산의 기본이 된다.

•

Compression: 매트릭스 커미션의 경우, 지불 레벨 내에 있는 IBO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비활성화된 IBO는 레벨 미 점유상태로 간주되며 트리의 다음 I
BO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Compressed up(압축상승) 이 된다.

•

Group Volume(GV) 요구조건: GV는 유니 레벨 추천 트리 아래의 모든 다운라인 IBO들의 CV의 합을 말한다. 각각의 상태(협력, 리더, 빌더, 프리미어)는
상태를 위한 각각의 GV요구 조건이 있다. 만약 요구조건의 GV를 충족 하지 못하게 되면 IBO는 그가 가진 GV의 상태에 따라 더 낮게 지급 받게 된다.

•

Independent Business Owner(IBO): 만 18세 이상의 LGPN IBO 지원 동의서를 작성하고 Business Success Starter Kit를 구매한 사람을 라이프
팜 글로벌 네트워크의 IBO라 한다.

•

Legs: 매트릭스 트리 에서 두 개의 레그를 가질 수 있다. 각각 왼쪽, 오른쪽에 –모든 다운라인 IBO는 그 중 한 쪽에 속하게 된다. 유니 레벨 제너레이션 트리
에서는 누구나 개인적으로 등록한 개개인이 새로운 레그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IBO 5명을 개인적으로 등록하게 되면 5개의 LEG를 가지에 되는 것이
다.

•

Level: 조직 내에서 IBO 의 수직 구조를 말하는 것이며, 매트릭스 트리 혹은 유니 레벨 제너레이션 트리 안에 속할 수도
있다.

•

Personal Volume: PV는 구매하고 판매한 제품에 할당된 CV의 합을 말한다. 개개인의 소매 고객에 의해서 구매된 제
품에 할당 된 CV는 PV의 부분으로 간주된다. 커미션과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IBO는 각각의 상태와 랭크에 따른 PV과
GV를 달성해야 한다.

•
•
•
•
•
•

•

Personally Sponsored Downline: 프론트 라인 으로 불리기도 하며 개인적인 스폰서 다운라인은 개인에 의해서 개
별적으로 등록된 IBO의 다운라인을 말한다. 개인 주체는 스폰서라고 칭한다
Qualified IBO: 랭크를 유지하거나 업그레이드에 대한 요구조건에 만족하는 IBO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Rank: IBO가 랭크를 획득하고 나면 랭크 유지를 위한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지라도 달성한 가장 높은 랭크
로 간주한다.
Retail customer: LPGN IBO로부터 제품을 소매로 구매한 개인을 말하며 제품은 항상 IBO를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
하다.
Tree: 두 개의 트리 종류가 있다.
Unilevel Generation Tree- 이 트리는 스폰서 트리로 일컬어 지며 첫 번째 다운라인 레벨에서 등록된 모든 다운라인
의 IBO를 말한다. 그들의 개인적으로 등록된 다운라인(두 번째 레벨 다운라인)과 그 아래 등록된 다운라인(세 번째 라인)
, 네 번째를 포함한다.
Matrix Tree- 이 트리는 스폰서 또는 업 라인, 그들에 의해 등록된 사람들에 의해서 유니 레벨 제너레이션 트리 안의 모
든 IBO를 포함한다. 모든 IBO는 등록을 위해서 매트릭스 트리에 위치한다. LPGN은 2X12 매트릭스 트리를 가지며 이
것은 어떤 IBO라도 매트릭스의 첫 번째 레벨에서 2개의 레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추가적으로 멤버가 등록
되면 다음 레벨로 향하게 된다.

본 보상플랜은 당신, 우리의 IBO들이 신속하게 팀
을 만들 수 있고 열 가지의 방법으로 매주, 매달 지
급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보상플랜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스폰서
또는 LPGN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