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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 원

수입을 늘리거나 번창하는 풀타임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싶다면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QuiAri를 찾아오세요.

• 글로벌 기회
• 수십억 달러 관리
• 최고 모멘텀 등급
• 1위 슈퍼 과일이 포함된 제품 - 마키
• 업계 최고의 현장 리더십
• 업계에서 가장 빠른 지불금 - 당일 지불(5분)
• 최고 지불 보상 플랜 중 하나
•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타이밍
• 무료 모바일 앱
• 무료 투어 마케팅 시스템
• 업계에서 가장 앞선 백오피스
• 세계적 수준의 마케팅 및 최첨단 브랜딩
• SNS에서 가장 큰 화제거리
• 탁월한 전화 및 이메일 고객 지원

글로벌 홈 기반 비즈니
스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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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Ari의 원동력
QuiAri의 핵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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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1
활성화 하세요

구매하기
팀 커미션 자격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은 개인 
판매량(PSV) 25의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판매하기
팀 커미션 자격을 얻는 또다른 
방법은 개인 판매량(PSV) 25의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또는

귀하

개인 판
매량 25

스텝 2
자격을 갖추세요

2명의 프로모터를 개인적으로 후원

매월 최소 개인 판매량 25로 활성화 되어 있는 
좌측 팀과 우측 팀에서 한 명씩.

귀하

우측 팀좌측 팀
개인 판
매량 25

시작하세요!
팀 커미션 받기 위한 자격 갖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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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을 얻는 
6가지 방법

• 빠른 시작 보너스
• 고객 보너스
• 팀 커미션 
• 매칭 보너스
• 등급 승급 보너스
• 라이프스타일 보너스
QuiAri는 업계에서 가장 빨리 지불금을 
제공합니다 –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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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모든 프로모터의 첫 번째 주문 
에 대해 빠른 시작 보너스를 
받으십시오.

빠른 시작 
보너스
즉시 지불

#1 제품 패키지

10팩

4팩

2팩

1팩

빠른 시작 보너스

  $200 USD

  $80 USD

  $40 USD

  $20 USD

QuiAri 셰이크 

QuiAri 셰이크 
1회 제공 팩
14일 분   

QuiAri 에너지

5일 분 샘플 

$7.50 USD

$3.75 USD

$3.75 USD

$1.50 USD

개별 품목 빠른 시작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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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보너스는 모든 개인 후원 고
객의 초기 주문 및 재주문에 대한 
판매량(SV)의 2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객
보너스
즉시 지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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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커미션
즉시 지불

#3
각 제품에는 귀하와 팀의 프로모터가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비즈니스를 통해 개시되는 "판매량"이라는 포인트 
값이 있습니다.

귀하

조직 내에서 제품이 판매될 때마다 전체 업라인에 대한 그룹 판매량(GSV)이 생성됩니다. 그룹 판매량이 누적되면 좌측 및 우측 팀 
모두에서 그룹 판매량 100을 무제한 레벨로 매치할 때마다 순환시켜 최대 $20 USD의 팀 커미션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주당 최대 
$50,000 USD입니다. 팀 커미션을 받으려면 활성 상태이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판매량은 예금되며 향후 커미션 계산을 위해 이월됩니다.

보너스 (미국 달러) $10 $12.50 $12.50 $12.50 $15 $15 $17.50 $17.50 $17.50 $20

슈팅
스타

락
스타

슈퍼
스타

챔피온 히어로 레전드 다이아몬드
그린

다이아몬드
퍼플

다이아몬드
라이징
스타등급

$10

스타

순환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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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보너스
즉시 지불

#4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 QuiAri는 팀 
교육 및 성장에 대한 매칭 보너스*로 
보상합니다. 귀하의 인정 등급에 따라 
개인 후원 라인의 레벨 1~7에서 
획득한 팀 커미션의 최대 80%를 
얻으십시오.

레벨

1

2
3
4
5
6
7

프로모터

없음 10% 20% 20% 20%
10%

20%
10%
10%

20%
10%
10%
10%

20%
10%
10%
10%
5%

25%
10%
10%
10%
5%

25%
10%
10%
10%
5%
5%

25%
10%
10%
10%
10%
10%

25%
10%
10%
10%
10%
10%
5%

슈팅
스타

락
스타

슈퍼
스타 챔피온 히어로스타 레전드 다이아

몬드

그린
다이아
몬드

퍼플
다이아
몬드

라이징
스타

*수익을 얻으려면 활성 상태이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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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승급
보너스
즉시 지불

#5
QuiAri는 새로운 등급으로 승급할 때마다 프로모터에게 일회성 보너스를 보상합니다.***

보너스 (미국 달러) $50 $100 $250 $500 $1,250* $2,500* $5,000* $7,500* $12,500** $25,000**

슈팅
스타

락
스타

슈퍼
스타

챔피온 히어로 레전드 다이아몬드
그린

다이아몬드
퍼플

다이아몬드
라이징
스타등급

* 2개월 연속 유지해야 함
** 3개월 연속 유지해야 함

***수익을 얻으려면 활성 상태이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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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월납입금을 충당하고 싶으신가요? 멋진 
휴가를 즐기고 싶으신가요? 자녀의 학비를 준비해야 
하나요? 라이프스타일 보너스*를 사용하면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월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난 30일 동안의 
커미션 등급에 따라 수여됩니다. 히어로 - 레전드 
등급의 경우 매월 1일에 그룹 판매량을 확인하고 
15일에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다이아몬드 - 퍼플 
다이아몬드 등급의 경우 이전 2개월을 평가합니다.

라이프스
타일 보너스#6 등급   보너스 (미국 달러)

    $500.00

    $1,000.00

    $1,500.00

    $2,500.00

    $5,000.00 

히어로

레전드

다이아몬드

그린 다이아몬드

퍼플 다이아몬드

*수익을 얻으려면 활성 상태이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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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요구 사항
 

프로모터

스타

라이징 스타

슈팅 스타

락 스타

슈퍼 스타

챔피온

히어로

레전드

다이아몬드

그린 다이아몬드

퍼플 다이아몬드

자격
주간 팀
커미션

바이너리 순환소득 자격 등급 승급
보너스 

라이프스타일
보너스

매칭 보너스

개인 판매량 25로 활성화, 
바이너리 자격, 더 적은 판매량 100 구간
 
개인 판매량 25로 활성화, 
바이너리 자격, 더 적은 판매량 500 구간

개인 판매량 25로 활성화, 
바이너리 자격, 더 적은 판매량 1000 구간

개인 판매량 25로 활성화, 
바이너리 자격, 더 적은 판매량 2000 구간

개인 판매량 75로 활성화, 
바이너리 자격, 더 적은 판매량 5,000 구간

개인 판매량 75로 활성화, 
바이너리 자격, 더 적은 판매량 10,000 구간

개인 판매량 75로 활성화, 바이너리 자격, 
더 적은 판매량 25,000 구간

개인 판매량 75로 활성화, 바이너리 자격, 
더 적은 판매량 50,000 구간

개인 판매량 75로 활성화, 바이너리 자격, 
더 적은 판매량 100,000 구간

개인 판매량 75 로 활성화, 바이너리 자격, 
더 적은 판매량 150,000 구간

개인 판매량 75로 활성화, 바이너리 자격, 
더 적은 판매량 250,000 구간

개인 판매량 75로 활성화, 바이너리 자격, 
더 적은 판매량 500,000 구간

한도 없음

한도 없음

한도 없음

한도 없음

한도 없음

한도 없음

한도 없음

한도 없음

한도 없음

$20,000 USD 한도

$25,000 USD 한도

$50,000 한도

$10 USD

$10 USD

$10 USD

$12.50 USD

$12.50 USD

$12.50 USD

$15 USD

$15 USD

$17.50 USD

$17.50 USD

$17.50 USD

$20 USD

없음

없음

$50 USD

$100 USD

$250 USD

$500 USD

$1,250 USD, 연속 2개월

$2,500 USD, 연속 2개월  

$5,000 USD, 연속 2개월

$7,500 USD, 연속 2개월

$12,500 USD, 연속 3개월

$25,000 USD, 연속 3개월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500 USD

$1,000 USD

$1,500 USD

$2,500 USD

$5,000 USD

빠른 시작, 고객 보너스,
바이너리 순환

빠른 시작, 고객 보너스, 바이너리 순환
매칭 보너스
 
빠른 시작, 고객 보너스, 바이너리 순환, 
매칭 보너스, 등급 승급 보너스

빠른 시작, 고객 보너스, 바이너리 순환, 
매칭 보너스, 등급 승급 보너스

빠른 시작, 고객 보너스, 바이너리 순환, 
매칭 보너스, 등급 승급 보너스

빠른 시작, 고객 보너스, 바이너리 순환, 
매칭 보너스, 등급 승급 보너스

빠른 시작, 고객 보너스, 바이너리 순환, 
매칭 보너스, 등급 승급 보너스

빠른 시작, 고객 보너스, 바이너리 순환, 
매칭 보너스, 등급 승급 보너스, 
라이프스타일 보너스

빠른 시작, 고객 보너스, 바이너리 순환, 
매칭 보너스, 등급 승급 보너스, 
라이프스타일 보너스

빠른 시작, 고객 보너스, 바이너리 순환, 
매칭 보너스, 등급 승급 보너스, 
라이프스타일 보너스

빠른 시작, 고객 보너스, 바이너리 순환, 
매칭 보너스, 등급 승급 보너스, 
라이프스타일 보너스

빠른 시작, 고객 보너스, 바이너리 순환, 
매칭 보너스, 등급 승급 보너스, 
라이프스타일 보너스

없음

10% 레벨 1

20% 레벨 1

20% 레벨 1

20% 레벨 1, 10% 레벨 2

20% 레벨 1, 10% 레벨 2, 
10% 레벨 3

20% 레벨 1, 10% 레벨 2, 
10% 레벨 3, 10% 레벨 4

20% 레벨 1, 10% 레벨 2, 10% 레벨 3, 
10% 레벨 4, 5% 레벨 5

25% 레벨 1, 10% 레벨 2, 10% 레벨 3, 
10% 레벨 4, 5% 레벨 5

25% 레벨 1, 10% 레벨 2, 10% 레벨 3, 
10% 레벨 4, 5% 레벨 5, 5% 레벨 6

25% 레벨 1, 10% 레벨 2, 10% 레벨 3, 
10% 레벨 4, 10% 레벨 5, 10% 레벨 6

25% 레벨 1, 10% 레벨 2, 10% 레벨 3, 
10% 레벨 4, 10% 레벨 5, 10% 레벨 6,
5% 레벨 7

LVL: 더 적은 판매량 구간(월별 계산)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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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50 $15$10

빠른 시작 체크리스트

활성화하기 

개인적으로 구매하거나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여 최소 개인 판매량 25를 창출하여 
활성화해보세요.

자격 취득하기
자격을 취득하고 2명의 프로모터를 
개인적으로 후원하여 커미션을 받는 7가지 
모든 방법을 사용하세요. 매월 최소 개인 
판매량 25로 활성화되어 있는 좌측 팀과 
우측 팀에서 한 명씩. 

AutoDelivery 이용하기
귀하의 제품이 떨어지기 전에 매달 
귀하의 집에 도착하도록 하며 
가능한 한 최저 가격을 얻으세요. 
AutoDelivery를 이용하여 10%를 
절약하세요. 

2명을 추천하면 
무료입니다                             
프로모터 및 고객이 매월 
2명의 개인 후원 고객을 QuiAri에 
추천하고 AutoDelivery에 등록하도록 
도와주면 제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5분 만에 지급받으세요 

얻은 커미션은 판매 후 5분 이내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즉시 지급됩니다.

시도하고 사랑하고 
나누세요. 출시 계획
QuiAri 포털의 대시보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샘플 시스템을 
다운로드하여 QuiAri 비즈니스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SNS
SNS에서 QuiAri 계정을 팔로우하고 매일 
@QuiAriOfficial 게시물을 공유하여 
QuiAri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 세계에 
알려보세요.

무료 QuiAri 앱 다운로드
실시간 채팅 커미션 알림으로 엄청난 금액의 
수입을 추적하고, 고객 및 잠재 고객을 
등록하며, 제품을 구매하고, QuiAri 뉴스에서 
최신 정보를 얻고, 이동 중에도 비즈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QuiAri 정책 및 절차 준수
이 정보는  QuiAri 포털의 리소스/문서 
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후원자에게 연락하기
귀하의 후원자는 귀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support@quiari.com.로 지원 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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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을 소개하면
무료입니다!

QuiAri 프로모터 또는 고객으로서 QuiAri의 AutoDelivery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2명의 개인 후원 고객이 매월 최소 판매량 50을 창출하도록 하는 경우 무료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utoDelivery 고객 #1
AutoDelivery  사용 시

고객 #2
AutoDelivery 사용 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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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플랜 #1의 구성 

1. 업계에서 가장 빠른 지불 
당일 지불(5분 이내) 다른 회사에서는 몇 주 또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하지만 QuiAri는 전 세계적으로 5분 이내에 
프로모터에게 금액을 지불합니다.

2. 글로벌 기회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제공되는 진정한 글로벌 
기회. 

3. 가장 높은 커미션 지불금  
QuiAri는 총 수익의 50 ~ 56%를 프로모터에게 다시 
지불합니다.

4. 가장 높은 잠재 수입  
팀 커미션에서 주당 최대 $50,000 USD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최저 활성화 및 자격 요건 
개인적으로, 그리고 좌측 팀 및 우측 팀 모두에서 매월 개인 
판매량 25의 적은 비용으로 활성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팀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2명을 후원하세요 
보상 플랜에서 최고 등급에 오르려면 2명의 프로모터를 
개인적으로 후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많은 
수의 프로모터를 개인적으로 후원해야 합니다.

7. 월간 대 주간 예선 
거의 모든 바이너리 플랜은 엄격한 주간 자격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QuiAri는 당신이 한 달 동안 

충분히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8. 최고 상승 바이너리 순환 
등급이 올라갈수록 순환 보너스도 함께 올라갑니다. 순환 
보너스는 $10 USD에서 시작하여 바이너리 순환 당 $20 
USD까지 계속 증가합니다. 굿 뉴스 – 등급에 도달하면 
앞으로 해당 등급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9. 즉시 지급되는 매칭 보너스
팀을 교육하고 성장시키며 개인 후원 프로모터가 생성한 팀 
커미션의 최대 80%(최대 7개 레벨)를 얻으세요.

10. 가장 빠른 등급 승급 보너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정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QuiAri는 업계의 다른 어떤 회사보다 훨씬 적은 
판매량을 요하며 더 빨리 비용을 지불합니다!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 $50 ~ $25,000 USD 사이의 일회성 보너스를 
얻게 됩니다. 등급 승급 보너스로만 총 $50,000 USD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매주 또는 매월이 아닌 
실시간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11. 즉시 지급되는 잔여 소득 
초기 제품 주문만 즉시 지불될 뿐만 아니라 모든 월별 제품 
재주문 역시 즉시 지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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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

비즈니스 센터: 귀하의 비즈니스 센터는 귀하가 QuiAri 조직 
내에서 개인적으로 배치되는 곳입니다. 

판매량(SV):  각 커미션 가능한 제품에 할당된 포인트 
값입니다. QuiAri 보상 플랜은 이러한 포인트의 누적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룹 판매량(GSV): 귀하의 다운라인에서 고객과 프로모터 
모두가 구매한 모든 커미션 가능한 제품에 할당된 포인트 
값. 

고객: QuiAri 제품을 구매하지만 프로모터는 아닌 개인 또는 
기업.

팀 커미션(바이너리 순환): 프로모터를 위한 팀 커미션을 
생성하는 판매량의 축적. 프로모터는 좌측과 우측 구간 
모두에 개인 판매량 100이 누적될 때마다 귀하의 최고 달성 
등급에 따라 최대 $20 USD까지 순환합니다.

더 적은 측의 판매량(LVL): 조직 내에서 개인 판매량이 가장 
적은 팀입니다.

개인 판매량(PSV): 자신이 직접 구매하거나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생성된 판매량.

활성화하기: 팀 커미션 자격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은 개인 
판매량 25의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팀 커미션 자격을 얻는 또다른 방법은  개인 
판매량 25의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자격: 좌측 및 우측 팀에 개인 후원 활성 프로모터가 있는 
경우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커미션 등급: 실시간 현재 등급.

인정 등급: 귀하가 이제까지 달성한 가장 높은 등급. 커미션 
등급은 전월을 기준으로 매월 1일에 평가됩니다. 월말 
결산은 UTC(협정 세계시) 자정에 계산되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누락된 커미션: 팀 커미션을 순환시키고 받으려면 활성 
상태이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귀하가 활성 상태이고 

커미션을 받을 당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사는 

귀하의 팀 커미션을 72시간 동안 보류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자격을 갖추게 되면 소급하여 팀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프로모터: 프로모터는 보상 플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마케팅 웹사이트, 마케팅 자료, 실시간 백오피스, 

모바일 앱, 무료 마케팅 투어 등을 받는 사람입니다.

2명이면 무료: QuiAri 프로모터 또는 고객으로서 QuiAri의 
AutoDelivery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2명의 개인 후원 
고객이 매월 최소 판매량 50을 창출하도록 하는 경우 무료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총 제품 크레딧은 $118.80 
USD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배송, 관세, VAT 또는 해당되는 
국제 제품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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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시
QuiAri 사업 기회는 무한한 잠재적 수입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QuiAri는 재정적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uiAri와 함께 성공한다는 것은 노력, 근면, 기술, 끈기, 능력 및 리더십이 필요한 성공적인 

영업 노력의 결과입니다. 귀하의 수입은 이러한 자질을 얼마나 잘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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