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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시간을 내어 본 방침 설명서를 읽고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명서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다음과 같은 방침 및 절차를 개략적으로 소개합니다. 1) 한국 모린다 IPC 자격의 구축 2)
모린다 제품의 주문, 구매, 판매 및 반품 3) 신규 한국 모린다 IPC 모집 4) 모린다 제품의 판매
소득 5) 한국 모린다 IPC 자격 관리 6) 한국 모린다와의 발전적인 사업 관계 유지.

본 설명서의 방침과 관련된 질문사항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86 길 7 삼성빌딩 5 층 한국
모린다 윤리강령팀으로 편지를 보내시거나, compliance@kr.morinda.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내실 때는 본인의 IPC ID 번호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모린다는 당사 방침과 절차에 대해 독자적으로 재정 혹은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모린다 인터내셔널사(社)
모린다 인터내셔널사(社)(이하 모린다 인터내셔널)는 네트웍 마케팅을 바탕으로 하는 독립
사업자를 통해 영양식품, 개인용품 및 기타 소비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린다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자회사를 통해 운영되며 모린다 인터내셔널이 공식적으로
진출한 국가에서 IPC 를 통한 판매조직의 구축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사업은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한국 모린다에 의해 운영됩니다. 한국 모린다는 IPC 에게 회원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합니다. 제품들은 IPC 에 의해 소매 판매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한국 모린다의 사업 기회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데 사용 됩니다.

직접판매세계연맹(World Federation of Direct Selling Association)의 윤리 강령
모린다 인터내셔널은 비영리 기구인 미국의 직접판매협회(Direct Selling Association: DSA)와
직접판매세계연맹(World Federation of Direct Selling Associations)에 소속된 다른 직접판매
회사들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모린다는 한국직접판매협회(Korea Direct Selling
Association: KDSA)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한국직접판매협회 회원으로서, 한국 모린다는
IPC 에게 한국직접판매협회의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장려하고 시행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한국 모린다의 독립 IPC 는 1) 본 설명서에 기술된 방침과 절차 2) 자신이
거주하고 사업하는데 적용되는 준거법 그리고 3)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설립 이념을 준수해야
합니다.

IPC 윤리 강령
한국 모린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린다 인터내셔널 독립 IPC 는 한국 모린다 및 한국 모린다
제품의 명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IPC 는 한국 모린다 및 한국 모린다 제품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모린다 인터내셔널 사업기회에 동참하는 타 IPC 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삼가 해야 한다. 한국 모린다 IPC 는 자신의 사업 활동에 관한 한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타 IPC, 고객, 한국 모린다의 임직원 모두에게 존경과 예의로써 대한다. IPC 는 모든 현혹,
오도, 무례,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결연히 피해야 한다. 한국 모린다 IPC 는 동료 IPC 의
성실한 노력을 존중하며, 탈취 모집이나 비윤리적인 모집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국 모린다는 모든 적법한 회사의 사업 활동을 존중하며, 부당하게 경쟁 기회를 획득하는 한국
모린다 IPC 를 엄중히 단속한다. 모든 한국 모린다 IPC 들의 궁극적인 성공은 한국 모린다의
소중한 제품들과 기회들을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방침의 우회(circumvention)

한국 모린다 방침과 절차는 독립 IPC 와 회사를 동 방침과 절차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행한 결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직접적으로 금지된 사항을 간접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방침과 절차를 고의로 우회(circumvent)하는 IPC 는 해당 방침 또는 규칙을
직접 위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그에 상응하는 징계에 처해진다. 고유 재량에 의해, 한국
모린다는 IPC 또는 IPC 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상위라인 IPC 들의 보너스, 커미션 그리고/또는 배치
또는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본 규약의 어떠한 방침과 절차도 타 IPC 의 행위와
관련하여 IPC 자격에 제 3 자의 권리를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없다.

한국 모린다 방침 개정
한국 모린다는 IPC 신청서, 본 방침 설명서, 제품 가격, 회사 인쇄물 그리고/또는 보상 플랜을
사전 공지 없이 언제라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전 공지가 이루어 질
것이다.
변경사항은 모린다 인터내셔널 웹 사이트에 게시되고, 후원수당을 받는 모든 IPC 들에게
서신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전달될 것이다.
이러한 개정사항의 효력은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기업 웹 사이트에 공시하는 시점 또는 현직
IPC 에게 발송하는 시점 가운데 이른 시점에서 모든 IPC 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개정 내용과
IPC 신청서, 방침 설명서, 또는 기타 문서의 계약 조건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개정
내용이 우선한다.

한국 모린다 IPC 신청
한국 모린다 IPC 가입 신청 과정
개인은 자신의 후원인 또는 직접 한국 모린다를 통하여 한국 모린다 IPC 신청서를 이용하여
한국 모린다 IPC 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신청서에 안내된 정보를 검토한 후, IPC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등록을 마친다. 작성된 IPC 신청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한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법적 증명서 또는 한국 내 취업 허가서와 함께 우편으로,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한국
모린다에 제출해야 한다.

IPC 는 법적으로 성년이어야만 된다.
IPC 는 환불되지 않는 등록비 9,000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비 이외의 어떠한 최초 구매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한국 모린다는 불완전하거나, 수용할 수 없거나, 적법한 신분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IPC
신청서를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수용할 수 없는 IPC 신청서란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한국
모린다의 이념, 한국직접판매협회(KDSA)의 윤리 강령, 한국 모린다의 방침과 절차, 동 방침과
절차의 개정 내용 및 기타 준거법을 위반하여 제출된 계약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 모린다가 사실상 합리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수용불가 제출 서류를 검출 시, IPC 자격은
해당 정보 발견 후 1 년 이내에 무효화될 수 있으며, 동 건은 IPC 에게 통지된다.

영업일 기준 5 일(또는 그에 상응하는 중재기간) 이내에 IPC 신청 취소
신청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 일(또는 그에 상응하는 한국의 중재기간) 이내에 한국 모린다
IPC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IPC 는 한국 모린다에 IPC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을 취소 할
수 있다. 한국 모린다에 그러한 요청이 접수되면 등록비는 처음 지불한 것과 동일한 지불형태로
환불된다. (단, 현금 납부의 경우에는 통장으로 송금됨) IPC 가 수령했으나 미사용 또는
미개봉된 모린다 제품은 반환 시 100% 환불 받을 수 있다. 주문했지만 아직 인도 받지 못한 주문
제품은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해야 된다. 신청을 취소하는 IPC 는 최소 6 개월 간 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확한 연락 주소 및 연락 정보
각 IPC 는 자신의 거주지 그리고/또는 영업소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정확한 우편 및 송달
주소를 제출하고 관리해야 한다. 전화, 팩스 그리고/또는 휴대폰 번호 역시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3 인 이상의 IPC 가 동일한 우편 주소 그리고/또는 배송주소를 사용할 수 없다. 만일 IPC 가 한국
모린다에 주소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한국 모린다가 커미션, 리베이트, 보너스 또는 요청
제품을 IPC 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노력과 관련된 관리 비용이 IPC 에게
부과될 것이다.

커미션 또는 보너스를 벌었거나 리베이트 자격이 발생한 후, 또는 한국 모린다의 최종 접촉
노력 이후 10 개월 동안 커미션이 전달될 수 없는 경우, 미지급된 금액은 미청구 재산 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기관에 양도된다. IPC 의 주소가 한국 모린다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한국 모린다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IPC 는 미지급
금액에 대한 심리 전 판결 이자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납세정보
한국 모린다는 정부 당국에 IPC 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판매를 통보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한국 모린다가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각 IPC 의 정확하고 진실된 과세 관련
정보가 한국 모린다에 제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하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또는 기재된 납세인의 동의 또는 합의 없이 해당 정보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등록 또는 유지되는 IPC 자격은 무효로 간주된다. 한국 모린다는 해당계약이
무효인지 결정하기에 앞서 IPC 와 후원인 IPC 및 해당 정부 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무효 처리된 IPC 와 해당 IPC 의 후원인 IPC 는 무효 처리된 IPC 에게 한국 모린다가 지급한 모든
형태의 커미션, 보너스 및 리베이트를 한국 모린다에게 환불할 의무가 있고 한국 모린다는 무효
처리된 IPC 관계로부터 파생된 모든 수입 또는 직급을 몰수한다.

독립 계약자 신분

한국 모린다 IPC 는 독립 계약자이다. 따라서, 과세 및 법률 목적 상, 한국 모린다 IPC 는 한국
모린다의 분점, 지점, 합작 회사, 파트너, 임직원 또는 대리점 형태가 아니며 IPC 는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하여 이에 반하는 언급 또는 암시를 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IPC 는 한국
모린다에게 법적 구속을 부과하거나 한국 모린다를 대신하여 법적 책임을 질 권한이 없으며
한국 모린다 역시 독립 IPC 가 자체 고용한 직원의 수당을 지불하거나 공동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IPC 는 본 설명서에 명시된 방침에 따라 자체 영업 시간을 정하고 한국 모린다 사업 진행
방식을 결정한다. IPC 는 각자 자신의 책임, 건강, 자동차, 장애, 근로자 보상 및 기타 모든 보험에
대해 책임진다.

사업체 등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 모린다 IPC 는 사업체(Business Entity)로 등록할 수
없다. 동 IPC 는 가능한 경우, 배우자를 공동신청인으로 하여 개인체(Individual Entity)로만
등록할 수 있다.

공동신청인
결혼 또는 동등한 자격으로 동거하는 사람만이 공동신청인으로서 신청이 허용된다. IPC 의
배우자는 사실혼 또는 관습법에 의한 배우자 또는 동거자로서 항상 주신청인 IPC 자격의 수익
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별개의 IPC 로 등록할 수 없다. ("동시 지분" 방침 참조).
배우자를 공동신청인으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주신청인이 부신청인을 주신청인의
공동신청인으로 지정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공동신청인은 하나의 IPC 회원번호로 한국 모린다와 연락을 취하고 IPC 에 관한 정보를 받으며
IPC 회원 번호로 주문을 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공동신청인은 주신청인의 서면 위임 없이
한국 모린다에 후원인 변경 또는 IPC 의 신분 변경을 요청하는 서명을 할 수 없다. 커미션 및
보너스는 항상 주신청인의 이름으로 지급되며 한국 모린다는 공동신청인 간의 이익 분할에
관여하지 않는다.

공동신청인은 한국 모린다에 서면으로 요청서를 제출하여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주신청인의
동의에 따라 주신청인과 부신청인 간의 자격을 바꿀 수 있다.

IPC 신청서 상의 성명 기재
한국 모린다 IPC 로 등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명을 사용해야 한다. 신청인은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등록할 수 없다. IPC 신청서 상의 이름은 한국 모린다에 첨부 제출하는 신분증의
이름과 동일해야 한다.

가/차명
IPC 신청, 등록을 할 때는 가명 혹은 차명을 사용하거나 또는 대리인이 IPC 의 실제 신청자와
대리인의 현재 신분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모든 신분증(납세자 번호포함)을 사용하여 IPC 로
신청할 수 없다. IPC 가 한국 모린다와 1 회 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신청자의 이름 변경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가하다.

후원인과의 관계
IPC 와 그의 개인 후원인, 그리고 배치 후원인 간의 관계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의 핵심이다.
한국 모린다는 본 설명서의 "한국 모린다 IPC 가입 신청" 조항에 기술된 방법으로 IPC 와의
계약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을 때 이를 구속력이 있는 관계로 인정한다.

IPC 의 개인 및 배치 후원인은 IPC 신청서에서 기재된 바와 같다. 이 후원인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개인 후원인 (personal sponsor): 실제로 한국 모린다에신규 IPC 를 등록시키는 사람. 신규
IPC 는 개인 후원이으로부터 교육 및 사업적 조언을 구할 권리가 있다
2. 배치 후원인 (placement sponsor): 조직 내에서 신규 IPC 바로 위에 위치하는 IPC - 개인
후원인에 의해 배치 후원인 아래에 신규 IPC 가 "배치 된다."
신규 IPC 가 개인 후원인 직대 하위에 배치되는 경우, 그의 개인 후원인과배치 후원인은
동일인이다. IPC 가 개인 후원인 아래의 첫 번째 IPC 의 라인 하위 레벨에 배치 되는 경우, 신규
IPC 바로 위의 IPC 가 배치 후원인이 된다.

*주: 개인 후원인과 배치 후원인은 항상 동일 조직 내에 있어야 하며, 개인 후원인은 커미션이
정확히 계산되도록 동일 라인에 있는 배치 후원인의 위에 위치한다.

사례 #1: 김씨는 서씨를 후원하고 서씨를 자신의 1 차 하위 레벨에 배치한다. 김씨는 실제로
서씨를 등록시켰기 때문에, 서씨의 개인 후원인이고, 서씨는 김씨의 바로 아래에 배치되므로
김씨는 서씨의 배치 후원인이다.
사례 #2: 이제 김씨는 박씨를 후원하고 서씨의 1 차 하위 레벨에 박씨를 배치시킨다. 김씨는
실제로 박씨를 등록시켰기 때문에 박씨의 개인 후원인이지만, 김씨가 박씨를 서씨의 1 차 하위
레벨에 배치했기 때문에 서씨가 박씨의 배치 후원인이다.

IPC 는 개인 후원인을 결정할 때 신중을 가해야 한다. 개인 후원인은 한국 모린다가 IPC 신청을
승낙한 후 처음 120 일 이내에 자신의 하위라인 조직의 어느 곳에든 새로운 IPC 를 배치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신규 IPC 가 자신이 협력 관계를 맺을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과 함께 일
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규 IPC 는 모린다 제품의 구매 및 판매로 발생되는 직급과 커미션이 IPC 의 판매 성과에
따라 자신의 개인 및 배치 후원인에게 지급되거나 부여될 것이라는 점을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개인 후원인 또는 배치 후원인 정보의 상충
한국 모린다가 동일한 신청자에 대해 2 건의 IPC 계약서를 접수할 경우, 한국 모린다는 단독
재량으로, 접수된 첫 번째 계약이 무효이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첫
번째 신청서 상의 후원인이 올바른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한국 모린다가
판단하기에 첫 번째 신청서에 오류가 있거나 법적으로 무효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면, 한국
모린다 그 IPC 에 대한 후원인과 커미션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적절한 절차에 따라 등록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IPC 가 개인 혹은 배치 후원인의 변경을 원한다
해도 해당 후원인들이 서명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후원활동
IPC 는 모린다 인터내셔널이 모든 관련 분야에 대해 공표한 것과 같이, 모린다 인터내셔널이
공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다른 국가의 IPC 도 후원할 수 있다. IPC 는 IPC 신청서를
제시하기 전이나 제시할 때, 반드시 그 잠재 IPC 가 현행 정책 설명서를 입수하여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IPC 신분 변경
현직 IPC 또는 PFC 회원
IPC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품 구매 여부에 관계없이 IPC 가 될 수 있다.

IPC 가 한국 모린다의 IPC 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활동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IPC 는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와 유니레벨 커미션, 기타 모든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조직 내에서 새로운 IPC 를 후원할 수 있고, 후원인을 변경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소 활동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케이스 오토쉽(Case AutoShip:CAS)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는
2. 당월과 이전 2 개월 (역월 기준) 동안 최소 60 QPV 를 구매하고, 또한
a)당월과 이전 2 개월(역월) 동안 누적된 QPV 가 최소한 60 점이 넘는 배치 후원 IPC 를 1 명 이상
하위 1 대 레벨상에 보유하거나,

b)당월과 이전 2 개월(역월) 동안 누적된 QPV 가 최소한 60 점이 넘는 개인 후원 IPC 를 1 명 이상
보유해야 된다. 또는
3. 당월과 이전 2 개월 (역월) 동안 본인의 배치 후원 하위라인 1 대 총 매출이 960 QV 이상이
된다.
IPC 가 이러한 최소 활동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PFC 회원이 된다. PFC 회원은 계속해서
자신의 한국 모린다 IPC 회원 번호를 사용해서 회원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PFC 회원은 자신이 직접 구입하거나 하위라인이 구입하는 제품에 대해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또는 유니레벨 커미션 그리고/또는 그 밖의 모든 보너스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이
같은 사항은 해당 IPC 의 하위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국 모린다의 보상플랜에
따른 사항을 요약하면, PFC 회원에게서 발생한 미지급 커미션은 다음 유자격 IPC 에게 전달된다.
또한, PFC 회원은 하위라인에 신규 IPC 를 후원하거나, 하위 IPC 의 후원인을 변경하기 위해
서명하거나, 하위 IPC 의 상위라인 포기를 위해 서명하거나, 신규 IPC 를 자신 아래에 배치시켜
자신을 새로운 배치 후원인으로 될 수 없다. 그러나, PFC 회원이라 할지라도 개인 및 배치
후원인 변경 규칙에 의거하여 자신의 개인 후원인에 의해 이동은 가능하다.
PFC 회원은 매년 자신의 등록일 전에 9,000 원의 갱신비를 지불 하기만 하면 계속 PFC 회원
신분은 유지할 수 있다. PFC 회원이 한국 모린다와의 연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IPC
자격은 해지된다. PFC 회원은 한국 모린다에 PFC 회원 복직 신청서와 9,000 원의 복직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신분이 복직되어 완전환 IP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직 신청 시 해당 IPC 가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 참여를 선택할 경우, 복직료는 면제된다. 복직 상태는 현직 IPC 요건이
충족되고 IPC 신분 갱신 일자가 경과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 PFC 회원은 갱신 일자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만 복직될 수 있다. ("연간 IPC 신분 갱신" 참조).

IPC 자진 탈퇴
IPC 는 언제든지 한국 모린다와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은 이유를 불문하고 해지될 수
있으며, 한국 모린다에게 이유를 규명할 필요는 없다.

탈퇴를 원하는 IPC 는 한국 모린다에게 탈퇴 의사를 나타내는 서명된 IPC 탈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탈퇴는 접수 후 30 일 이내에 처리된다. 한국 모린다가 접수한 IPC 탈퇴서에 해당 IPC
서명이 없을 경우, 이 요청서는 필요한 서명을 얻기 위해 반송된다. 전자우편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탈퇴를 요청하는 IPC 에게 아직 커미션이 지급되지 않은 판매량이 있을 경우, IPC 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IPC 자격은 그 커미션이 지급될 때까지 탈퇴되지 않는다. 일단 IPC
탈퇴서가 접수되면 해당 IPC 의 어떠한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진 탈퇴서를 철회하고 다시 IPC 자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IPC 는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의사
접수 후 그렇게 할 수 있다. 한국 모린다가 IPC 탈퇴서를 접수한 지 30 일 이내에 자진탈퇴
철회서가 접수될 경우, 해당 IPC 의 하위라인은 상실되지 않는다. IPC 신분은 통지서 접수 즉시,
또는 커미션 계산이 완료되는 즉시, 다시 활성화된다. 한국 모린다와의 계약을 자진 해지하는
IPC 는 탈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규 후원인 아래에서의 재 신청은 불가능하다(단,
상위라인 포기서(Upline Release Form)가 작성, 제출되어 한국 모린다가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IPC 연간 신분 갱신
IPC 가 앞에서 언급한 기준을 위반하여 자진 탈퇴 또는 해지하지 않는 한, IPC 와 한국 모린다의
계약기간은 1 년이다. 모든 IPC 는 매년 통상적으로 가입 일에 IPC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에 가입한 IPC 는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무료로 자동 갱신된다.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IPC 는 9,000 원의 갱신비와 회원자격 갱신 신청서(Renewal of
Distributorship Form)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한국 모린다는 최초 IPC 계약을 거절 할 수 있는
것처럼 갱신 요청도 수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갱신일까지 갱신비를 송금하지 못하면 갱신비가 지급될 때까지 IPC 가 주문을 내거나 신규
IPC 를 후원하지 못하도록 자격이 정지된다. 이미 획득하였으나 지불되지 않은 커미션,
리베이트, 또는 보너스는 계속 지급된다. 갱신일로부터 30 일 후까지 여전히 갱신비가
지불되지 않을 경우, IPC 는 탈퇴 처리되며, 이미 획득되었으나 한국 모린다가 아직 지불하지
않은 모든 보상에 대한 권리는 몰수된다. 또한 탈퇴된 IPC 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제제 조치와

조건이 적용된다. 또한 탈퇴된 IPC 의 판매 조직은, 한국 모린다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해당
IPC 의 상위라인에 있는 다음 개인 및 배치 후원인에게 인계된다.
이전 IPC 자격 재활성화

한국 모린다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자진 탈퇴한 IPC 는 탈퇴일로부터 6 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종전의 IPC ID 번호를 재활성화 할 수 있다. 상기 IPC 는 현직 IPC 였을 때와 동일한 개인 및
배치 후원인의 하위에 놓인다.
IPC 는 탈퇴 후 30 일간의 유예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 해당 IPC 의 하위라인은 상실되지
않고 재활성화가 가능하다.
이 30 일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탈퇴로 인하여 인계된(rolled up) 재 활성 IPC 의
하위라인은 원상 복귀되지 않는다. 방침 위반으로 인하여 한국 모린다에 의해 강제 탈퇴된 IPC
자격은 한국 모린다가 승인하지 않는 한 재활성화 될 수 없다.

신규 후원인 하의 재 신청 - "상위라인 포기 방침" 참조

IPC 쉽의 매매 또는 양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IPC 자격을 다른 당사자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결혼 시 IPC 자격 소유자

각각의 IPC 가 서로 결혼하게 될 경우, 이들은 별도의 독립 IPC 조직을 유지할 수 있다.

소송으로 인한 압류

한국 모린다 IPC 자격은 하나의 자산이다. 본 자격은 해당 소유자에게 모린다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수입원이다. 여러 가지 법적 상황에 따라, 자산은 채권자, 파산
관재인 또는 기타 재산 관리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전술한 자가 IPC 자격에 대한 지분 청구를
요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한국 모린다에 접수할 경우, 한국 모린다는 즉시 한국 모린다가 가진
가장 최근의 주소 또는 기타 연락 방법을 통해 해당 IPC 에게 통지한다.

IPC 가 법적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금전적인 빚이 있을 경우, 한국 모린다는 향후 IPC 에게
지급될 돈을 판결 확정 채권자에게 양도하라는 법률적 요구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한국 모린다가 선의에 입각하여 IPC 판결 확정 채권자 또는 IPC 소유자, 또는 IPC 자격 소유권을
주장하는 파산 관재인 또는 관리인 또는 IPC 자격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유자의 요청대로 응해야
한다는 법률적 조언에 의하면, 한국 모린다는 관리인 또는 관재인의 원심 판결 또는 판례에
대한 항소 또는 기타 법적 이의 신청이 있을 때라도, IPC 또는 동 자격 소유자로 인하여 그
요청을 받아들일 책임이 없다.

IPC(또는 동 자격의 소유자)가 대한민국의 국내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부여되는 채권자 판결의 면제 혜택에 호소하려는 경우, IPC 또는 동 자격 소유자는 적합한 사법
당국으로부터 법 적용에 따른 판결을 확보하고, 판결 확정 채권자가 한국 모린다에게 요구한
이전의 사법 청구를 받아들이도록 마련된 기한 전에 한국 모린다에게 동일한 판결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혼인무효 또는 이혼

개별 또는 결혼한 IPC 는 혼인 무효 또는 이혼에 따르는 재산 분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국
모린다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불한 상황에 대한 인증된 법원 명령 또는 공식적인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IPC 계약에 따라 IPC 자격을 존중한다. 선의에 입각하여 충분한 통지에

따른 법률적 조언에 따라, 한국 모린다는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기타 법적 이의 신청이
있을 때라도 IPC 또는 그에 대한 지분을 가진 개인에 의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책임이 없다.

종전에 IPC 자격을 소유했으나 법원 명령 또는 이혼 명령의 결과로 그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해지된 개인은 최소 6 개월기간 이내에 지배지분이 확보되는 한국 모린다 IPC 를 신청할 수
없다. 이혼은 한국 모린다의 동시 지분에 관한 방침을 비원칙적으로 우회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망

한국 모린다 IPC 가 사망했을 경우, 그 IPC 의 권리와 직급은 동 개인이 거주하는 관할권 법에
따라 동 개인의 상속자에게 상속된다. 만약 IPC 자격을 상속받게 될 상속자가 이미 한국
모린다의 IPC 인 경우, 상속자는 IPC 자격을 상속받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IPC 조직을 둘 다
지속적으로 관장할 수 있다.

한국 모린다는 IPC 자격의 처분을 지시하는 인증된 법정 명령 또는 기타 법적 명령 또는 기타
법적 문서를 준수한다. 개인의 사망 증명서는 사망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상속자는 사망증명서 한 부를 제출하여 사망을 확증한다. 한국 모린다가 개인의 사망 후 90 일
이내에 IPC 를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이전시킨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서류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IPC 는 탈퇴되고 다운라인은 그 다음 유자격 개인 후원인과 배치 후원인에게 인계된다.

대한민국 민사법에 따라, 상속권은 다수의 상속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모린다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IPC 가 사망을 대비하여 자신의 IPC 자격을 승계할 한 명의 상속자를
지정하도록 권장한다.

한국 모린다 IPC 하위라인 구축

개인 후원인과 배치 후원인 변경

신규 IPC 의 배치

모든 신규 IPC 는 등록 시에 개인 후원인의 하위 1 대 레벨에 배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이는
개인 후원인과 배치 후원인이 동일인님을 의미한다. 개인 후원인은 신규 IPC 를 자신의 하위
1 대 레벨이 아닌 다른 위치에 배치 할 수 있다. 한국 모린다의 IPC 로 등록하게 되면 그 IPC 는
자신의 개인 후원인이 아래의 지침에 따라 자신의 배치 후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

120 일 이전에 배치

개인 후원인은 신규 IPC 가 가입한 날로부터 120 일 간의 시간을 가지고 그 IPC 를 개인 후원인의
하위라인 조직에 배치할 수 있다. 이의 변경은 공식 배치/개인 후원인 변경
신청서(Placement/Personal Sponsor Change Form)에 작성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IPC 를 개인
후원인의 조직에 배치하는 데에는 개인 후원인의 서명과 주민등록 등본 제출만으로 가능하다.
신규 배치 후원인은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IPC 여야만 한다.

120 일 이후 배치

등록일로부터 120 일이 지난 IPC 의 경우 다음 2 가지 별도 유형으로 배치 후원 변경을 할 수
있다: 비지원 조직의 배치와 8 대 동의 배치 후원 변경

비지원 조직의 배치

비지원 조직(unassisted organization)을 구성한 모든 IPC 는 120 일 경과한 후 개인 후원인의
서명과 주민등록등본 제출만으로도 개인 후원인의 1 대 레벨로부터 이동이 가능하다. 비지원
조직이란 이동할 IPC 아래에 하위라인이 전혀 없거나, 있을 경우에도 이동할 IPC 의 하위라인이
해당 IPC 의 개인 후원인의 상위라인에 의해 배치된 IPC 가 없이 구축된 조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조씨는 12 명의 하위라인을 가진 제이드(Jade) IPC 이다. 조씨의 하위라인에는 조씨의
개인 후원인 상위의 IPC 에 의해 배치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조씨와 그의 하위라인은 120 일이
경과한 후에도 개인 후원인의 서명과 주민등록 제출만으로 개인 후원인에 의해 이동될 수 있다.

상기 이동은 이동될 조직이 배치되는 조직 하의 IPC 보다 판매량이 같거나 혹은 적은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변경이 처리되기 전월에 1,200 점의 QV8 을 가진 조직이 있다.
모든 기타 자격 요건이 부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조직은 전월에 1,600 점의 QV8 을 얻은
박씨 아래에 배치될 수 있지만, 변경이 처리되기 전월에 1,000 점의 QV8 얻은 권씨 아래에는
배치될 수 없다. 또한 이동될 IPC 의 QV8 이 전월에 10,000 점 이상일 경우 비지원 조직의 배치
후원 변경에 의해서는 이동될 수 없다.(QV8 10,000 점 이동 불가)

비지원 조직 배치 후원인 변경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다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상위라인에 의해 개인적으로 후원되면서 조직 안에 배치된 IPC 가 활동 중(active)이거나 케이스
오토쉽에 참여하고 있으면 지원 조직으로 간주된다. 만일 조직에 배치된 IPC 가 PFC 회원일
경우, 하위라인은 여전히 비지원 조직으로 간주된다. 또한 신규 배치 후원인은 케이스
오토쉽(Case AutoShip)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IPC 여야만 한다.

8 대 동의 배치 후원 변경

120 일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 신규 IPC 가 개인 후원인의 1 대 레벨에 머물러 있으나, 비지원
조직의 배치 변경 정책으로 옮겨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는 해당 신규 IPC 는 여전히
공식 배치/개인 후원인 변경 신청서를 사용하여 배치될 수 있다. IPC 9 명의 동의 서명과
주민등록등본(이동될 IPC 와 개인 후원인으로부터 배치 후원 연결에 의한 상위 8 대 IPC 의
동의성명과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요하다. 신규 배치 후원인은 자신의 조직상 개인 후원인의

직계 하위라인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규 배치 후원인은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IPC 여야만 한다.

인계(Rolled up)된 IPC 의 배치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IPC 의 탈퇴 시, 탈퇴되는 IPC 를 개인 후원인으로 하는 모든
하위라인 IPC 는 다음 개인 후원인에게 인계되고, 탈퇴되는 IPC 아래에 배치되었던 모든 IPC 는
다음 배치 후원인에게 인계된다. 만일 탈퇴되는 IPC 의 하위라인을 인계함으로 인하여 IPC 가
다시 자신의 1 차 레벨에 IPC 를 승계할 경우, 그 신규 개인 후원인은 인계 받은 시점부터 또 다시
120 일의 기한 동안 개인 후원인 서명과 주민등록등본 제출만으로 그 IPC 들을 자신의 1 차
레벨에서 하위 조직으로 다시 배치시킬 수 있다. 이때에도 모든 기타 배치 변경 규칙이
적용된다.

모든 배치 후원 변경을 위한 제반 요건

케이스 오토쉽(Case AutoShip)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만 자신의 직계 하위 IPC 를 배치할
자격이 있다. 이동될 IPC 는 펄(Pearl) 직급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달성한 최고 직급이 펄 이상의
직급일 경우에는 최근 6 개월 이내 한 번도 펄 이상 직급을 달성한 적이 없어야 된다. 신규 배치
후원인은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IPC 여야만 한다.
IPC 는 자신의 개인 후원인의 1 대 레벨에 있을 경우에만 배치될 수 있다. 배치 후원 변경은 공식
배치/개인 후원인 변경 신청서에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한다.

IPC 의 개인 후원인 변경

IPC 의 개인 후원인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해당 IPC 가 이미 신규 개인 후원인 아래의
하위라인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때때로, 개인 후원인이 항상 IPC 의 직대 상위라인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인 후원인 변경과 동시에 배치 후원인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개인
후원인 변경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1. 신규 개인 후원인은 IPC 의 직대 상위라인에 있어야 한다. 신규 개인 후원인은 해당 IPC 의
하위라인이 될 수 없다.

2. 신규 개인 후원인은 원래 개인 후원인의 상위라인이 아니어야 한다.

3. 변경을 요청하는 개인 후원인은 케이스 오토쉽(Case AutoShip)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한다.

4. 펄 (pearl) 직급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달성한 최고 직급이 펄 이상의 직급일 경우에는 최근
6 개월 이내 한 번 이라도 펄 이상의 직급을 달성하지 않은 IPC 의 개인 후원인은 변경될 수 있다.

5. 이동될 IPC 의 서명, 현 개인 후원인의 서명, 그리고 개인 후원인과 연결된 4 명의 개인 후원
상위 라인 IPC 의 서명이 후원인 변경에 필요하다. 위의 서명들은 공식 배치/개인 후원인 변경
신청서 상에 제공되어야 하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6. 신규 개인 후원인은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IPC 여야만 한다.

후원인 변경 기한

모든 배치/개인 후원인 변경 신청서는 당월 커미션 처리를 위하여 당월 15 일 오후 5 시까지
한국 모린다 본사에 접수되어야 한다.

기한까지 서명 또는 서명인의 주민등록등본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 제출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정정된 신청서는 그 다음달에 검토된다.
변경 신청서 접수 시 기재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변경 신청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 후원인에게 반송된다.

조직 변경이 포함되어 있거나, 현 개인 후원인 혹은 배치 후원인의 상위라인에 있는 IPC 에게로
이동을 요청하는 모든 후원인 변경 신청서는 거부된다.

후원인 변경 취소 마감 시한

만약 배치 후원 변경이나 개인 후원 변경을 요청한 개인 후원인이 변경 요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원 변경을 신청한 해당 월 28 일까지 서명된 취소 요청서를 문서로 한국 모린다에
제출해야 한다. 그 날짜를 넘어서 제출된 후원 변경 취소 요청서는 처리가 거절될 것이다.

상위라인 포기 방침

IPC 가 후원인을 변경하고 다른 커미션 라인에 있는 사람의 후원을 받고자 할 경우 아래 소개된
2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미 IPC 였다가 2 가지 방법 중 한 방법을 통해
포기되면, 그 IPC 자격은 탈퇴 처리되고 그 사람은 IPC 로 다시 등록해야 하며 IPC 로서의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 IPC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IPC 는 탈퇴 6 개월 후 또는 최종 주문을 낸 일자, 모린다 제품 혹은 한국 모린다 사업에 대해
선전한 일자, IPC 모임에 참석한 일자, 직ㆍ간접적으로 자신을 IPC 로서 드러낸 일자, IPC
자격으로부터 재정적 수익을 받은 일자 중 가장 나중 일자로부터 6 개월 후에 신규 개인후원인
아래에 다시 등록할 수 있다.

2. IPC 는 한국 모린다 윤리강령팀(compliance department)에 상위라인 포기서(Upline Release
Form)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윤리강령팀은 현재 IPC 자격을 취소하게 된다. 취소된
IPC 는 다른 개인 후원인 아래로 재 등록하기 위해 6 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한국
모린다의 포기승인 즉시 재등록이 가능하다. 한국 모린다는 타당한 사업 혹은 경제적 사유에
의거하여 자체 재량으로 취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상위라인 포기서는 포기를 원하는 IPC 의 공증된 서명은 물론, 배치 후원인과 연결된 8 레벨의
상위라인 IPC, 개인 후원인과 연결된 5 세대의 상위라인 IPC 의 공증된 서명이 필요하며(복수의
서명이 필요할 수도 있음), 상위라인 포기서에 서명한 모든 한국 IPC 의 최근 한 달 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각 1 통도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포기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사람이 포기에 동의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신규 개인 및 배치 후원인이 기재된 새로운 IPC 신청서와 상위라인 포기서는 함께 제출될 수
있다. 포기 즉시, IPC 자격은 취소되고, 그의 기존 하위라인은 몰수되어 통상적으로 자격을 갖춘
다음 IPC 에게 인계된다. 이 IPC 는 신규 IPC 로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기존의 모든 직급과 혜택도
무효가 된다. 그런 다음, 이 IPC 는 6 개월 대기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IPC 신청서에 기재된
신규 후원인 아래로 재 등록된다.

모든 상위라인 포기서는 당월 15 일 오후 5 시까지 한국 모린다 윤리강령팀에 접수되어야
당월에 처리 될 수 있다. 만일 마감일까지 서명 또는 필요한 공증인, 주민등록등본이 누락된
경우, 정정된 신청서는 다음달에 변경 검토 된다.

6 개월 대기 기간

IPC 자격에 따른 수익 지분을 가지고 있는 IPC 가 재등록을 하려면 6 개월 후 또는 최종 주문을 낸
일자, 마지막으로 IPC 자격에 따른 수익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일자 중 가장 나중 일자로부터
6 개월 후에 신규 개인후원인 아래에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상위라인 포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한국 모린다 윤리강령팀에 제출되면 6 개월 대기 기간은 해지될 것이다. ("상위라인
포기 방침" 참고)

후원인 변경에 대한 IPC 동의

한국 모린다 IPC 는 연락처 변경 시 한국 모린다에 현재 주소와 전화번호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
종종 개인 및 배치 후원인 변경, 상위라인 포기 혹은 오류 정정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다른
IPC 가 해당 IPC 에게 연락하며, 이런 연락에 답신이 없기도 한다. 만약 한국 모린다 기록에 실린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의 연락이 계속 불통 될 경우, 한국 모린다는 기록상의 주소로 내용증명
서신을 발송한다.
만약 내용증명 서신이 수취인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IPC 는 개인 및 배치
후원인 변경, 상위라인 포기서 또는 오류 정정 서류에 반대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변경을 요청하는 IPC 는 변경될 사람 상위의 아홉 번째 레벨에 있는 IPC 의 서명을 받도록 요청
받게 된다. PFC 회원은 배치/개인 후원인 변경 신청서 또는 상위라인 포기서에 서명하도록
허가되지 않는다. 필요한 수의 서명이 얻어질 때까지 그 다음 레벨의 활동 상위라인 IPC 들이
서명한다.

교육 요건

후원인은 자신의 조직 내 IPC 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리더쉽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또는 납품에 따른 관리자, IPC, 또는 판매원으로서의 성실한 역할 수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규 개인 후원인 모집

IPC 는 개인 후원인과의 관계를 무효화 할 것을 한국 모린다에 요청할 수 없다. IPC 는
능동적으로 새로운 개인 후원인을 찾거나 물색해서는 안 된다. IPC 가 후원인 변경을 희망할

경우, 현재의 후원인과 상위 라인들로부터 서명을 얻거나 또는 기존 IPC 자격을 탈퇴할 수 잇다.
IPC 가 상위라인 포기를 통해 즉각 재등록을 원할 경우, 상위라인 포기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IPC
신청서와 함께 한국 모린다에 제출해야 한다. IPC 가 IPC 자격을 자진 탈퇴할 경우, 6 개월의
의무 대기 기간을 기다려야 한국 모린다에 IPC 를 재 신청 할 수 있다. ("상위라인 포기 방침")
IPC 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잠재 IPC 모집

탈취 모집을 규제하는 방침은 기존 IPC 의 모집에만 적용되며 한국 모린다 IPC 로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다른 IPC 가 모집했으나 아직까지 IPC 로서 등록하지
않은 잠재 IPC 를 등록시키는 개인 후원인을 처벌 하지 아니한다. 다른 일반 상업 기업과
마찬가지로, 잠재 IPC 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IPC 는 그 잠재 IPC 가 다른 사람 하위라인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IPC 는 아직 자신의 하위라인 조직에 IPC 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도한 시간 또는 비용 투자를 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기존 IPC 탈취 모집

한국 모린다 IPC 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기존 IPC 를 자신의 하위라인으로 재 등록시키기
위한 모집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IPC 가 최종적으로 IPC 자격에 따른 수익 지분을 소유했던
시점으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또는 상위라인 포기서가 작성되어 한국 모린다가 이를
승낙할 때까지("상위라인 포기 방침" 참조) 후원인 변경을 목적으로 해당 IPC 에게 접근할 수
없다.

기존 IPC 는 새로운 개인 후원인 아래 등록하거나, 가명, 배우자의 이름, 허위 주민등록번호,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 모린다의 방침과 절차를 우회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IPC 가 탈퇴 후 6 개월간의 대기 기간을 기다리지 않은 기존 IPC 를 모집하여 다시 새로운 후원인
아래로 등록시키는 데 성공한다 해도, 한국 모린다는 고유 재량으로 최초의 IPC 자격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개인 후원인 아래에서 발생된 신규 IPC 의 자격을 모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탈퇴된 IPC 는 최소 6 개월간 한국 모린다에 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 모린다는 새로운 개인 후원인 IPC 의 모든 하위라인을 최초의 후원인 하위라인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의무가 아닌 권리를 가진다. 상기 조치가 취해져 이중 등록된 IPC 가 탈퇴되면,
신규 개인 후원인 또는 그 상위라인에 의해 그 아래로 배치된 신규 IPC 는 인계될 것이다. 단,
신규 개인 후원인은 한국 모린다에 의해 탈퇴되지 않았어야 한다.

본 방침은 전적으로 한국 모린다의 고유 재량에 달려 있으며, 한국 모린다는 본 방침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한국 모린다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임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모린다는 제기된 방침 위반에 대해 하위 라인 IPC 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느 것에 재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어떤 IPC 자격을 탈퇴 처리할 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결정은 한국 모린다의 고유 재량에 속하며, 본 방침의 어느 것도 한국
모린다가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로 해석되지 않는다. 한국 모린다는 또한
어떠한 IPC 에 대해서도 본 방침의 시행 또는 시행 실패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의무가 없다.

탈취 모집 발생을 막기 위해, IPC 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1. 다른 한국 모린다 IPC 에 관한 험담

2. 한국 모린다에 대한 특별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

3. 라인 변경 또는 이중등록에 관한 것으로 다른 IPC 와 접촉

4. 후원인 변경을 목적으로 금품 또는 원조를 요구하는 IPC 와 접촉

투자 유도 금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IPC 는 한국 모린다 명칭, 상표, 보상플랜, 제품, 기업 문서, 한국 모린다
직원 또는 이와 관련 사항을 활용하여 IPC 가 1) 투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2) IPC 가 IPC 이외의
다른 사람 의해 관리될 수 있으며, 3) 투자에 대한 이익 또는 수익이 약속, 달성, 또는 공유될 수
있도록 제안, 제시, 유인, 모집, 또는 그 가능성을 모색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

상기 행위, 또는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한국 모린다 IPC 의
실질적인 방침과 절차에 관한 위반행위이다.

동시 지분

어떠한 개인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둘 이상의 IPC 자격에 동시 수익 지분을 가질 수 없으며,
이를 장려, 조장할 수 없다. 동시 수익 지분은 주주, 파트너, 관재인, 수익자, 또는 본인으로서
IPC 에 대한 직/간접적인 소유권 지분; IPC 의 통제 또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 IPC 로부터
파생되는 수입의 직/간접적인 수령; IPC 로부터 파생되는 배우자 지원; IPC 로부터 파생되는
가족지원; IPC 부터 파생되는 커미션 및 로열티가 적립되는 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 그리고
IPC 와 관련한 기타 유사한 지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PC 의 배우자, 사실혼 또는 관습법에 의한 배우자 또는 동거인, 또는 IPC 와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는 가족은 위의 정의에 따라는 수익 가진다고 추정된다.

사망한 IPC 로부터 제 2 의 IPC 자격을 상속하는 IPC 는 두 가지 IPC 자격 모두에 대해 동시 지분을
가질 수 있다. 한국 모린다 IPC 가 된 후에 결혼하는 IPC 는 개별 IPC 자격을 유지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리드쉐어(Lead Share) / IPC 추천인 배분

본 프로그램은 한국 모린다의 제품이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회원이 회사에 직접
연락하였을 경우 이를 특정 자격이 되는 회원들에게 연결시켜 사업 또는 소매로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잠재 IPC 가 직접 한국 모린다에 연락해 왔을 때 특정 IPC 로부터 사업이나
제품에 대한 소개를 받지 않고 광고나 엑세스 마케팅의 영향으로 한국 모린다를 알게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리드쉐어 프로그램의 자격을 달성한 CAS 등록자인 IPC 에게 사업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품만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와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 프로그램의 자격을 달성한 IPC 의 회원 번호로 제품을
소매가격 (例:타히티안 노니 주스의 경우 25 만원(VAT 별도))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후자의 경우 리드쉐어 담당직원이 자격을 달성한 IPC 에게 이 잠재 고객을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모린다 제품의 구매와 반품

케이스 오토쉽(Case AutoShip) 프로그램
케이스 오토쉽(Case AutoShip) 프로그램은 성장일로에 있는 조직을 거느린 IPC 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다.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은 매월 일관되게 120 QPV 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월간 주문 절차를 크게 간소화한다. IPC 가 단순히 당월
15 일까지 120 QPV 를 구매하건, 한국 모린다가 서류 상의 운송 주소로 120 QPV 를 자동으로
발송하고 사전 승인된 결제 형식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어느 방식이든, IPC 는 언제나
자신의 사업 성장에 유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다음은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한국 모린다 보상 플랜의 다양한 혜택의
일부이다.

1. 케이스 오토쉽에 가입하지 않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에 비해 할인된 가격에 제품 구입
가능(일부 품목 제외)

2. 매월 120 QPV 를 초과하는 모든 개인 판매량에 대해 20% 개인 리베이트

3. 개인 후원한 신규 IPC 들의 모든 QPV 에 대해 매주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커미션 지급

4. 자기 조직 내에서 후원인 변경을 할 수 있는 특권(후원인 변경 방침에 부합할 경우에
한함)

5. 연간 갱신비 면제'

6. 성공으로 길 교육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7. IPC 전용 웹 사이트인 Morinda.com 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

8. 보상 플랜 내에서 추가 커미션과 보너스를 받을 기회

9. 유니레별 커미션, 승급 그리고 보너스를 위한 QV 적용

컨디셔널 및 언컨디셔널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

컨디셔널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IPC 는 매월 최소 120
QPV 를 주문하면 본 프로그램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매월 15 일까지 최소 120 QPV 의 구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주문은 IPC 의 당월 케이스 오토쉽 구매로서 계산된다. 주문이 없을 경우,
또는 15 일까지 낸 주문이 120 QPV 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IPC 에게 타히티안 노니 주스
1 상자(4 병) 또는 선택 가능한 제품 중 IPC 가 선택한 제품을 공급 받기를 원할 경우 케이스

오토쉽(Case AutoShip) 등록 및 변경, 탈퇴 신청서에서 "언컨디셔널 케이스 오토쉽"을 선택하면
된다. 대금은 승인된 결제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결제된다.

케이스 오토쉽 등록 및 취소 절차

IPC 가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케이스 오토쉽(Case AutoShip) 등록 및 변경, 탈퇴
신청서를 알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IPC 가 직접
서명하여 한국 모린다에 접수해야 한다.

케이스 오토쉽 등록과 복직은 매일 처리되며, 120 QPV 주문은 케이스 오토쉽 주문을 위해
제출한 결제 형식을 이용하여 등록 시 이루어진다. 모든 케이스 오토쉽 변경과 취소는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지만, 차월에 처리되도록 매월 최종 영업 일까지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한다.
케이스 오토쉽 주문이 이유 없이 거부 또는 반환될 경우, IPC 는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케이스 오토쉽 결제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IPC 는 매월 최소 120 QPV 에 해당하는 구매를
유지해야 한다. 일단 IPC 가 케이스 오토쉽에 등록하면, 당월 15 일까지 최소 120 QPV 의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월간 구매 대금 결제를 위해 결제는 매월 허가된 신용카드 또는 예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결제금액이 결제된다. 매월 구매량에 상관없이 케이스 오토쉽 제품을
받기를 요청한 IPC 의 경우는 월간 구매 대금 결제를 위해 매월 허가된 신용카드 또는 예금
계좌에서 결제 금액이 결제된다.

케이스 오토쉽을 위해 제출한 승인된 결제 양식이 거부당하거나, 거래를 위한 잔액이 불충분할
경우,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한국 모린다는 자동으로 제품을 발송하지 않는다. 3 달
연속으로 케이스 오토쉽을 위해 제출한 승인된 결제 양식이 거부당하거나, 거래를 위한 잔액이

불충불한 경우, 한국 모린다는 재량에 따라 해당 IPC 를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으로부터
제외시키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면 IPC 는 현직 케이스 오토쉽
IPC 가 받는 일정한 보너스, 커미션, 승진 자격을 상실한다.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에서 삭제된 IPC 가 복직하려면, 서면 요청서와 더불어 120 QPV 에
해당하는 적격 주문과 향후 케이스 오토쉽 결제를 위한 기록상의 유효한 결제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IPC 에 의한 구매

현직 IPC 또는 PFC 회원은 한국 모린다로부터 회원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국
모린다 IPC 만이 회원 가격으로 제품을 주문할 수 있다. 현직 한국 모린다 IPC 로서 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현직 IPC 또는 PFC (Active Distributor or Preferred Customer
Distributor Status)"을 참조한다.

IPC 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재판매, 소비, 또는 IPC 자격 홍보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제품량을 비정상적으로 초과한 제품 구매는 구체적으로 제한 받는다. 한국 모린다는 자체
재량으로 IPC 1 인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량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주문

IPC 는 한국 모린다 무료 주문 전화(080-800-0070)를 이용하여 전화로, 한국 모린다 무료
팩스전화(080-800-0090)를 이용하여 팩스로, 한국 모린다에 신청서를 보내어 우편으로,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주문할 수 있다.

한국 모린다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모든 주문은 당월 판매량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매월
최종 영업 일까지 접수되어야 한다.

한국 모린다는 한 IPC ID 번호의 판매량을 다른 IPC ID 번호로 이전시키지 않는다.

해외 구매

한국 모린다 IPC 는 해외에서 구매 시 개인적인 용도로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가격 변경

제품 구입 가능 여부와 가격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70%규칙

모든 IPC 70% 규칙을 준수해야만 제품을 주문할 수 있다. 한국 모린다는 IPC 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매 또는 소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제품량을 비정상적으로 초과하여 재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장하지 않는다. IPC 는 각 제품을 주문 신청서에 주문을 할 때 자신이
마지막으로 주문 구매한 제품의 70% 이상을 판매, 소비, 또는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한국 모린다는 이러한 증명에 대한 무작위 또는 선별적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일부 제품량은 정상적인 개인용도로 보고될 수 있지만, 나머지 제품의 사용용도는 적절한
서류로 입증되어야 한다. 70% 증명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부 서류 유형은 다음과
같은 유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이름, 주소, 기타 통상적인 계약정보가 입증될
수 있는 소매 고객에게 발부된 영수증 사본(상기 영수증은 제품 판매 시 내용 기재가 필요함), 2)
다른 사람들의 검사 또는 개인용도를 위해 대량의 제품이 제공되는 비즈니스 행사의 초대장,
초청자 명단, 사진 또는 행사를 다룬 언론 기사, 3) 교회 또는 학교와 같은 대규모 비영리 조직의

관리가 회원에게 판매하거나, 사용하거나 또는 제공한 제품량 및 제공 일자를 확인한 증명서, 4)
선하증권 또는 기타 선적 서류

배송요금
55.000 원(VAT 포함) 이상 구매 시에는 한국 모린다가 배송요금을 부담한다. 하지만,
구매금액이 55.000 원 미만일 경우에는 구매자가 배송요금을 부담한다. (단, 제주도 및
산간ㆍ도서지역은 요금이 추가됨)

대금 결제

한국 모린다에 주문할 때는 모든 해당 운송료 및 취급료와 부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대금 지불은 신용카드 또는 승인된 예금 자동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국 모린다는 모든 부과료가 포함되지 않거나, 결제 없이 또는 무효한
지불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불완전한 주문은 처리할 수 없다. 한국 모린다에 대해 적절한 지불을
하는 것은 IPC 의 책임이다. 어떠한 주문에 대해 무효이거나 불충분한 대금 결제가 이루어 지면,
한국 모린다는 해당 주문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커미션 금액을 IPC 가 다음에 받을
커미션(해당 될 경우)과 상위 라인 IPC 가 다음에 받을 커미션에서 차감할 권리를 가진다.

IPC 가 제품 구매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 소유자가구매
승인을 위해 한국 모린다에 해당 IPC 가 한국 모린다의 제품 구매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해야 한다.

매월 주문 마감 일자

모든 주문은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당월 매출에 계산될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영업일
종료일까지 접수 되어야 한다.

신용카드 승인 거부 및 결제 계좌 잔고 부족

판매 주문에 대한 지불이 신용카드 승인 거부나 결제 계좌 잔고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제품이 IPC 에게 배송된 경우, 한국 모린다는 해당 주문에 대해 CV 대비
최대 53%의 커미션을 취소할 수 있다. 한국 모린다는 고유 재량으로, 지불되지 않은 대금의
회수를 모색할 수 있다. 대금이 회수되면, 한국 모린다가 지불한 행정 비용과 소송비 및
소요비용은 커미션이나 보너스가 취소되었던 IPC 에게 환불되기 전에 모두 공제된다.

판매량 이전

한국 모린다는 한 IPC 쉽에서 다른 IPC 쉽의 판매량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환불 및 반품 방침

반품되는 모든 제품은 현재 판매 가능한 상태이어야 하며 재판매 가능할 정도의 제품의 유통
기간이 남아 있어야 된다. 제품에 인쇄된 만료일자가 경과했을 경우, 또는 제품이 개봉되었을
경우, 제품은 구매일로부터 1 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된다.

IPC 는 제품을 한국 모린다로 반송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할 책임을 진다.(* 소비자 구매에
한해서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모린다가 부담한다.) 지불되는 모든 환불액은 구매가
이루어진 시점에 구매액 중 CV 대비 최고 53%에 대한 지급된 커미션의 취소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 모린다에 의한 실수가 아닌 경우, 운송비, 취급료 및 통관료 환불은 불가능하다. 자신의 ID
번호를 사용하여 주문을 낸 IPC 만이 반품할 수 있다.

불완전한 주문과 훼손된 상품

IPC 가 불완전한 주문 제품을 수령한 경우, 주문 제품을 검토하고 주문 제품 수령 후 10 일
이내에 잘못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IPC 의 책임이다. 한국 모린다는 우수한 품질로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로만 제품을 배송하려고 노력한다. 일부 제품은 운송 과정에서 훼손 될 수 있다.
훼손된 주문 제품은 수령 거부되어야 한다. 훼손된 주문 제품이 배달되면, IPC 는 한국 모린다에
즉시 통지하여 훼손된 제품의 반환에 관한 지침을 구해야 한다.

개인 IPC 주문 반품

제품의 첫 주문에 만족하지 못한 IPC 는 해당 주문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반품은
제품을 구매한 IPC 가 해야 한다. 한국 모린다가 배송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제품을 반품하는
IPC 가 한국 모린다로 제품을 반송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책임진다. 반품된 주문에 대해 지불된
커미션이 있을 경우 해당 IPC 의 다음 커미션에서 공제된다. 한국 모린다에 의해 발생된 실수가
아닌 경우, 운송비, 취급료 및 통관료 환불은 불가능하다. 환불 시에는 반품하는 제품에 대하여
기 지급된 후원수당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에 의거하여
일정한 비용이 공제된다.

1. ∙제품 구매일 또는 제품을 공급 받은 일부터 1 개월 경과 2 개월 이내에는 대금의 5%가 공제가
된다.
∙제품 구매일 또는 제품을 공급 받은 일부터 2 개월 경과 3 개월 이내에는 대금의 7%가 공제가
된다.
∙제품 구매 또는 제품을 공급 받은 일부터 3 개월이 경과되면 반품 신청을 할 수 없다.

2. 제품 유형 당 1 개의 용기만이 개봉되어 사용된 경우 (타히티안 노니 주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체 1 상자 허용) 에만, 반품 제품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3. 모든 제품은 판매 가능한 상태이어야 하며 제품의 보존 수명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한번 개봉된 후에는 제품의 보존 수명이 구매일로부터 2 년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케이스 오토쉽 주문 반품

케이스 오토쉽 등록 시 IPC 는 본 설명서에 설명된 70%규칙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모린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미 사용된 제품의 최대 240 QPV 에 대해서 반품을
수용한다.

1. 케이스 오토쉽 주문 반품은 IPC 가 탈퇴되지 않는 한 주문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제품 환매" 참조)

2. IPC 가 거부 또는 반품하여 운송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접수되는 모든 제품은 원 운송비를
제하고, 환불을 받는다. 실수로 운송된 제품 배달 시 IPC 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원래의 결제
형식으로 환불 받게 된다.

3. 반품 조건은 "개인 IPC 반품" 참고.

4. 반품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환불을 받으려면 현재 판매 가능한 상태이어야 한다.

배달 시 케이스 오토쉽 주문을 거절하는 IPC 는 한국 모린다에 의해 케이스 오토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을 반품하는 IPC 에게 반품된 주문에 대해 지급된 후원수당은 향후
후원수당에서 또는 환불 금액에서 공제된다. 또한 해당 상위라인의 후원수당에서도
후원수당이 공제된다.

제품 환매(탈퇴하는 IPC 의 경우)

한국 모린다의 제품 환매 방침은 미사용 제품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한국
모린다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IPC 를 돕기 위한 것이다. 조건이 충족될 경우, IPC 는 원래의
운송비와 기타 비용을 공제한 구매 가격의 최고 90% 가격에 한국 모린다가 제품을 재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모든 환불은 해당 주문에 대해 IPC 에게 지급된 개인 리베이트 또는 기타
커미션의 금액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재 구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지급된 모든
상위라인 레벨의 후원수당은 향후 후원수당에서 공제된다.

제품 환매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IPC 자격을 탈퇴하는 IPC 만이 한국 모린다의 환매 방침에 참여할 수 있다. 환불은
한국 모린다의 탈퇴 통지를 받을 때까지 또는 IPC 가 한국 모린다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발생되지 않는다.
2. 제품은 원래 구매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한국 모린다에 반품되어야 한다.

3. 모든 제품은 판매 가능한 상태이어야 하고 제품은 보존 수명을 경과 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한번 개봉된 후에는 제품의 보존 수명이 구매일로부터
1 년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4. 탈퇴하는 IPC 는 제품을 한국 모린다로 반품하는 데 소용되는 모든 비용을 책임진다.

소매 고객 만족 보장

다음은 한국에서의 소매법 상의 한국 모린다 모든 IPC 의 소매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한국
모린다는 모든 소매 고객에게 14 일 이내 100% 환불 보증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환불을
우선으로 해당 IPC 에게 신청하고, 부득이하게 연락이 되질 않을 경우, 당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의 절차를 따랐으나 자신에게 제품을 판매한 IPC 에게서 환불을 받지 못한 소매 고객은 한국
모린다의 반품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 모린다는 해당 IPC 에게서
그러한 환불을 상계할 권리를 보유한다.

판매 보조품 반품 방침

첫 판매 보조품 주문에 만족하지 않는 IPC 는 해당 첫 주문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
미개봉 또는 미사용 상태이며 여전히 판매 가능한 상태의 한국 모린다 판매 보조품의 반품
방침은 "개인 IPC 반품" 규정 참고
구매 당시 계절용 또는 판촉용 판매 보조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반품될 수 없다.

모린다 제품의 재포장

▪ 소매 판매 방침

한국 모린다와 계약서 서명을 한 허가된 IPC 만이 모린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IPC 는
타인(예를 들어, 소매상)에 의한 재판매를 목적으로 모린다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제품의 판매 및 진열

모린다 제품은 건강식품 상점, 식료품점, 체인점, 또는 쇼핑몰, 또는 주요 기능이 전문 서비스가
아닌 제품 소매에 해당하는 기타 시설물과 같은 공개 소매 시설물에서 판매,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없다. 한국 모린다 판촉물은 공개 소매 시설물의 내/외부에 진열될 수 없다. IPC 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경매, 온라인 상점 또는 가상 쇼핑 사이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모린다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한국 모린다는 상기 사이트를 공개
소매 시설물로 간주한다. 개인 IPC 웹 사이트가 한국 모린다 IPC 에 의해 개인적으로 소유될
경우, 그리고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웹 사이트 소유자의 개인적인 제품으로 한정될 경우,
해당 사이트는 공개 소매 시설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모린다 제품은 사적인 또는 접근이 제한된 사무실, 클럽 등에 진열될 수 있다. 이러한 시설물은
약속되지 않는 경우 또는 멤버쉽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일반 대중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시설물의 주요 기능이 제품 판매가 아닌 전문적인 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한국
모린다 판촉물은 이러한 시설물의 내부에 진열될 수 있다. 진열된 판촉물은 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벽 또는 창과 같은 시설물 외부에 배치될 수 없다.

▪ 소비자 그리고 다른 IPC 의 IPC 판매활동

모린다 제품 판매 시 IPC 가 작성한 서면 영수증이 각 소매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회사에 직접소매 주문을 할 경우에는 한국 모린다가 인쇄된 주문서를 제공한다.

잠재 소매 고객 그리고 다른 IPC 와의 접촉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시연과 판매 설명회는 잠재 소비자 혹은 IPC 의 요청 시 중지되어야 한다.

▪ 정부 승인

IPC 는 한국 모린다가 제품의 접근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정부와 독점 합의를 한 것으로 표현 할
수 없다.

▪ 한국 모린다의 독점적 관계 주장

IPC 는 자신 또는 자신의 IPC 자격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 모린다의 창업자, 또는 직원과의 가족
관계를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IPC 는 자신 또는 자신의 IPC 자격을 홍보하기 위해 과거
한국 모린다에 고용되었던 사실을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IPC 는 다른 IPC 가 보유하지 않은
한국 모린다 임직원에 대한 특별 접촉 방법 또는 특권을 언급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 모린다 제품의 재포장

IPC 는 모린다 제품 또는 자료를 재포장할 수 없다.

▪ 다른 한국 모린다 IPC 에게 제품 또는 자료 판매

한국 모린다 IPC 는 다른 한국모린다 IPC 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모린다 제품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며, 한국 모린다 IPC 가 다른 한국 모린다 IPC 부터 제품을 구매할 수도 없다. IPC 는 한국
모린다에서만 모린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긴급할 경우, IPC 는 다른 IPC 에게 제품을 대여할 수 있다. 대여 받은 IPC 는 한국 모린다로부터
제품을 주문하여 그것을 대여한 IPC 에게 직송되도록 (drop-shipped) 해야 한다.

▪ 해외 수입 방침

모린다 인터내셔널이 영업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현지 모린다 인터내셔널 법인과 해당국
지사장만이 모든 모린다 제품의 유일한 허가된 수입자이다. IPC 는 모린다 인터내셔널이
영업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모린다 인터내셔널이 영업을 혹은 하지 않는 다른 국가로 제품을
배송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IPC 는 해당 제품이 다른 국가로 운송되도록 계획된 것으로 알려진
국가에서 제품을 주문할 수 없다. 모린다 인터내셔널은 해당 국가에서의 제품 등록, 해당

국가를 위한 레이블 준비, 변호사와 법률 관리를 통해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절차, 제품 및
자료를 검토하게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고 이러한 작업은 국가별로
수행되었으며,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배송은 이러한 과정을 우회하는 행위로서 현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노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 사업 체결이 안된 시장에서의 해외 IPC 활동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해외개발부(international development department)는 신규 해외 시장
개척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모린다 인터내셔널은 개발 과정에서 추가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협력 관계가 없는 컨설턴트와 현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강구할 것이다.

한국 모린다는 IPC 에게 시장에 대한 단독 또는 독점적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다.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이러한 특권적 영향력에 대한 모든 주장은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허가 없이 행해진
것이며 허위이다. IPC 허위 주장을 할 경우, 해당 IPC 는 징계에 처한다.

모린다 인터내셔널이 특정 국가의 사업 개시에 관한 공식발표를 할 때까지, 해당 국가에서 IPC
회의는 금지된다. 회의란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마케팅 기회 그리고/또는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제품이 논의되고 5 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을 말한다. 본 방침을 위반하는 IPC 는 징계에
처한다. 본 방침을 위반하는 회의를 알게 되는 사람은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해외 개발부에
통지하고, 날짜, 시간, 장소, 참석자수, 회의를 주재한 IPC 를 포함하여 서면 또는 다른
위반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IPC 는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윤리강령팀(compliance
department)에 출석하여 징계를 받게 된다.
사업체결이 안된 국가의 경우 모린다 인터내셔널 회의는 다음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허용된다.

1. 공식적인 모린다 인터내셔널 개업 일자가 발표된 이후

2. 해당 국가에 대한 공식적인 "회의 지침"이 발행된 후.

이러한 개업 이전 회의를 개최하는 IPC 는 해당 국가를 위해 발행된 "회의 지침"을 신중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회의지침들은 공식적인 국가 사업 개시 발표문에 발행된다. 본 발표
이전에 개최되는 모린다 인터내셔널 회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모린다
인터내셔널은 전세계 수입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여 그러한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 모린다
인터내셔널은 모린다 인터내셔널 이사회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어떠한 IPC 또는 비-IPC 에게도 수입권 또는 제품 승인 획득을 허가하지 않는다. 모린다
인터내셔널은 자사와 지정된 모린다 인터내셔널 지사를 위해 이러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한다.

모린다 인터내셔널 엑세스(TNI Access)는 현재 위에 설명된 자격으로 모린다 인터내셔널을 위해
활동하도록 모린다 인터내셔널이 허가한 사업체이다. 본 방침을 위반하는 IPC 는 즉시 징계에
처한다. 모린다 인터내셔널 엑세스는 모린다 인터내셔널이 아직 공식 개업하지 않은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모린다 인터내셔널이 허가한 유일한 제삼자 조직이다.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IPC 가 모린다 인터내셔널 엑세스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오직 IPC 의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된다.

▪ 이해 상충

개인이 다른 직접 판매 회사의 IPC 일 수 있으며, 신청 시 한국 모린다와 이해 상충 없는
한(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한국 모린다의 IPC 가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잇다. IPC 는 또한 IPC
계약 기간 동안 및 그 후 1 년간 그러한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경쟁사에서의 소유권

IPC 계약 기간 동안 및 그 후 1 년 간, 한국 모린다의 IPC 는 한국 모린다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다른 어떤 네트웍 마케팅 업체나 방문판매 업체에서 IPC 로 활동하여 얻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다른 네트웍 마케팅 업체나 방문판매 업체의 경영자, 소유자, 종업원,
이사, 임원진, 고문 또는 주주(상장 회사의 5%이하 주식보유는 제외)를 포함하되 국한되지 않는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경쟁제품 홍보

IPC 계약 기간 동안 및 그 후 1 년간, 한국 모린다의 IPC 는 한국 모린다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모린다 시트폴리아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모린다 브랜드가 아닌 섭취할 수 있는 제품 혹은
열대 특유의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모린다 브랜드가 아닌 식이보충음료를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IPC 는 다른 한국 모린다 IPC, 고객, 판매 업체, 또는 종업원을 한국 모린다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모린다 인터내셔널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업 투자회사, 기업, 법인체
또는 사람과 사업 관계를 체결하도록 권유하거나 권유를 시도할 수 없다. 모린다가 아닌 제품은
어떤 방식으로든 공식적인 한국 모린다 행사, 회의, 총회 또는 기타 모임에서 홍보될 수 없다.

다른 마케팅 기회에서의 판매와 후원

한국 모린다의 공식적인 행사나 회의, 총회, 또는 기타모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 모린다
사업 기회가 아닌 내용을 홍보할 수 없다. IPC 는 자신이 개인 후원하는 직대 IPC 를 제외하고는,
다른 한국 모린다 IPC 에게 모린다 제품이 아닌 제품을 팔거나 설명할 수 없으며, 다른 회사의
마케팅 기회를 제시할 수 없다. 한국 모린다 사업활동이 아닌 사업활동에 대한 IPC 의 문의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은 본 방침에 의거한 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회사 또는 모린다 시트리폴리아 제품 선전

IPC 계약 기간 동안 및 그 후 1 년간 IPC 는 과일, 잎, 껍질 또는 뿌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린다 시트리폴리아 나무 전체 도는 부분적으로 파생된 제품을 선전하거나 또는
대변하는 어떠한 광고(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광고를 포함하여 인쇄물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 기밀보장 동의

IPC 신청서 서명 시, IPC 는 기업 비밀, 전매특허 정보 및 기타 기밀 정보와 관련하여 기밀 유지에
동의한 것이다. 이 기밀유지 동의는 취소할 수 없으며, 한국 모린다의 IPC 가 탈퇴한 후에도 계속
유지되며, 이에 대한 법원의 금지 명령 집행이 수행되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과 요금이
IPC 에게 부과된다.

IPC 계약 기간 동안, 한국 모린다는 IPC 에게 기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한국
모린다가 개발하거나 한국 모린다를 위해 한국 모린다를 대신하여 IPC 가 개발한 계보 및
하위라인 보고서, 고객 목록, 고객 정보(신용 테이터, 고객 및 IPC 신상정보, 제품 구매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 IPC 목록,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 정보, 사업 보고서, 커미션
또는 판매 보고서, 그리고 회사가 기밀로 지정하는 기타 재무 및 사업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정보(서면, 구두 또는 전자 형태 불문)는 자산권이 있고 기밀로 취급되며 IPC 의 한국
모린다 사업에만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필요성에 따라 가장 엄격한 기밀을 유지하여
IPC 에게 제공된다. IPC 는 이러한 정보의 기밀 유지에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 삼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IPC 는 한국 모린다와 경쟁하기 위해
또는 한국 모린다의 프로그램과 그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 모린다는 계보 또는 하위라인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서명된 비공개
동의서(Non-Disclosure Agreement)를 요구할 수 있다. IPC 계약만료, 비갱신 또는 탈퇴 시, IPC 는

이러한 기밀 정보의 사용을 중단하고 소유하고 있는 기밀 정보를 즉시 한국 모린다에 반환해야
한다.

▪하위라인 정보 획득

한국 모린다 IPC 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하위라인 정보는 본사
홈페이지 Morinda.com 에서 열람 가능하다. IPC 는 자신의 ID 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최초 등록 시, 비밀번호는 자동으로 지정되며 한국 모린다로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이 비밀번호는 IPC 가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www.Morinda.com "비밀번호 변경"에서 바꿀
수 있다.

IPC 는 90 일마다 자신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IPC 는 이전에 사용한 비밀번호를 재사용
할 수 없다. 일단 서명된 계보 보고서 비동개 동의서(Genealogy Report Non-Disclosure
Agreement)(앞 문단에서 설명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위라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보
보고서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 모린다 윤리강령팀(compliance department)에 서면으로 계보
보고서 요청서를 제출하면, 한국 모린다 IPC 의 기록 상 주소로 보고서가 우편 발송된다. 계보
보고서는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발송될 수 없으며 보고서에 하위라인이 있는 IPC 에게만 우편
발송될 수 있다.

▪ 판매업체 기밀유지

한국 모린다와 한국 모린다의 하청업체,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와의 사업 관계는 기밀 사항이다.
IPC 는 한국 모린다가 후원하고, 한국 모린다의 요청에 의해 한국 모린다의 하청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참석하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 모린다의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와 접촉, 대화, 또는 의사소통을 해서는 안 된다.

▪ IPC 의 한국 모린다 사무실 방문

한국 모린다 사무실을 방문하는 모든 IPC 는 안내데스크에서 서명하고 방문객 배지를 받아
패용해야 한다. 모든 IPC 는 한국 모린다 사무실 내에 머무는 동안 내내 한국 모린다 직원의
수행을 받아야 한다.

▪ 기업 임원 또는 직원의 의견 또는 표현에 대한 신뢰

한국 모린다는 IPC 의 사업 구축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자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IPC 가
자신의 직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고객 지원 요원, 프리미어
리더 대리인(P.L.R)과 VIP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업 임원과 관리자들은 IPC 및 고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 요원이 본 설명서 내의 방침, IPC 신청서 조건의 중요성,
계약의 성립, 또는 IPC 자격에 관한 적임 또는 판매 통계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IPC 신청서 규정 또는 본 설명서에 표현된 방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석, 기타 계약서의
생성 또는 해석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 모린다의 법무부서 또는 한국 모린다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서면 해석은 방침이 적용되어야 할 사실적 상황을
자세히 규명하는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만일, 이후에 서면 질의에 의해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다는 사실, 또는 요청된 행위가 현재 또는 미래의 지역법, 내국법 또는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한국 모린다가 알게 되어도 한국 모린다는 동 사항을 인정하는
해석에 의해 구속 받지 않는다. 직원 또는 기업 임원의 의견이 앞서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권한에 따라 서면으로 법무부서에 의해 또는 한국 모린다 이사회 별도 결의에 따라 승인되지
않는 한, 직원이 한국 모린다의 컴퓨터, IPC 신청서 조건, 또는 본 설명서에 포함된 방침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상충될 경우, IPC 자격, 판매 통계, IPC 후원, 또는 한국 모린다가 IPC 에게
지고 있는 채무액에 관한 개별적인 한국 모린다 직원 또는 기업 임원의 의견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한국 모린다 직원과 임원은 위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IPC 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설명하도록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IPC 는 이러한 의견이 진술된 방침에 반할 경우 그 의견을
신뢰하도록 허가되지 않으며, 한국 모린다는 이러한 의견에 대한 IPC 의 신뢰에 대한 책임을
규정상 부인한다.

모린다 제품 및 프로그램 광고

IPC 는 항상 한국 모린다와 한국 모린다의 제품의 이미지를 보호해야 하며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또는 비전문적인 환경에서 모린다 제품을 진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광고 지침에 대한 빠른 참조
∙IPC 는 한국 모린다 또는 모린다 인터내셔널 등록상표나 로고를 적절히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MORINDA 브랜드는 항상 모두 대문자들로 표기 되어야만 되며, 모든 등록상표는 본 설명서 첫
페이지에 표기된 Ⓡ 또는 ™ 표시를 정확히 포함하여야 하는 등 모린다 인터내셔널 또는 한국
모린다의 등록상표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IPC 는 자체 광고에서 "모린다는 한국 모린다의 등록 상표입니다."와 한국 모린다 독립사업자"
라는 문구를 모두 명확히 언급해야 한다.

∙IPC 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질환, 질병 또는 인체 계통의 목록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의
추천은, "본인은 타히티안 노니 주스를 사용해 보았으며 그것을 적극 추천한다." 또는 이와 같은
표현에 한정되어야 한다.)

▪ 모든 광고 자료의 승인

한국 모린다는 모든 IPC 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마케팅 자료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자체 광고 및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자 하는 IPC 의 활동을 허용한다. 그러나,
매체 유형을 불문하고(모든 형태의 인쇄 또는 복사된 자료, 신문, 잡지, 라디오, 인터넷,
텔레비전, 비디오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모든 광고는 발행 또는 사용하기 전에
한국 모린다 윤리강령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 모린다는 승인된 IPC 의 광고물에
대해 수정하거나 사용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IPC 광고 또는 홍보 자료에는 "한국 모린다 독립사업자"라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각각의 IPC 광고 또는 홍보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TAHITIAN
NONIⓇ, MorindaⓇ, Tahiti DreamⓇ, Express WayⓇ 및 Tahiti TrimⓇ은 모린다 인터내셔널사의
등록상표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웹사이트에 나타나는 상표에 대해서만 표기하면 됨)
상표권이 있는 용어는 적절한 방식으로 매번 상단에 표기 되어야만 된다. 광고는 상표권이 있는
용어가 광고의 각 페이지 텍스트 중간에 사용되는 맨 처음에만 표기되면 된다.

한국 모린다 상표를 사용하거나 한국 모린다 제품 판매와 연계하여 사용되는 사적으로
발행되는 매체도 승인되어야 한다. 종류를 불문하고 광고 자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을 경우,
해당 IPC 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광고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IPC 는 배포 또는 사용될 국가에서 자료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IPC 는 광고 또는 홍보 자료를 녹화/녹음 또는 제작하기 전에 작성될 광고 또는 문구의 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광고안은 한국 모린다 윤리강령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되는 자료의 승인을 위해 통상 2 주일의 검토 기간이 소요된다. 승인되지 않은 광고 또는
홍보 자료를 사용할 경우, IPC 자격에 대한 징계 조치가 초래될 수 있다.

▪ 텔레비전 및 라디오 광고에 대한 추가 규칙

모든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는 다음 두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TAHITIAN NONIⓇ은 Tahiti DreamⓇ, Tahiti TrimⓇ Smart Caps™, Express WayⓇ는 모린다
인터내셔널사의 등록상표이며 여러 국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광고는 사전 승인된 대본을 따라야 한다. 언급되는 사항이
사전 승인될 수 없는 질의/응답 또는 그와 유사한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IPC 는 광고가
행해지는 국가에 대해 "허용/불허되는 광고(What You May/May Not Say) 지침"을 따라야 한다.

▪ 한국 모린다 자료의 복제 불가

IPC 는 한국 모린다 또는 모린다 인터내셔널이 판매하는 제품을 판매 목적 또는 개인 용도로
생산 또는 복제할 수 없다. 여기에는 한국 모린다가 제작하는 문서 자료, 오디오 또는 비디오
혹은 전자 자료, 프리젠테이션, 행사 또는 연설, 및 화상회의가 포함된다. 한국 모린다 또는
모린다 인터내셔널 모임과 회의 비디오 그리고/또는 오디오 녹화/녹음은 엄중히 금지된다.
스틸 사진은 회의 주최자의 재량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

▪ 스팸 메일 발송

한국 모린다는 IPC 가 1) 대량 전자우편, 2) 뉴스그룹에 무허가 또는 비윤리적인 광고 게시, 또는
3)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전자우편 목록 구매 후 그 목록에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 발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스팸 메일 발송" 또는 기타 요구하지 않은
전자우편을 통해 제품 또는 프로그램을 광고하는 행위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메시지의 언어, 빈도, 또는 크기를 불문하고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 팩스 대량 발송

한국 모린다는 IPC 가 한국 모린다 제품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요청 받지 않은 팩스를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팩스는 이과 같은 정보를 문의하거나 요청한 사람들에게만 보내져야
된다.

▪ 공식사업 체결이 안된 국가에서의 광고

모린다 인터내셔널은 공식 개업일자가 발표되지 않은 국가에서 광고를 금지해 왔다. 심지어
어떤 국가에서 사업을 위한 공식 개업일자가 발표된 후에도 IPC 는 서면 허가 없이 또는 모린다
인터내셔널이 공식적으로 그 국가에서 개업한 날짜 이전에는 모린다 인터내셔널 상표, 상표명,
로고, 전화번호, 그래픽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다.

▪ 제품에 관한 주장

한국 모린다는 IPC 가 모린다 제품에 관한 치료 또는 의학적 주장을 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한다. 한국 모린다는 자사 제품의 판매 및 설명 목적을 위해 승인된 자료를 제공한다.
어떠한 치유 또는 치료에 대한 주장, 또는 어떠한 처방도 엄중히 금지된다.

미연방식품의약국(FDA) 및 이에 해당하는 각국 담당기관은 식품홍보에 따른 질병, 질환 또는
인체 계통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였다. FDA 의 법들은 그러한 주장이 절대적으로
사실일지라도 적용되며, 명백한 언급은 물론, 치유 또는 치료의 암시까지 포함한다. 개인적
증언과 직접적인 언급은 타히티안 노니 주스의 치유적 사용을 암시하기 때문에 상기 법률은
직접적인 증언과 언급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타히티안 노니 주스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행위가 금지될 뿐 아니라,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조차
금지된다.

▪ 소지자 증원

소비자 증언은 IPC 자신의 것이어야 하며 치유, 치료 또는 처방에 대한 주장은 명백히 피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증언에는 질환, 신체 계통, 또는 질병 목록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증언은 "본인이 타히티안 노니 주스를 사용해 보았으며 그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라는
언급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IPC 는 어떤 형태의 서면 광고에서든 증언을 활용하려면 한국
모린다로부터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추천인

IPC 는 모린다 제품 홍보 시 추천(endorsement)을 포함하는 한국 모린다가 제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제품 추천내용을 삽입하여 자체 광고 자료를 제작할 수는 없다. 상기
추천 내용은 전체 모린다 인터내셔널 IPC 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모린다 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맺은 추천인(endorser)들은 IPC 가 모든 여행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 종종 사적인 모린다 인터내셔널 IPC 회의에서 추천 연설을 한다. 모린다 인터내셔널
추천인들과의 모든 접촉은 모린다 인터내셔널 본사 PR 부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모린다 인터내셔널 보상 플랜의 수입에 관한 주장과 표현

IPC 는 한국 모린다의 보상 플랜을 솔직하고 공정하게 기술해야 한다. 다른 IPC 또는 잠재 IPC 를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들에게 허위 또는 오도하는 수입에 관한 주장을 언급할 수 없다.
IPC 는 한국 모린다의 후원 수당의 일부 또는 한 측면처럼 기술할 수 없다. IPC 는 자신의 수입을
다른 사람에게 보장되는 성공의 지표처럼 사용할 수 없다. 후원수당은 잠재 IPC 에게 금전적
보증을 하거나 비용을 추정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한국 모린다 후원 수당의 내용은 모린다 인터내셔널이 승인한 자료를 사용하여 정확히 제시될
수 있다. 성공은 IPC 가 본 사업에 쏟는 노력, 헌신, 자원과 시간에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별 IPC 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모린다 인터내셔널 상표, 로고, 브랜드 또는 지적 재산권의 사용

모린다 인터내셔널이 제작, 배포한 마케팅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IPC 는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상표명 또는 상표 도는 서비스 마크를
사용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 명함과 사무용품

한국 모린다 또는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상표명 상표를 사무용품, 명함, 문구가 인쇄된 편지지
등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승인된 한국 모린다 또는 모린다 인터내셔널 그래픽만이 허용된다.
IPC 는 각자 자신의 사무용품, 문구가 인쇄된 편지지와 명함 들을 디자인 할 수 있다. 이
디자인들은 인쇄 또는 배포되기 전에 한국 모린다 윤리강령팀에 사전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 전화 응답

IPC 는 단지 "한국 모린다" 라고 언급하거나 전화 건 사람이 한국 모린다의 본사에 전화를 건
것과 같이 오해하게 하는 그 밖의 다른 말을 하여 전화를 받을(또는 자동응답을 사용할) 수 없다.

￭ 전화, 업종별 및 인명별 전화번호부 목록

IPC 는 자신의 IPC 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를 전화번호부에 등재해 달라는 요청을 한국 모린다
윤리강령팀에 제출해야 한다.

￭ 제 3 자 홍보물 및 자료

명시적 또는 암시적인 치유 또는 수입에 관한 주장을 포함하는 자료는 모린다 제품의 판매 또는
광고에 사용될 수 없다. 상기 자료를 한국 모린다 또는 모린다 인터내셔널 상표와 함께 사용한
모든 IPC 는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

￭ 무역 전시회와 박람회

한국 모린다는 IPC 가 각종 무역 전시회와 박람회에 모린다 제품을 전시하고 설명하도록
장려한다. 그러나 벼룩시장, 물물교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는 승인되지 않는다. IPC 는 행사
전에 전시회 출시에 대한 승인을 한국 모린다 윤리강령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
행사에 한 명의 IPC 만이 승인된다.

IPC 는 전시용으로 사용될 공간에 관한 계약서 사본 또는 행사와 날짜를 기술한 신뢰할 만한
정보 출처를 윤리강령팀에 제출해야 한다. IPC 는 스스로 책임하에 행사 주최자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빈번한 행사 개최는 자제된다. 매체를 불문하고 한국 모린다가 승인한
데이터, 문서 자료 또는 광고만이 상기 행사에서 사용될 수 있다. 제품의 샘플을 나눠줄 수 있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IPC 는 한국 모린다 독립 사업자로 밝혀야 한다.

￭ 언론사 섭외 및 응대

한국 모린다 또는 한국 모린다 제품에 관한 언론 매체의 문의는 한국 모린다 홍보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 인터넷 광고

한국 모린다는 IPC 가 본 설명서에 설명된 모든 방침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한, 자체 개인
사이트에서 인터넷 광고를 허용한다. 인터넷에서 한국 모린다 또는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기업
상표, 로고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본 설명서에 설명된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 전에 한국 모린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웹 사이트 승인을 위해 한국 모린다는 해당 웹 사이트와 동 사이트에 연결된 모든 웹 페이지의
문서 출력본을 요구할 수 있다. 웹사이트가 한국 모린다의 윤리강령팀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는 인터넷에 올리거나 또는 인터넷 검색엔진에 등록할 수 없다. 모든 광고 승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승인을 위해 통상 2 주일의 검토 기간이 소요된다. 한국 모린다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승인된 웹 사이트 또는 승인된 컨텐츠를 변경할 경우, 한국 모린다의 재량으로 해당
IPC 를 활동 정지 또는 탈퇴시킬 수 있다. 한국 모린다의 고유 재량으로 포르노 성향이 있거나,
경멸적이거나, 그밖에 불쾌하다고 간주되는 자료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또한 발견즉시 IPC
자격이 탈퇴된다. 한국 모린다 또는 한국 모린다 제품에 관한 정보가 실려 있는 웹 페이지에서
상기 부적절한 정보를 포함한 페이지로 링크하는 경우에도 IPC 자격은 즉시 탈퇴된다.

웹 페이지 설정

모든 IPC 웹 페이지는 인터넷에 올려지거나 인터넷검색엔진에 등록되기 전에 한국 모린다의
사전 승인을 획득하고 한국 모린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IPC 는 각 페이지의 상단과 하단에
"TAHITIAN NONIⓇ, Tahiti DreamⓇ, Express WayⓇ, 및 Tahiti TrimⓇ은 모린다 인터내셔널사의
상표입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실제로 자신의 웹사이트에 나타나는 상표에
대해서만 표기하면 됨) 그리고 사이트의 각 페이지에서 상표권이 있는 용어가 사용되는 첫 번째

부분에만 표기하면 된다. 사이트는 또한 각 페이지의 상단과 하단에 "한국 모린다 독립 사업자"
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URL 과 도메인 이름에 모린다 인터내셔널 상표 사용

한국 모린다 또는 모린다 인터내셔널은 자사의 상표를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인터넷 웹사이트 URL 과 도메인 이름에 모든 자사 상표의 사용 행위를 금지하였다. 여기에는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문구와 함께 사용한 TAHITIAN NONIⓇ, Tahiti DreamⓇ, Smart Caps™ 및
Express WayⓇ과 같은 모린다 인터내셔널 상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PC 웹 사이트에 매설 코드와 메타 태그의 사용

매설 코드(Buried code)와 메타태그(meta tag)에 한국 모린다 또는 모린다 인터내셔널 상표를
사용 하는 모든 행위는 기타 모든 상표 사용과 마찬가지로 한국 모린다 또는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설 코드와 메타 태그는 은연중에 의학적 이점을
주장하거나 질병, 질환 또는 인체 계통을 언급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IPC 는 한국 모린다의
서면 승인 없이 한국 모린다 상표, 상표명, 로고, 또는 저작권 자료를 사용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인터넷 판매

IPC 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경매, 온라인 상점 또는 가상 쇼핑 사이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린다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상기 사이트는 한국 모린다에
의해 공공 소매 점포로 간주된다. 웹사이트를 한국 모린다 IPC 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거나, 동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웹 사이트 소유자 개인의 상품에 한정될 경우 개인적인 IPC 웹
사이트는 공공 소매 점포로 간주되지 않는다.

개인 웹 사이트 상의 다수 제품/서비스

IPC 는 모린다 제품에 관한 웹 페이지를 판매 또는 광고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제품이 포함된
홈페이지에 연결하도록 허용된다. 모린다 인터내셔널 페이지와 해당 홈페이지는 모두 한국
모린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국 모린다 페이지 자체는 모린다 제품만을 광고해야 하며 다른
제품에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모린다는 의심스럽거나 저질의 특성을 가진 제품 또는
서비스가 있는 홈페이지에 모린다 제품을 추가하는 행위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개인의 모린다 제품 웹사이트 타 정보 출처 링크

IPC 는 모린다 제품을 광고하는 자신의 개인 웹 사이트를 의심스럽거나 저질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한국 모린다가 간주하는 어떠한 웹사이트에도 링크시키면 안 된다. 또한 IPC 는 개인 웹
사이트를 한국 모린다 등록상표와 함께 의약효과 주장 혹은 수입에 대한 주장이 포함된
사이트에 링크시키면 안 된다.

IPC 는 자신 개인의 모린다 제품 웹사이트에 www.Morinda.com 그리고 한국 모린다
윤리강령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 받은 다른 사이트로 직접 링크를 포함시켜도 된다.

IPC 는 자신 개인의 웹사이트에 합법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내용을 포함하는 다른 사이트로
링크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이트들에 링크할 때, 중간 면책 조항 페이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페이지는 개인사이트의 홈페이지와 제 3 자 조사 웹사이트의 사이에 위치해야만 되며
면책 이외에 모든 것에 자유롭게 접촉 가능해야 된다. 면책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본 링크 사이트는 한국 모린다가 지원 또는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 및
화면은 해당 사이트 소유자의 정보 및 화면으로 한국 모린다 제품 광고와 무관합니다. 이 면책
조항을 읽고 이해한 경우 여기를 클릭하면 링크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이 중간 페이지는 제 3 자 웹사이트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 웹사이트는 별도의 웹사이트 도메인
이어야 하며, IPC 개인 웹사이트로 다시 돌아오는 역링크를 설치할 수 없다.

￭ 타히티안 노니 주스에 관한 허용되는 광고
∙모린다 시트리폴리아 나무의 과일과 주스는 2,000 여년 동안 폴리네시아인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
∙타히티안 노니 주스는 전세계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타히티안 노니 주스는 모린다 인터내셔널사의 독점 제품이다.
∙모린다 인터내셔널사는 타히티안 노니 주스의 마켓 테스팅과 연구에 거의 3 년을 투자하였다.
∙모린다 인터내셔널사는 프로제로닌(Proxeronine) 테스트 능력을 갖춘 유일한 회사이다.

￭ 타히티안 노니 주스에 관하여 불허되는 광고

∙타히티안 노니 주스는 병, 질병 또는 질환을 치료한다.
∙타히티안 노니 주스는 병, 질병 또는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타히티안 노니 주스는 병, 질병 또는 질환 낫게 하거나 고친다.
∙타히티안 노니 주스는 정규 의학적 치료 또는 처방약을 대체한다.

동기 보상 이행

모린다 인터내셔널 성공으로의 길 여행과 교육에 대한 지침

모린다 인터내셔널 성공으로의 길에는 몇몇 여행과, 여행 또는 숙박이 포함되는 교육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지침은 이 여행과 교육들에 적용된다.

∙모린다 인터내셔널 성공으로의 길 여행과 교육들은 모린다 인터내셔널에 의해 IPC 신분으로
인정된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다.
∙모린다 인터내셔널 성공으로의 길 여행과 교육들은 양도될 수 없다. 해당 여행과 교육들에
참가 자격을 갖춘 IPC 만이 참가 할 수 있다.
∙모린다 인터내셔널 성공으로의 길 여행과 교육들은 해당 여행과 교육들에 참가 자격을 갖춘
IPC 에 의해 단 한 번은 연기될 수 도 있다.

방침 위반에 따른 IPC 징계

￭ 윤리강령팀(compliance department)의 목표는 모든 윤리강령문제를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강령팀은 문서 형태로 실증된 증거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절차는 모든 IPC 가 공평하게 취급되도록 보장한다. 윤리강령팀에게 제시되는 불만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의 IPC 와 관련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서면 증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IPC 에 관한 그러한 클레임을 접수한 즉시, 윤리강령팀은 해당 IPC 및 기타 관련자와
접촉하여 모든 사실과 문제의 행동을 다각도로 수집한다.

한국 모린다를 상대로 한 클레임의 서면 통지는 IPC 가 해당 클레임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알았을 날짜로부터 1 년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 방침 위반에 대한 부과금

한국 모린다는 고유 재량으로 한국 모린다의 방침을 위반한 IPC 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활동 정지

IPC 는 IPC 계약 조건, 또는 발행된 본 설명서의 개정판을 포함하여, 본 방침 설명서에 설명된
방침과 절차를 위반할 경우 활동 정지를 당할 수 있다. 한국 모린다는 서면 통지에 언급된
날짜부터 활동 정지 효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IPC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한국
모린다는 활동 정지 사유와 활동 정지 해제에 필요한 조치(있을 경우)를 언급한다.

활동 정지 통지는 방침과 절차에 포함된 통지 규정에 따라 한국 모린다 기록상의 IPC 주소로
발송된다. 한국 모린다의 고유 재량에 결정에 따라, 이러한 활동 정지가 IPC 자격 탈퇴로 이어질
수도 또는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

한국 모린다는 활동 정지 기간 동안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니 않는 일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커미션 그리고 각종 후원수당의 지급 보류
2. 한국 모린다 IPC 로서 소개 금지 또는 IPC 또는 모린다 인터내셔널 또는 모린다
인터내셔널 자산권 표시 또는 자료의 사용 금지
3. 한국 모린다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IPC 의 구입 금지
4. 해당 IPC 의 새로운 IPC 후원, 현재 IPC 와 접촉, 또는 IPC 회의 참석 금지

만일 활동 정지를 초래한 위반이 계속되고 있거나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국
모린다가 판단할 경우, 또는 활동 정지당한 IPC 가 개입한 새로운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경유,
활동 정지당한 IPC 는 탈퇴할 수 있다.

￭ 탈퇴

IPC 는 IPC 계약 조건, 또는 본 방침 설명서의 개정안을 포함하여 본 방침 설명서에 설명된
방침과 절차를 위반할 경우 탈퇴될 수 있다. 한국 모린다는 고유 재량으로 30 일 사전 서면 통지

즉시 이유를 불문하고 IPC 를 탈퇴시킬 수 있다. 탈퇴 통지서는 한국 모린다의 기록상에 유지된
최종 주소로 발송되며 통지된 날짜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 탈퇴 즉시, 탈퇴된 IPC 의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1. 한국 모린다 제품, 계획 또는 프로그램을 언급하거나 이와 관련된 상표, 서비스 표시,
상표명 및 표지판, 레이블, 편지지 또는 광고의 사용을 제거하고 영구히 중지해야 한다.
2. 자신을 한국 모린다의 IPC 로 표현하는 일을 중지해야 한다.
3. 직급, 하위라인 및 그로 인한 향후 커미션과 수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신의 IPC 자격에 따른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
4. 한국 모린다의 기밀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한국 모린다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

한국 모린다는 IPC 가 포함됨으로써 발생된 커미션 또는 후원수당으로부터 제한 없이 배상
부문에 따라 초래된 모든 배상 의무금을 IPC 가 한국 모린다에 지불해야 할 금액으로 상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한국 모린다가 다르게 결정하지 않는 한, IPC 탈퇴 시 한국 모린다의 고유 재량으로 탈퇴되는
IPC 에 의해 개인 후원을 받았던 하위라인 IPC 는 다음 번 개인 후원인에게 인계되고, 해임되는
IPC 아래에 배치된 IPC 는 다음 번 배치 후원인에게 인계된다.

￭ 탈퇴와 자격 달성

탈퇴된 IPC 가 개인 후원인을 특정 레벨에 자격 부여 하는 데 사용되었을 경우, 그 개인 후원인이
자격을 다시 부여 받으려면 탈퇴된 IPC 의 기존 하위라인 중 한 사람과 협력하여 다시 자격

달성을 해야 한다. 이 IPC 가 배치 및 후원변경을 규정하는 방침과 절차를 준수하는 한, 이 IPC 는
1 차 레벨 IPC 중 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목적으로 탈퇴된 IPC 의 하위라인을 조직할 수 있다.

￭ 이의 신청

IPC 가 한국 모린다에 의한 탈퇴에 대해 이의 신청하고자 할 경우, IPC 가 탈퇴 통지를 받은
날짜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접수해야 한다. 만일 이의 신청이 15 일 기간
이내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탈퇴는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IPC 가 적시에 이의 신청 통지를
정식으로 접수시킬 경우, 한국 모린다는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그 결정 사항을 IPC 에게
통지한다. 한국 모린다의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간주되며 더 이상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정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징계는 최초 조치 통지서에 언급된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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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처음 타히티안 노니 주스를 만들면서 모린다 인터내셔널은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모린다 인터내셔널은 노니와 노니 관련 제품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전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노니는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전부입니다.

타히티안 노니 주스의 효력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너무나도 이 독특한 제품을 얻으려고 야단입니다. 노니 제품이 전 세계인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까닭에 한국 모린다의 사업
성장 가능성은 대단합니다.

타히티안 노니 주스는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 모린다 사업은 여러분의 꿈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좋은 일에 동참하십시오. 타히티안 노니 주스가 당신의 삶을 바꾸어 드릴
것입니다. 함께 공유하여 가능한 최대한 많은 보상플랜의 혜택을 누리십시오.

한국 모린다는 독특한 보상 플랜을 IPC 에게 제공한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플랜은
IPC 가 사업을 번창시켜 나가는 과정의 각 단계마다 IPC 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보상 플랜은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대선전도, 헛된 약속도, 불가능한 꿈도 아닙니다.

비록 보상 플랜이 후하고 따르기 쉽지만, 모든 커미션, 보상, 수입은 한국 모린다의 방침과
절차를 준수하고, IPC 가 거주하는 국가의 내국법과 지역법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제공됩니다. 한국 모린다의 보상 플랜은 모든 IPC 의 재정적, 개인적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3 가지 유형의 수입을 제공합니다.

1. 즉각적인 수입

2. 성장 수입

3. 부(富)구축 수입

￭ 즉각적인 수입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급속한 성장의 한 가지 이유는 새로운 IPC 가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Fast
Start Bonus)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보상 플랜은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IPC 의 손에 수입이 제공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성장수입

유니레벨(Unilevel) 플랜은 최고 8 단계의 레벨까지 압축하여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모린다는 모든 볼륨에 대하여 최대한으로 커미션을 받을 수 있도록 역동적 압축 롤업을
제공합니다. 폭의 제한은 없으며, 배치 제도를 통하여 IPC 들이 서로 상승적인 효과가 있는
결합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부(富)구축 수입

부(富)축적의 한 가지 비밀은 성장가도를 달리는 차에 탑승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성장 제품에
대한 아주 작은 비율이 곧 상당한 부 구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세계
공유 보너스(Global Bonus Pool)의 자격을 보유함으로써, 당신은 회사 전체 커미션 판매의
일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 구축 공유 보너스는 트루 퍼포머스 보너스(Tru Performer

Bonus), 인피니티 보너스(Infinity Bonus), 블랙펄 셰어드 석세스 보너스(Black Pearl Shared Success
Bonus)가 있습니다.

￭ 자유로운 배치제도

한국 모린다는 IPC 들이 협력적 관계의 조직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당신이 신규 IPC 를 후원할 때 당신이 그들과의 개인 후원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은 그들을
당신의 1 단계 혹은 당신 하위라인의 어느 곳이든 배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 원활한 국경 없는 사업

한국 모린다의 사업 체계는 원활하고 국경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한국 모린다의 사업가
IPC 로서, 모린다 인터내셔널(TNI)이 정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전세계 어디에서든 사업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에 있는 IPC 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해외 하위라인은 각자 현지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수당이 지급되지만, 당신의
자격은 전세계에서 아무 문제없이 인정됩니다. 그 결과 통일된 커미션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한국 모린다의 보상플랜은 새로운 IPC 가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이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

한국 모린다 보상 플랜의 10 가지 주요 특징

한국 모린다 보상 플랜은 다음과 같은 10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 각각의 특징은 상호
보충적이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 1. 유니레벨(Unilevel) 플랜

한국 모린다의 유니레벨 플랜은 하위라인 조직에 IPC 를 구축하고 그들을 교육시킨 데 대하여
지속적으로 키미션 수치의 증대하는 몫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레벨의 커미션을 높여 보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구조는 시작 또는 진입 단계 IPC 직급과 리더쉽 직급으로 나뉜다. 각 직급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자격과 혜택이 따른다.

IPC

진입 단계 직급인 IPC 는 3 개 레벨의 하위라인으로부터 발생한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 IPC 로서
자격을 얻으려면, 타히티안 노니 주스 1 병 또는 30 QPV 에 상응하는 구매를 해야 한다.

코랄 리더쉽(Coral Leadership) 직급

첫 번째 리더쉽 직급이다. 자격 조건은 타히티안 노니 주스 1 상자 또는 120 QPV 에 상응하는
구매이다.
유니레벨 로열티: 4 개 레벨

제이드 리더쉽(Jade Leadership) 직급

자격조건은 타히티안 노니 주스 1 상자 또는 120 QPV 에 상응하는 구매를 해야 하고,
하위라인에 개인 후원 하는 유급 코랄(Coral)이 3 명이 있고, 6 개 레벨 (QV6)을 합하여 총 4,800
QV 를 확보해야 한다.
유니레벨 로열티: 6 개 레벨

직급 유지 조건: 120 QPV 와 4,800 QV6 달성

펄 리더쉽(Pearl Leadership) 직급

자격조건은 120 QPV 의 제품을 구매하고, 하위라인에 3 명의 개인 후원하는 유급
제이드(Jade)가 있고, 총 24,000 QV6 를 확보해야 한다.
유니레벨 로열티: 7 개 레벨 + 블랙 펄 보너스(Black Pearl Bonus) 수혜가능
직급 유지 조건: 120 QPV 와 24,000 QV6 또는 120 QPV 와 30,000 QV7

다이아몬드 펄 리더쉽(Diamond Pearl Leadership) 직급

자격조건은 120 QPV 의 제품을 구매하고, 하위라인에 3 명의 개인 후원하는 유급 펄(Pearl)이
있고, 총 24,000 QV6 를 확보해야 한다.
유니레벨 로열티: 8 개 레벨 + 블랙 펄 보너스(Black Pearl Bonus) 수혜 가능
직급 유지 조건: 120 QPV 와 3 명의 개인 후원하는 유급 펄(Pearl)이 있고, 24,000 QV6 또는 120
QPV 와 42,000 QV8 을 확보해야 한다.
다이아몬드 펄은 모린다 인터내셔널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된다.

다이아몬드 펄 엘리트 리더쉽(Diamond Pearl Elite Leadership) 직급

자격조건은 120 QPV 의 제품을 구매하고, 하위라인에 3 명의 개인 후원 하는 유급 펄(Pearl)이
있고, 72,000 QV8 을 확보해야 한다.

유니레벨 로열티: 8 개 레벨 + 인피니티 보너스(Infinity Bonus) + 블랙 펄 보너스(Black Pearl
Bonus) 수혜 가능
직급 유지 조건: 자격조건과 동일

더블 다이아몬드 펄 리더쉽(Double Diamond Pearl Leadership) 직급

자격조건은 120 QPV 의 제품을 구매하고, 하위라인에 4 명의 개인 후원 하는 유급 펄(Pearl)이
있고, 96,000 QV8 을 확보해야 한다.
유니레벨 로열티: 8 개 레벨 + 인피니티 보너스(Infinity Bonus) + 블랙 펄 보너스(Black Pearl
Bonus) 수혜 가능
직급 유지 조건: 자격조건과 동일

트리플 다이아몬드 펄 리더쉽(Triple Diamond Pearl Leadership) 직급

자격조건은 120 QPV 의 제품을 구매하고, 하위라인에 5 명의 개인 후원 하는 유급 펄(Pearl)이
있고, 120,000 QV8 을 확보해야 한다.
유니레벨 로열티: 8 개 레벨 + 인피니티 보너스(Infinity Bonus) + 블랙 펄 보너스(Black Pearl
Bonus) 수혜 가능
직급 유지 조건: 자격조건과 동일
모든 최소 자격은 월 기준이다.

모든 IPC 는 배치 받은 볼륨에 대한 유니레벨 커미션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개인 후원라인
볼륨과 ASQV4 점수를 충족해야 한다.
2005 년 3 월 1 일부터 본인 구매 요건이 완화되어 본인의 구매가 없을 경우에도, 본인의
배치후원 하위라인 1 대 매출이 480 QPV 이상이면 직급 달성 및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정되었다.

개인 리베이트가 있거나 없는 유니레벨 지급

커미션 볼륨(CV)에 대해 개인 리베이트가 지급될 때, 한국 모린다는 총 45% 중 20%를 지급한다.
그러면 원래 45%의 20%를 제외하고 남은 50.55%(25% ÷ 45%)를 보통 8 레벨의 상위라인에게
지급한다.

우리는 개인 리베이트로 20%를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래의 45% 중 25%가 남는데
이것으로 유니레벨 커미션의 나머지를 지급한다. 우리는 지급 기준이 되는 남은 CV 를 찾아낸
다음(25% ÷ 45%), 개인 리베이트 커미션 볼륨(Personal Rebate Commissionable Volume: PRCV)에
결과(55.56%)를 곱하여 감소된 PRCV 를 찾아냄으로써 나머지 지급될 커미션을 계산한다.

-------------------------------------------------------------------에]
2 상자 구매 시 1 상자는 정상 구매이고 1 상자는 개인 리베이트로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화(총 300.000CV 로, 150,000 은 정상 CV 이고, 150,000 은 PRCV 를 의미한다.
감소된 PRCV 는 (150,000 × 55.56%) 83,340 이다.
∙정상 CV 150,000 의 45% = 67,500
(상위라인에 유니레벨로 지급)
∙개인 리베이트: 150,000 의 20% = 30,000
∙감소된 PRCV 83,340 의 45% = 37,500
(상위라인에게 유니레벨로 지급)
= 67,500
우리는 정상적인 유니레벨 플랜을 통해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금액의 커미션을 유니레벨 개인
리베이트 플랜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

주: PFC 회원은 유급 직급이 없으며, 따라서 유니레벨 로열티도 보너스도 받을 수 없다.

￭ 2. 역동적 압축 롤업

보상 플랜의 지급 방식도 지급되는 금액만큼 중요하다. 어느 회사의 지급 플랜은 겉으로는 매우
후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커미션이 지급될 때에는 전체적으로 IPC 에게 훨씬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PC 가 더 이상 자신의 하위라인으로부터 커미션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어떤 플랜은
해당 IPC 의 커미션 혜택이 회사로 귀속되는 플랜이 있다. 이 커미션이 회사에 제공되는 관행을
“누수(Breakage)"라고 한다

다른 많은 다단계 회사와는 달리, 한국 모린다의 보상플랜에는 누수가 없다. 한국 모린다의
역동적 압축 롤업을 통해 모든 볼륨이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또는 유니레벨 로열티로 지급 될
수 있도록 자격이 되는 상위라인을 검색하여 유자격 IPC 들에게 45% 커미션을 분배한다. 관련
도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11%는 3 개 레벨의 IPC 에게 지급된다. 대부분의 플랜은 IPC 에게
11%를 지급하고 나머지 34%는 누수형식으로 회사로 귀속되는 방법을 취한다.

￭ 3. 퀄리파잉 압축 롤업

퀄리파잉 압축 롤업(Qualifying Compression)은 처음부터 한국 모린다 보상 플랜의 표준
기능으로 채택되었고, 이 기능에 대한 별도 자격은 없다. PFC 회원에 해당하는 IPC 는 직급
자격이 주어지기 전에 퀄리파잉 압축을 초래하지만, QPV 가 없는 IPC 는 퀄리파잉 압축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압축효과는 최종 커미션 계산이 완료될 때가지 확실히 알 수 없다.

퀄리파잉 압축은 자격 획득에 필요한 판매량의 달성을 훨씬 쉽게 만든다. 퀄리파잉 압축으로
인하여 판매량이 사라지지 않지만, 하위라인이 거대할 경우에는 해당 월 동안 판매량을
추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압축에 의존하지 않고 적합한 자격 점수를
달성할 책임은 당신, 즉 IPC 에게 있다. 압축 효과가 나타날 때쯤이면 해당월은 마감되고 계산이
완료되면 조정은 이루어 질 수 없다.

￭ 4.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

한국 모린다는 IPC 의 편의를 케이스 오토쉽(CAS)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은 매월 적시에 제품의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는 것은 IPC 가 매월 최소한 4 병의 타히티안 노니 주스
또는 120 QPV 상당액의 구매를 약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케이스 오토쉽 IPC 로서 자격을
획득하려면, 첫 달의 주문이 120QPV 를 달성해야 한다.
다른 제품의 선택도 가능하다. (오토쉽 신청서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참고하여 주세요)

-------------------------------------------------------------------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언컨디셔널 케이스 오토쉽
IPC 가 본인 회원번호로 구매한 제품들과는 상관없이 매달 오토쉽 주문이 배송된다. 타히티안
노니 주스 또는 오토쉽 신청서에 표기되어 있는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컨디셔널 케이스 오토쉽
IPC 가 매월 15 일 이전에 120 QPV 상당하는 구매를 할 경우, 이 구매는 오토쉽 주문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매월 15 일 이전까지 120 QPV 또는 그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히티안

노니 주스 한 상자(4 병) 또는 오토쉽 신청서에 표기되어 있는 다른 제품을 자동으로 수령하게
된다.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IPC 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수입 획득

∙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전세계 공유 보너스 자격 획득

∙20%의 개인 리베이트 획득 가능

￭ 5.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프로그램
한국 모린다의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프로그램(FSB)은 IPC 가 신속하게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한국 모린다는 모든 유자격 리더에게 그들이 새롭게 후원하는 IPC 의 처음
커미션이 있는 구매일로부터 60 일 동안 신속히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 할 것이다. 이
60 일 기간을 패스트 스타트 기간이라 하며, 이 보너스를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라고 한다.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에 계속 남아있는 한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를 받을 자격을 보유한다.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는 보통 매월 첫째, 둘째, 넷째 주에 지급된다. (유니레벨 커미션이
지급되는 주를 제외한 매주)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되는 총액은 한국
모린다 유니레벨 플랜의 전체 8 개 레벨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상위라인들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IPC 를 후원하여 그들의 매출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히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방식은 성장해 가는 IPC 조직의 판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수입선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에 관한 두 가지 기본 요소의 이해는 최대한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 줄 것이다.

A. 당신이 어느 IPC 의 하위에 배치되어 있건 개인 후원인과의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탄탄하고 심층적인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동시에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수령
기회도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프로그램의 1 세대는 당신이
후원하는 IPC 로 구성된다. 2 세대는 개인 후원 하는 IPC 에 의해 후원 되는 IPC 를 말하고,
3 세대는 개인 후원 하는 2 세대 IPC 에 의해 후원 되는 IPC 를 말한다.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프로그램은 개인 후원하는 IPC 가 당시의 조직의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그들의 개인 후원
연결 관계에 따른다.
B.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는 새롭게 등록된 IPC 의 패스트 스타트 기간동안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정규 유니레벨 지급의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패스트 스타트 기간
이후, 상기 신규 IPC 가 산출한 모든 향후 판매량은 유니레벨 플랜에 따라 지급된다.

예]
미연은 혜수를 후원한다. 미연은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혜수도 CAS 에
참가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미연은 첫 번째 120 QPV 와 연관된 혜수의 CV 의 20%를 받고 혜수의
패스트 스타트 기간의 해당 월의 모든 PRCV 의 5%를 받게 된다. 그 이후에는 혜수의 누적 CV 에
대한 유니레벨 로열티가 지급된다.
--------------------------------------------------------------------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는 선택적이다. 즉 모든 참여자는 5 세대로 지급되는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를 받기 위한 자격으로 케이스 오토쉽 프로그램에 등록되어야 한다.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프로그램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IPC 는 케이스 오토쉽에 계속 등록되어야
한다.

만일 IPC 가 CAS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택할 경우, 자신이 개인 후원한 IPC 가
산출하는 CV 는 정상적인 유니플랜에 따라 로열티로 지급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처음 CAS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사람이 중도에 탈퇴할 경우, 탈퇴한 사람이 개인 후원한 IPC 에게서
산출되는 모든 CV 는 정규 유니레벨 플랜에 따라 로열티로 지급하게 된다. 처음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이후 CAS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CAS 등록과 함께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를 받을 자격을 얻는다. 그런 다음, CAS 자격을 유지하는 한, 그 시점부터 신규 개인
IPC 로부터 발생하는 판매에 대한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 6. 개인 리베이트
신규 또는 기존 IPC 는 케이스 오토쉽에 참여해야 하며 해당 월에 120 QPV 이상을 구매해야 개인
리베이트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만일 타히티안 노니 주스 1 상자를 구매하고 해당 월에 또
다른 커미션이 있는 구매를 할 경우, 두 번째 커미션이 있는 구매에 대해 20% 개인 리베이트를
받는다.

패스트 스타트 기간 중 발생한 개인 리베이트는 제 1 세대(FS1)의 보너스로 대체된다. 나머지
보너스(FS2-5)는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자격이 되는 압축된 상위라인 1 세대에서 4 세대까지
지급된다.

￭ 7. 트루 퍼포머스 보너스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트루 퍼포머스 보너스(TPB) 프로그램은 ASQV4 를 35%이상 증가시키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보너스는 해당 월 동안 회사 전체의 커미션 변환
수치(Converted Commissionable Volume: CCV)의 2%에 해당된다.
-------------------------------------------------------------------신규 IPC 의 트루 퍼포머스 보너스(Tru Performer Bonus) 수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CAS 유자격자
∙ASQV4 점수가 1,000 점 이상

∙ASQV4 의 4 단계 점수가 있어야 함
기존 IPC 의 트루 퍼포머스 보너스 수혜자격은 다음과 같다.
∙CAS 유자격자
∙최근 자격 달성 월 대비 ASQV4 점수가 35% 이상 증가(최초 달성일 경우는 ASQV4 점수 1,000 점
이상)
∙ ASQV4 의 4 단계 점수가 있어야 함
-------------------------------------------------------------------트루 퍼포머스 보너스는 매월 지급되며 유자격자 간의 ASQV4 의 4 단계 점수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이 보너스는 한국 매출 CV 의 2% 내에서는 금액에 대한 고정 한도는 없고 금액 설정에
차별이 없다. 즉, 신규 및 기존 IPC 모두 이 보너스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8. 인피니티 보너스
모린다 인터내셔널은 8 단계를 초과하는 강력한 하위라인 조직을 구축한 IPC 를 위한 추가
보상으로 인피니티 보너스를 제공한다. 인피니티 보너스는 회사의 10 번째 레벨에서
무한대까지 주어진 한 달 동안 획득한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전 세계 CCV 의 3%에 해당 되며,
인피니티 보너스의 금액에 대해 정해진 한도는 없다.

유급 다이아몬드 펄 엘리트(Diamond Pearl Elites), 더블 다이아몬드 펄(Double Diamond Pearl),
그리고 트리플 다이아몬드 펄(Triple Diamond Pearl)은 인피니티 보너스 수혜 자격자가 된다.
인피니티 보너스는 매월 지급되며 유자격자 간의 CAS20 에 의해 비례 배분된다. 다이아몬드 펄
엘리트는 CAS20 점수를 75% 할인하여 적용하며, 더블 다이아몬드 펄은 CAS20 점수를 50%
할인하여 적용한다. 트리플 다이아몬드 펄의 CAS20 은 할인되지 않는다. 인피니티 보너스는
유자격자간의 금액을 정하는 한도는 없다. 신규 및 기존 IPC 모두 이 보너스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9. 블랙 펄 셰어드 석세스 보너스

모린다 인터내셔널은 팀 노력을 통해 8 단계가지 강력한 하위라인 조직을 구축한 IPC 를 위한
추가적인 보상으로 블랙펄 셰어드 석세스 보너스를 제공한다. 블랙 펄 셰어드 석세스 보너스는
모린다 인터내셔널이 분기 동안 획득한 CCV 의 3%에 해당된다. 분기별로 분배되는 블랙 펄
셰어드 석세스 보너스의 금액에는 고정된 한도가 없다.

블랙 펄(Black Pearl)의 자격을 얻으려면, IPC 는 분기 내 매월 자신의 하위라인 조직에 개인
후원하는 유급 다이아몬드 펄 이상의 직급이 3 명이 있고, CAS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IPC 는 네
번의 자격을 가진 분기마다(연속 분기일 필요는 없음) 개인 후원하는 유급 다이아몬드
펄(Diamond Pearl)이상 직급을 1 명 더 추가해야 한다.
16 번째 자격 분기 후, IPC 가 매월 개인 후원 하는 유급 다이아몬드 펄 7 명을 보유하고 CAS
자격을 유지 하는 한, IPC 는 블랙 펄 클럽의 영구회원이 된다.
블랙 펄(Black Pearl)은 또한 개인 후원하는 하위라인의 성공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블랙 펄의
다이아몬드 펄 자격자로서 자신이 블랙 펄이 된다면 원래의 블랙 펄은 다이아몬드 펄
유자격자에게 제공되었던 보너스의 몫을 얻는다. 펄(Pearl)유자격자가 다이아몬드 펄
유자격자가 되면, 원래의 블랙 펄은 펄 유자격자에게 제공 되어질 보너스 몫도 받는다. 만일 펄
유자격자가 자신의 개인 후원자가 블랙 펄이 아닌 상태로 블랙 펄이 될 경우, 그의 펄 부분은
원래의 블랙 펄로 롤업 된다.

유지조건. 모린다 인터내셔널은 개인 후원 다이아몬드 펄을 3,4,5 명 또는 6 명을 유지하는
IPC 에게도 블랙 펄 보너스를 공유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 유지 조건을 포함한다. 5 번째
자격 분기에 CAS8 점수에 다음과 같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블랙 펄 보너스를 계산한다.
할인율: 3 명-75%, 4 명-60%, 5 명-40%, 6 명-25%
개인 후원인인 블랙 펄의 조건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펄과 펄 보너스 부분도 같은 유지조건과
규정으로 이루어진다.
-------------------------------------------------------------------블랙 펄 보너스는 3 가지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1. 블랙 펄 (Black Pearl) 몫. 블랙 펄 보너스 분배액의 60%는 현재 블랙 펄의 자격을 가지 IPC 간의
비례 배분 몫은 CAS8 점수에 기초하여 분배된다.

2. 다이아몬드 펄 (Diamond Pearl) 몫. 블랙 펄 보너스 분배액의 24%는 블랙 펄이 개인 후원하는
다이아몬드 펄 유자격자들 간의 비례 배분 기준에 따라 분배된다.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펄
유자격자에게 분배되는 비례 배분 몫은 그들의 CAS8 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3. 펄 (Pearl) 몫. 블랙 펄 보너스 분배액의 나머지 16%는 다이아몬드 펄 유자격자가 개인
후원하는 펄(Pearl)간의 비례 배분 기준에 따라 분배된다. 다이아몬드 펄의 펄에게 분배되는
비례 배분 몫은 펄의 CAS6 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개인리베이트 커미션 수치(Personal Rebate Commissionable Volume: PRCV): 월간 120 QPV 와
연관된 CV 이외에 해당월에 추가 발생한 CAS 유자격 IPC 의 월간 CV. 예를 들어, CAS 유자격
IPC 가 200QV 와 150,000CV 를 가진 제품을 구매할 경우, PRCV 는 (200-120) / 200×150,000 =
60,000 이다. 120PQV 와 연관이 있는 정규 CV 는 90,000 이다.

용어

￭ 현직 IPC
한국 모린다 IPC 로서 지속적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활동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혜택에는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와 유니레벨 커미션, 기타 모든 보너스를 수령하는 것과 새로운
IPC 를 조직에 영입하도록 후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음 사항 중 하나를 만족하면 최소 활동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1. 케이스 오토쉽(Case AutoShip:CAS)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는

2. 당월과 이전 2 개월 (역월 기준) 동안 최소한 60 QPV 를 구매하고,
a) 당월과 이전 2 개월 (역월) 동안 누적된 QPV 가 최소한 60 점 이상인 배치 후원 IPC 를 최소한
1 명 이상 1 대 레벨상에 보유하거나,

b) 당월과 이전 2 개월(역월) 동안 누적된 QPV 가 최소한 60 점 이상인 개인 후원 IPC 를 최소한
1 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3. 당월과 이전 2 개월 (역월) 동안 본인의 배치 후원 하위라인 1 대 총 매출이 960QPV 이상이
된다. (2005 년 3 월 1 일 시행)

IPC 가 위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 해당 IPC 는 PFC 회원으로 전환된다. 처음에
한국 모린다 IPC 가 되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가 필요하지 않으나, 활동적인 IPC 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상기 최소 활동 요건이 필요하다.
주: PFC 회원으로 전환은 최소한 3 개월 동안 한국 모린다에 소속되어 있던 IPC 에게만 적용된다.

￭ 준거법
이 법은 한국 모린다의 IPC 로서 활동함에 있어 적용될 수 있는 지역 또는 내국법을 말한다.
한국 모린다에 IPC 로 신청하는 것은 IPC 가 이 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과 그러한 법의 실제적
준수라는 조건을 근거로 한 것이다.

￭ ASQV4
PFC 회원 압축을 거쳐 개인 후원 연결라인을 따라 4 세대에 해당하는 오토쉽 볼륨. ASQV4 는
케이스 오토쉽에 등록되어 있는 당신과 하위 IPC 의 매월 첫 번째 120 QPV 점수를 계산한다.

적용

∙개인 유급 직급: 모든 IPC 는 배치된 볼륨에 대한 유니레벨 커미션을 받기 위해 ASQV4 가 최소
480 점이 되어야 한다.
∙트루 퍼포머스 보너스: 트루 퍼포머스 보너스를 받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CAS 유자격자가 됨
2.

ASQV4 최소 1,000 점 이상

3.

최근 자격 달성일 대비 ASQV4 점수가 35% 이상 증가 (기존 IPC)

4. ASQV4 의 4 단계 점수가 있어야 함

￭ 블랙 펄 보너스 (BPB)
분기 당 획득된 모린다 인터내셔널 전 세계 커미션 변환 수치(CCV)의 3%의 비례 배분한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블랙 펄 보너스의 금액에는 고정된 한도가 없다.

￭ 누수 (Breakage)

하위라인으로부터 발생된 커미션을 받을 상위라인의 자격자가 없어서 지급되지 못하는 볼륨
또는 커미션.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이 금액을 상위라인에게 지급하는 대신 회사로
귀속한다. 그러나 한국 모린다의 보상플랜은 누수가 없고 남아있는 상위라인 중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분배한다.

￭ 역(曆)월 (Calendar Month)
30 일 또는 4 주 기간이 아닌, 주어진 달의 최초 일부터 최종 일까지이다.

￭ CAS6
PFC 회원 압축을 거쳐 각 배치 후원 연결라인의 6 단계를 통한 케이스 오토쉽 볼륨. CAS6 는
현재 케이스 오토쉽에 등록되어 있는 당신과 하위 IPC 의 매월 첫 번째 120 QPV 점수를
계산한다.
적용
∙블랙 펄 보너스 : 펄(Pearl)몫에 해당하는 블랙 펄 보너스 금액 계산시 CAS6 점수를 사용하여
비례 배분한다.

￭ CAS8
PFC 회원 압축을 거쳐 각 배치 후원 연결라인의 8 단계를 통한 케이스 오토쉽 볼륨. CAS8 는
현재 케이스 오토쉽에 등록되어 있는 당신과 하위 IPC 의 매월 첫 번째 120 QPV 점수를
계산한다.
적용
∙블랙 펄 보너스: 블랙 펄 보너스 중 블랙 펄과 다이아몬드 펄에게 분배되는 금액 계산시 CAS8
점수를 사용하여 비례 배분한다.

￭ CAS20
PFC 회원 압축을 거쳐 각 배치 후원 연결라인의 20 단계를 통한 케이스 오토쉽 볼륨. CAS20 는
현재 케이스 오토쉽에 등록되어 있는 당신과 하위 IPC 의 매월 첫 번째 120 QPV 점수를
계산한다.
적용
∙인피니티 보너스: 인피티니 보너스 유자격자인 (배치 유급 직급이 다이아몬드 펄 엘리트이상)
IPC 의 인피니티 보너스 금액 계산시 사용된다.

￭ 케이스 오토쉽 (CAS) 프로그램

QPV 를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 모린다 IPC 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본 용어 설명의 개인 자격
볼륨 참조)

언컨디셔널 오토쉽 프로그램은 매월 타히티안 노니 주스 1 상자(4 병) 또는 오토쉽 신청 당시
선택한 120 QPV 에 상응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배송하는 프로그램이다.

컨디셔널 오토쉽 프로그램은 매월 15 일까지 최소 120 QPV 이상의 제품 구매가 이루어 지지
않은 오토쉽 신청자에게 타히티안 노니 주스 1 상자 또는 신청 당시 선택한 제품을 자동으로
배송한다.

￭ 커미션
한국 모린다 IPC 에게 총 CV(본 용어 설명의 커미션 볼륨 참조)의 53%를 지급한다.
※ 한국에서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0 조 제 3 항 시행령 제 27 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CV 조정을 통해 매출액(VAT 포함) 대비 35% 이내로 지급한다.

￭ 커미션 볼륨 (CV)
자격 볼륨 이외에 각 커미션 제품은 커미션 볼륨, 즉 CV 가 부여되어 있다. CV 는 커미션 또는
보너스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값이다. 커미션 및 보너스의 지급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지만, CV 는 현지화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 압축 세대
역동적 압축이 이루어진 후의 세대. 압축 세대는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계산에 사용되며 FS1,
FS2, FS3, FS4, FS5 로 불린다.

￭ 압축 레벨

역동적 압축이 이루어진 후의 레벨. 압축 레벨은 유니레벨 계산에 사용되며 R1, R2, R3, R4, R5,
R6, R7, R8 로 불린다.

￭ 커미션 변환 수치 (CCV)
다른 통화로 된 커미션 볼륨 (CV)을 미화로 환산한 것이다.

￭ 코랄(Coral)
이것은 첫 번째 리더쉽 직급이다. 자격 조건은 매월 타히티안 노니 주스 1 상자 또는 120 QPV 에
상응하는 구매이다.
유니레벨 로열티: 하위 4 개 레벨
배치 유급 직급 유지 조건: 자격 조건과 동일
개인 유급 직급 유지 조건: 120 QPV 와 ASQV4 480

￭ 환전 수수료
한국 모린다는 해당지역 IPC 의 수익과 편의를 위해 각 해당 국가의 현지 화폐로 커미션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전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한국 모린다는 그 동안 단 한번도 그 수수료를 공제한적이 없다. 그러나
더 이상 당사는 그 수수료를 면제 시켜 줄 수가 없게 되었다. 2004 년 1 월부터 한국 모린다는
모든 외국환으로 들어오는 세계 공유보너스와 다른 통화로부터 계산되는 커미션이 $2,000
넘을 경우 0.5%의 환전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수수료는 모린다 인터내셔널이 계속해서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인 사업으로써 모든 모린다 인터내셔널 IPC 들에게 한결같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 데이터 처리 수수료

한국 모린다는 12,500 원 이상의 모든 커미션 수입에 대해 2,550 원의 데이터 처리 수수료를
공제한다. 이 수수료는 커미션 지급을 위한 우편요금, 인쇄, 종이공급, 인력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상기 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 다이아몬드 펄 (DIAM)
이것은 네 번째의 리더쉽 직급이다.
자격조건은 매월 단위로 120 QPV 의 제품을 구매하고, 개인 후원하는 하위라인에 3 명의 유급
펄이 있으며, 총 24,000 QV6 를 확보해야 한다.
유니레벨 로열티: 하위 8 개 레벨 + 블랙 펄 보너스(BPB) 수혜가능
배치 유급 직급 유지조건: 120 QPV 에 상응하는 구매와 다음 조건 중 하나
∙개인 후원하는 하위라인에 3 명의 유급 펄(Pearl)과 24,000 QV6 또는
∙42,000 QV8
개인 유급 직급 유지조건:
∙120 QPV
∙42,000 QV8 개인
∙480 ASQV4
￭ 다이아몬드 펄 엘리트 (EDIAM)
이것은 다섯 번째의 리더쉽 직급이다.
자격조건은 매월 단위로 120 QPV 의 제품을 구매하고, 개인 후원하는 하위라인에 3 명의 유급
펄이 있으며, 총 72,000 QV8 를 확보해야 한다.
유니레벨 로열티: 하위 8 개 레벨 + 인피니티 보너스(IB) + 블랙 펄 보너스(BPB) 수혜가능
배치 유급 직급 유지조건: 자격조건과 동일

개인 유급 직급 유지조건:
∙120 QPV
∙72,000 QV8 개인
∙480 ASQV4

￭ IPC
한국 모린다의 제품을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 받은 각각의 사람. 모든 IPC 는 한국 모린다의
목표, 한국직접판매협회의 윤리강령, 본 방침과 어떤 개정안 혹은 준거법이든 따를 것을 한국
모린다에 계약상의 협정을 맺고 있다. 한국 모린다는 개인과 결혼한 부부 등을 합법적으로
회원자격으로 인정한다.

￭ IPC 신청서
개인이 한국 모린다에 IPC 가 되고자 제출한 계약서이다. 한국 모린다에 의해서 한번 입회가
허락되면 당사와 회원간의 계약상의 구속력이 있다.

￭ IPC 유급 직급
초기 진입 단계의 직급이다. 자격 조건은 매월 타히티안 노니 주스 1 병 또는 30QPV 에 상응하는
구매가 있어야 한다.
∙유니레벨 로열티: 3 단계
∙배치 유급 직급 유지조건: 자격조건과 동일
∙개인 유급 직급 유지조건: 30 QPV 와 480 ASQV4

￭ IPC 직급들

이것은 커미션을 지급 받기 위한 자격조건으로 인정한 리더쉽 직급이다. 보통 IPC 가 달성한
최고의 직급을 가리키지만 IPC 의 매월 성취도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직급도 있다. "직급유지"를
위해서는 유급 직급을 확실히 달성하거나 능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더블 다이아몬드 펄 (DDIAM)
이것은 여섯 번째의 리더쉽 직급이다.
자격조건은 매월 단위로 120 QPV 의 제품을 구매하고, 개인 후원하는 하위라인에 4 명의 유급
펄이 있으며, 총 96,000 QV8 를 확보해야 한다.
유니레벨 로열티: 하위 8 개 레벨 + 인피니티 보너스(IB) + 블랙 펄 보너스(BPB) 수혜가능
배치 유급 직급 유지조건: 자격조건과 동일
개인 유급 직급 유지 조건 :
∙120 QPV
∙96,000 QV8 개인
∙480 ASQV4

￭ 하위라인
하위라인은 당신이 개인 후원하거나 배치 후원하는 IPC 이다. 당신은 당신이 개인 후원하고
배치한 이 IPC 들에게 교육을 하고 격려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 역동적 압축 롤업
누군가 중간에 낙오되어 자격이 안될 경우 지급이 회사로 인계되는 대신에 모든 레벨에
해당하는 커미션이 최대한 지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유급 직급을 기준으로 모든 커미션
볼륨(CV)을 압축. (본 용어 설명의 "누수" 참조)

￭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FSB)프로그램
새롭게 후원하는 IPC 의 처음 커미션 제품 구매일로부터 60 일 동안 각 CV 에 대해서 자격이
되는 상위라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참여하기 위한 요건은 각 세대는
케이스 오토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새로운 IPC 의 처음 주문인 150,000 CV 는 5 세대를
통해서 20%, 5%, 5%, 5%, 그리고 10%를 상위라인에게 지급한다. 만일 이 새로운 IPC 가 케이스
오토쉽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월 동안 120 QPV 를 초과한 구매를 할 경우, 이 IPC 는 20%의 개인
리베이트를 받고 1 세대부터 4 세대까지의 상위라인에게 각각 5%, 5%, 5%, 그리고 10%를
지급한다. 이렇게 새로운 IPC 가 개인리베이트를 받게 되면 개인 후원인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는 20%에서 5%로 떨어지게 되고, 4 세대의 상위라인은 5%에서 10%로 증가한다. 그리고,
5 세대의 상위라인은 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

￭ 패스트 스타트 기간
특정 조건하에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로 지급이 가능한 새로운 IPC 의 첫 커미션 구매일로부터
60 일 동안의 기간

￭ 세대
개인 후원 IPC 를 영입하는데 성공한 상위라인을 지칭한다.
신규 IPC 의 개인 후원인은 상위라인 첫 번째 세대이고 첫 번째 세대의 개인 후원인은 두 번째
세대이고 두 번째 세대의 개인 후원인은 세 번째 세대이다. 세 번째 세대의 개인 후원인은 네
번째 세대이고 네 번째 세대의 개인 후원인은 다섯 번째 세대이다.

￭ 인피니티 보너스(Infinity Bonus)
이 보너스는 8 단계를 초과하는 강력한 하위라인 조직을 구축한 IPC 를 위한 추가 보상이다.
회사의 10 번째 레벨에서 무한대까지 주어진 한 달 동안의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전세계 CCV 의
3%에 해당되며, 자격자에 대한 금액은 정해진 한도가 없다.

이 보너스는 자격자들 사이의 CAS20 점수 또는 CAS20 점수를 할인하여 비례 배분한다.

자격자들의 3 가지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케이스 오토쉽에 가입되어 있고 배치 유급 직급이 다이아몬드 펄 엘리트일 경우, 비례 배분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CAS20 점수의 25%를 사용한다.

2. 케이스 오토쉽에 가입되어 있고 배치 유급 직급이 더블 다이아몬드 펄인 경우, CAS20 점수의
50%만 사용하여 비례 배분 금액을 계산한다.

3. 케이스 오토쉽에 가입되어 있고 배치 유급 직급이 트리플 다이아몬드 펄인 경우,
CAS20 점수의 100%로 비례 배분 금액을 계산한다.

￭ 제이드
이것은 두 번째의 리더쉽 직급이다.
자격조건은 매월 단위로 1 상자의 타히티안 노니 주스 또는 120 QPV 의 제품을 구매하고, 개인
후원하는 배치 유급 직급이 코랄인 하위라인을 3 명 보유하고, QV6 가 4,800 점이 되어야 한다.
유니레벨 로열티: 하위 6 개 레벨
배치 유급 직급 유지조건: 120 QPV 에 상당하는 구매와 4,800 QV6
개인 유급 직급 유지 조건:
∙120 QPV
∙4,800 QV6 개인
∙480 ASQV4

￭ 레벨
당신의 조직에 배치되어 있는 IPC 의 단계를 지칭한다. 첫 번째 레벨은 당신 바로 밑에 있는
IPC 이다. 두 번째 레벨에 있는 IPC 는 첫 번째 바로 밑에 있고 세 번째는 두 번째 밑에 이런
식으로 있다.

많은 IPC 가 당신의 하위라인 레벨에 있지만, 당신의 상위라인 레벨은 당신 바로 위에 있는
IPC 부터 시작되는 직대 라인에 제한 되어 있다. 당신 바로 위가 상위라인 첫 번째 레벨이다.
상위라인 첫 번째 레벨 위에 상위라인 두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 위에 세 번째 레벨이 있다.
당신의 상위라인 레벨들은 한국 모린다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함에 있어 교육을 하고 도움을
준다.

￭ 설명서
설명서는 정책 설명서를 말한다. 이것은 적당한 개정을 포함한 IPC 계약을 사실적으로
참고하여 제작 되었다.

￭ PV 없는 제품
포인트 또는 볼륨 없이 IPC 에게 판매되는 제품
예: IPC 키트와 대부분의 프로모션제품

￭ 조직
조직은 당신 아래에 배치되고 그들의 판매 및 승급에 따라 당신이 로열티 또는 기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IPC 들로 구성된다. 당신과 한국 모린다의 계약상의 관계, 노니 제품의 대량 판매에
버금가는 당신의 조직은 당신 사업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다.

￭ 유급직급

IPC 는 직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린다 제품을 이용하고 판매하여 그들의 하위라인 조직을
구축하고 리더쉽과 마케팅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만일 지난달의 리더쉽 지위를 동일하게
만족하지 못한 IPC 는 그 직급을 여전히 차지 할 수 있지만 커미션은 현재의 자격에 따른
직급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다양한 직급에 대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위라인 조직에서
확실한 직급을 가진 IPC 를 보유해야 하고 더 이상 자격을 맞추지 않고 한번 달성한 회원자격에
의지 할 수 없다. "유급직급"이란 IPC 가 한때 해당 위치에서 리더였을 뿐 아니라, 현재도 특정
월 동안 그러한 리더쉽 신분을 유지할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펄(Pearl)
이것은 세 번째의 리더쉽 직급이다.
매월 120 QPV 의 상당하는 구매와, 개인 후원하는 배치 유급 직급이 제이드인 하위라인을 3 명
보유하고, QV6 가 24,000 점 이상이어야 한다.
유니레벨 로열티: 하위 7 개 레벨 + 블랙 펄 보너스 (BPB) 수혜가능
배치 유급 직급 유지조건: 120 QPV 에 상당하는 구매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경우
∙24,000 QV6 가 또는
∙30,000 QV7
개인 유급 직급 유지 조건:
∙120 QPV
∙24,000 QV6 개인 또는 30,000 QV7
∙480 ASQV4

￭ 개인 유급 직급
QV6 개인과 QV7 개인 또는 QV8 개인 볼륨으로 결정된다. 배치된 볼륨으로부터 발생되는
유니레벨 커미션 계산시 사용된다.
다음은 각 개인 유급 직급의 매월 자격조건이다.

∙IPC: 30 QPV 와 480 ASQV4
∙코랄: 120 QPV 와 480 ASQV4
∙제이드: 120 QPV, 4,800 QV6 개인과 480 ASQV4
∙펄: 120 QPV, 24,000 QV6 개인과 480 ASQV4 또는 120 QPV, 30,000 QV7 개인과 480 ASQV4
∙다이아몬드 펄: 120 QPV, 42,000 QV8 개인과 480 ASQV4
∙다이아몬드 펄 엘리트: 120 QPV, 72,000 QV8 개인과 480 ASQV4
∙더블 다이아몬드 펄: 120 QPV, 96,000 QV8 개인과 480 ASQV4
∙트리플 다이아몬드 펄: 120 QPV, 120,000 QV8 개인과 480 ASQV4

￭ 개인 리베이트
매월 120 QPV 를 초과하는 모린다 제품을 구매한 모든 회원에게 각 제품의 CV 의 20%를
개인리베이트로 지급한다. 케이스 오토쉽에 가입되지 않은 IPC 는 개인리베이트를 수령할 수
없으며 이것은 구매량에 대해 할인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 개인 리베이트 커미션 볼륨
월 120 QPV 를 초과하는 CAS 인 IPC 의 월 CV. 예를 들어, CAS 인 IPC 가 200 QV 와 150,000 CV 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PRCV 는 (200-120/200×150,000)=60,000 이다. 정규 CV 는 90,000 이며,
이는 120 QPV 와 연관된 수치이다.

￭ 개인 후원인
당신이 한국 모린다의 IPC 가 되도록 만든 개인. 향후 당신이 구매한 것과 당신의 승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IPC 는 다른 사람을 후원하여 개인 후원인이 될 수 있다.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와 새로운 직급달성은 개인 후원인과 연관이 있다.

￭ 개인 후원 라인 볼륨
당신과 당신이 개인 후원하는 IPC, 또 그들이 후원하는 IPC 등의 모든 볼륨을 말한다.

￭ 개인 후원하는 IPC
한국 모린다의 IPC 가 되도록 당신이 등록시키고 교육시키는 개인. 이 개인 후원하는 IPC 는
당신의 첫 번째 세대를 구성한다.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개인 유급 직급은 당신이 개인
후원하는 IPC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배치 후원 라인 연결 볼륨
모든 볼륨은 당신의 배치 후원 IPC 와 그의 하위라인 등으로부터 나온다.
￭ 배치 유급 직급
QV6, QV7, 또는 QV8 과 하위라인의 직급으로 결정된다. 개인 후원라인 볼륨에 대한 키미션을
받는데 사용된다
배치 유급 직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IPC
∙코랄
∙제이드
∙펄
∙다이아몬드 펄
∙다이아몬드 펄 엘리트
∙더블 다이아몬드 펄
∙트리플 다이아몬드 펄

￭ 배치 후원인
한국 모린다 IPC 로서 당신의 상위라인을 가리킨다. 당신의 개인 후원인의 결정에 의해서
당산의 개인 후원인 또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개인 후원과 관계없이 당신의 하위로
배치된 IPC 의 CV 로부터 유니레벨 커미션이 지급된다.

￭ PFC 회원
PFC 회원이란 최소한의 활동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PFC 회원은
회원가격으로 그들의 회원번호를 이용하여 구매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유니레별 커미션과 당신의 하위라인의 구매에 대한 어떠한
보너스도 받을 수 없다. 또한 당신의 하위라인에 새로운 배치 후원이나 개인 후원을 할 수가
없다. 다만, 개인과 배치 후원인 변경 제도에 따라 개인 후원인에 의해 이동될 수는 있다.
무기한적으로 PFC 회원으로 남아있길 원하는 IPC 는 매 1 년 단위로 갱신비 9,000 원을 지불하여
PFC 회원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만일 어떠한 갱신도 되지 않으면 회원자격은 박탈된다.
PFC 회원인 어떤 IPC 가 PFC 회원 복직 신청서와 복직 비용 9,000 원을 제출하면 현직 IPC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 만일 케이스 오토쉽 신청을 같이 할 경우 복직비용 9,000 원은 감면 된다.
복직 신청은 현직 IPC 의 자격을 갖추는 한 유지 되며 IPC 의 갱신일이 지나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IPC 는 오직 갱신일 전에만 복직 할 수 있다.

￭ 제품
모린다 IPC 에게 판매 또는 개인 사용을 허가된 한국 모린다 제품을 말한다.

￭ 퀄리파잉 압축
PFC 회원 롤업을 포함한 퀄리파잉 압축은 IPC 가 직급을 유지하고 달성하는 것을 도와준다.

￭ 개인 자격 볼륨(QPV)

IPC 의 개인 볼륨을 포인트로 보여준다. 이것은 하위라인의 소매 주문에 대한 QV 도 포함된다.

￭ 자격 볼륨(QV)
커미션이 있는 각 모린다 제품은 점수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한 상자의 노니 주스의 QV 는 120
점이다. 모든 구매에 대한 점수의 합계는 1 개월 단위로 합산된다.

￭ QV6 개인
6 단계의 배치 라인 사이의 개인 후원 라인 볼륨.
이것은 개인 유급 직급을 위한 자격조건으로 사용된다. 또한, 배치된 볼륨에 대한 유니레벨
커미션 계산할 때 사용된다.
적용
∙개인 유급 직급 제이드: 최소한 4,800 QV6 개인 점수를 보유해야 개인 유급 직급 제이드를
달성할 수 있다.
∙개인 유급 직급 펄: 최소한 24,000 QV6 개인 점수를 보유해야 개인 유급 직급 펄을 달성할 수
있다.

￭ QV7 개인
7 단계의 배치 라인 사이의 개인 후원 라인 볼륨.
이것은 개인 유급 직급을 위한 자격조건으로 사용된다. 또한, 배치된 볼륨에 대한 유니레벨
커미션 계산할 때 사용된다.
적용
∙개인 유급 직급 펄: 최소한 24,000 QV6 개인 또는 30,000 QV7 개인 점수를 보유해야 개인 유급
직급 펄을 달성할 수 있다.

￭ QV8 개인
8 단계의 배치 라인 사이의 개인 후원 라인 볼륨.
이것은 개인 유급 직급을 위한 자격조건으로 사용된다. 또한, 배치된 볼륨에 대한 유니레벨
커미션 계산할 때 사용된다.
적용
∙개인 유급 직급 다이아몬드 펄: 최소한 42,000 QV8 개인 또는 다이아몬드 펄 엘리트는 72,000
QV8, 더블 다이아몬드 펄은 96,000 QV8, 트리플 다이아몬드 펄은 120,000 QV8 을 각각 보유해야
한다.

￭ R1 - R8
로열티 레벨 1 부터 8 은 역동적 압축의 결과이다.
이것은 유니레벨 커미션이 지급되는 레벨이다. 이 레벨과 로열티 레벨의 차이는 얼마나 많은
주문이 압축 되었는지 나타낸다.

￭ 로열티
이것은 유니레벨로 전환된 IPC 에게 지급되는 커미션이다. 로열티 레벨은 R1, R2, R3 등으로
불려진다.

￭ 직급
IPC 는 활동적으로 모린다 제품을 사용하고 판매한 하위라인 조직에 의해서 직급 자격을 달성
수 있다. 직급은 하위라인의 다양한 레벨로 지급되는 커미션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이 될 수
있고 IPC 의 다른 특권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 모린다의 회원자격을 가지고 있는 한, 한 번 달성한 직급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더 높은 직급을 달성하여 지급 받기 위해서는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활동적인 촉진
활동을 하위라인에서 해야만 한다.

￭ 트루 퍼포머스 보너스(TPB)
모린다 인터내셔널의 트루 퍼포머스 보너스는 ASQV4 를 증가시키는 개인에게 보상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보너스 할당액은 한 달 동안 전세계 커미션 변환 수치의 2%이다.
한국 매출 CV 의 2% 내에서 금액에는 한도가 없으며 자격자들의 ASQV4 의 4 단계 점수로 비례
배분하여 매월 지급된다. 신규와 기존 IPC 모두 자격이 된다.

￭ 총 지급
각 주문에 대한 총 커미션 지급은 CV 의 53%이다. (45%는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또는 유니레벨
커미션, 2%는 트루 퍼포머스 보너스, 3%는 인피니티 보너스, 3%는 블랙펄 보너스 = 53%)
※한국에서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0 조 3 항 시행령 제 27 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CV 조정을 통해 매출액(VAT 포함) 대비 35% 이내로 지급한다.

￭ 트리플 다이아몬드 펄
7 번째의 가장 높은 리더쉽 직급이다.
자격조건은 매월 단위로 120 QPV 에 상당하는 본인구매와 개인 후원하는 배치 유급 직급이
펄인 하위라인이 5 명이 있고, 매월 120,000 QV8 를 충족해야 한다.
유니레벨 로열티: 하위 8 개 레벨 + 인피니티 보너스(IB) + 블랙 펄 보너스(BPB) 수혜가능
배치 유급 직급 유지조건: 자격조건과 동일
개인 유급 직급 유지 조건:
∙120 QPV
∙120,000 QV8 개인
∙480 ASQV4

￭ 유니레벨 플랜(UNLV)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가 아닌 매월 지급되는 커미션이다.
역동적 압축과 유급 직급을 포함한 배치 후원 라인을 따라서 지급된다.

￭ 상위라인
한국 모린다에 개인적으로 소개하여 책임이 있고 IPC 가 되도록 동기부여를 한 IPC. 상위라인은
하위라인을 지원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

￭ 볼륨
제품 구매로 발생되는 값이다. IPC 와 하위라인에서 발생되는 총 볼륨은 IPC 의 유급직급과
IPC 들이 얻는 커미션 레벨에 의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