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안 규칙

1. 더블 커미션과 비즈니스 스타터 키트의 50% 할인을 제공하는 이 제안은 2021년 9월24일 금요일 오전 12:01 부터 2021년 12월31일 금요일 오후 11:59 까지
미국 및 캐나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부시)

2. 2021년 9월24일과 2021년 12월31일 사이에 비즈니스 스타터 키드로 Shaklee에 합류하는 신규 디스트리뷰터에게 개방됩니다. 여기에는 이 프로모션 기간 동안
디스트리뷰터로 업그레이드하는 기존 손님 또는 회원이 포함됩니다.

3. Shaklee 는 키트가 포함된 모든 주문에 대해  표준 $49.95 비즈니스 스타터 키트 가격을 $25로 할인합니다.

4. 더블 커미션: 신규 디스트리뷰터는 2021년 9월24일 부터 2021년 12월31일 까지 프로모션 기간동안 수입에 대해 더블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신규 디스트리뷰터는 프로모션 기간 동안 월 최대 $1,000 더블 케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예를 들어, 프로모션 기간 동안 총 Shaklee 수입 $1,000 (모든 일반 보너스/커미션, 소매 이익, 모든 Prove It 및 Star Club 보너스 포함) 얻은 경우, 
Shaklee 는 수입을 두배로 늘려 $2,000로 만듭니다.

c. $21K in 2021 보너스는 더블 커미션에서 제외됩니다.

5. 더블 커미션 지급: 더블 커미션 지급은 PV월 마감 다음 달 25일경에 일반 월 커미션 지불과 별도로 지불됩니다.

6. 적격 주문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콜센터를 통한 주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Shaklee는 언제든지 이 제안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수입을 두 배로
*가입은 반 값으로 

12월 31일 까지 

Meology 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 최적의 영양 및 독특한 건강       
목표에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과학 기반의 정밀하게    

맞춤화된 보충제 계획.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Meology™ + Distributor Join Kit(사업자 키트) 

목적 
당신의 열정으로 전정한 
웰빙을 세상에 가져오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돕습니다.

융통성
당신은 보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기기에서 작업하세요. 

웰빙을 공유하고 혜택을 받으세요
우리와 함께 웨빙 사업을 시작하고 좋아하는 Shaklee 제품을 공유하여

지금 부터 12월31일 까지 더블 커미션을 받으세요(월 최대 $1000).   
단 $25에 지금 가입하십시요(반값)*‡

웰빙을 비즈니스로 선택하는 이유는 ?

†

†전체 평균 수입 테이터는 events.shaklee.com/average-incomes/ 에서 평균 연간 수입 면세서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엔센티브에 대한 정보는 images.shaklee.com/IncentiveBooklet2021-2022ENG.pdf 에서 2021-2022 인센티브 책자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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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매일 보수를† 받으시고 좋아하는
제품에 대한 할인을 즐기십시요. 

(또한 12/31 까지 두배 케미션 적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