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zline Business Center

Office without Limits

Partner Program

Vizline 파트너 프로그램 안내
Partner Program 문의전화:

1.201.399.4797

업무시간: 오전 10시 - 다음날 오후 1시 한국기준
오전 9시-자정 12시 미국동부 기준 (월-금, 미국공휴일 제외)

Vizline 파트너 프로그램 개요
Vizline 비지니스센터와 함께 더불어 성장할 파트너 여러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Vizline 비지니스 센터의 파트너로 등록하시면,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Vizline 비지니스 센터를
소개, 성사되는 계약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관심있는 거래처를 Vizline 비지
니스 센터에 직접 소개만 하면 되므로, 일체의 영업활동이나 사후관리가 필요없습니다.
Vizline 비지니스센터는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여 Live Receptionist 서비스와 Virtual Office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내/미국
내 유일한 회사로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진취적
인 일을 하면서, 동시에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Vizline 비지니스 센터 파트너 프로그램,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Vizline 파트너 프로그램 수수료 안내
Vizline 비지니스센터 파트너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후 3개월 동안 9개 이상의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파트너 자격이 인정
되어 다음과 같이 파트너 수수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파트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월 평균 3건 이상 혹은 3개월
간 9건 이상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성사시켜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리퍼럴 프로그램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Live Receptionist

수수료 %

지급시기

성사된 계약 서비스의 기본 월이용료 x 100%
(추가 이용료 제외, 3개월 이상 사용시)

계약시에 50% 일시불로 지급
3개월 뒤 나머지 50% 일시불로 지급

해당 월에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
기본 월이용료 총액 x 10%

계약해지까지 매달 지급 (2년 제한)

수수료 %

지급시기

성사된 계약 서비스의 기본 월이용료 x 50%
(추가 이용료 제외)

계약시에 일시불로 지급

해당 월에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
기본 월이용료 총액 x 5%

계약해지까지 매달 지급 (2년 제한)

Virtual Office

Vizline 리퍼럴 프로그램 수수료 안내
파트너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거래처 발굴을 하지 않고, 단발성으로 Vizline 비지니스 센터를 소개하여 계약이 성사되었을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Live Receptionist

Virtual Office

수수료 %

지급시기

성사된 계약 서비스의 기본 월이용료 x 100%
(추가 이용료 제외, 3개월 이상 사용시)

계약시에 50% 일시불로 지급
3개월 뒤 나머지 50% 일시불로 지급

수수료 %

지급시기

성사된 계약 서비스의 기본 월이용료 x 50%
(추가 이용료 제외)

계약시에 일시불로 지급

<상기 파트너 프로그램 안내을 참고하신 후, 다음 페이지의 파트너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Vizline Business Center

Office without Limits

Partner Program

Vizline 파트너 프로그램 신청서
Partner Program 문의전화:

1.201.399.4797

업무시간: 오전 10시 - 다음날 오후 1시 한국기준

신청인/신청회사 기본 정보

오전 9시-자정 12시 미국동부 기준 (월-금, 미국공휴일 제외)

신청인

신청 회사

한글 성명

한글 회사명

영문 성명

영문 회사명

주소

주소

전화 번호

전화 번호

핸드폰 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회사 홈페이지

신청 사유 및 계획
Vizline 비지니스센터 파트너 프로그램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 접수에 앞서 간단한 신청 사유와 계획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해당 신청 프로그램을 선택하십시오.
파트너 프로그램 (Partner Program)

리퍼럴 프로그램 (Referral Program)
(기존 고객일 경우, 리퍼럴 프로그램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신청 사유 및 간단한 마케팅 계획

3. 연락 가능한 시간대
* 만일 특정시간에 연락하기를 희망하시면 옆 공란에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 주
십시오. (상담가능시간: 월~금 한국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서명
위 신청인/신청회사는 Vizline 파트너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받고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Vizline 파트너 프로그램에
관한 어떤 정보도 Vizline 비지니스센터의 이해와 관련될 수 있는 업체나 개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서명
성명 및 회사내 직급

신청 날짜

* 서명 후 상기 신청서를 스캔하여 partner-korean@vizline.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1.888.858.1704로 팩스를 보내 주십시오.
* Partner Program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partner-korean@vizline.com 혹은 1.201.399.47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