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휴프로그램



회사소개
"꿈이현실이됩니다"

K9Win은모든게임요구사항을충족하도록설계된최고의플랫폼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저희는정직성과투명성을자랑하는카지노로서고객께서최고의게임을

경험하실수있도록최고의시스템을제공합니다.

K9WIN은온라인카지노게임을제공할수있는완전한라이센스를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K9WIN에서플레이하는고객님께완벽한안전을제공합니다. 

K9WIN은캄보디아와필리핀에서라이센스를취득하였으며 K9WIN 웹사이트는

현재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대만, 브루나이및태국에서

이용가능합니다.

K9WIN은전세계모든곳의플레이어를환영합니다. 



K9WIN의 새로운 홍보대사
네마냐비디치 2020/2021
VIDA(네마냐비디치의별칭) 에대한더많은정보를기대해주세요!

네마냐비디치는전맨체스터유나이티드의주장입니다
그의견고한방어능력은세계에서최고로유명합니다

맨체스터유나이티드의주요트로피
리미어리그챔피언 5회
1. 리그컵 3회
2. 챔피언스리그 1회
3. 클럽월드컵 1회

FK 츠르베나즈베즈다의주요트로피
1. 세르비아와몬테네그로의첫리그 2003/2004
2. FR 유고슬라비아컵 2001/2002
3.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컵 2004/04

개인타이틀
1. FIFA 프로월드 XI : 2009 년및 2011 년
2. FIFA 프로월드 XI 4 팀 : 2013
3. 올해의프리미어리그 PFA 팀 : 2007/08; 2008/09; 2010/2011
4. 올해의프리미어리그선수 : 2008/09; 2010/11
5. 프리미어리그 20 시즌어워드 : 1992-93 ~ 2011-12
6. 이달의프리미어리그 : 2009 년 1월
7. MATT BUSBY 경올해의선수 : 2008/09
8. 올해의맨체스터유나이티드선수 : 2008/09
9. 올해의 ESM 팀 : 2006/07, 2008 / 09,2010 / 11
10. 즈베즈다최우수스포츠맨 : 2002
11. 올해의세르비아해외선수 : 2005,2007,2008,2010
12. 올해의세르비아축구선수 : 2005 & 2008



사람들이 K9WIN을 유일한 브랜드로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익공유에대한최대
40 %의커미션

장기적불로소득

제휴회원에
대한

정직, 명확및
투명성

다양한종류의
훌륭한
상품

제휴사의완벽한
지원



서비스홍보

고객가입
공유

고객가입이
비즈니스로
전환됨

가입상태
를추적할

수
있습니다

가입에대한
후속조치

제휴사되기

캐쉬적립



제휴프로그램
최대 55 % 주간커미션

회사수익은보너스 + 
리베이트를차감한후
계산됩니다.

제휴수수료는제휴회원의총
손실금액에따라달라집니다.

수수료계산의예 :
커미션적립
= (회사수익 -프로모션보너스 -
리베이트) x 커미션비율%



수익분배커미션계획
회원의루징금액에따라커미션지급이이루어집니다

다음표를참조하세요:

•월별커미션지급율은총루징액및총활동플레이어를기준으로결정됩니다. 즉
어느쪽이든먼저기준을채워야합니다. 모든판매실적은다음달로이월할수
없으며또한월별성과를기준으로자동계산됩니다.

회사수익예:

회원총루징액= 60,000,000  프로모션보너스 = 5,000,000 리베이트 = 5,000,000
커미션 = ( 60,000,000 - 5,000,000 – 5,000,000 ) x 55% = 27,500,000 (커미션 )

공제후월수익 월이용고객수 커미션지급율

0 - 25,000,000 KRW 2 45%

25,001,000 - 50,000,000 KRW 3 50%

50,000,000 KRW 이상 5 55%



고객을 찾는 방법
1.페이스북및기타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제휴링크를공유.

2. 유튜브홍보및광고.

3.모든포럼에서제휴링크와함께당사웹
사이트를공유.

4. K9WIN 서비스에관심이있는모든
친구에게공유.



제휴사에서어떻게지원할수있습니까?

-특별이벤트캠페인

* 제휴회원만을위해더많은특별이벤트또는토너먼트를진행할것입니다.

-프로모션
* 모든회원에게발표하기전에모든최신프로모션정보를먼저받아보세요.

* 귀하의모든고객에게이메일또는라이브챗으로최신프로모션정보를먼저제공합니다.

-고객지원
* 최고의고객지원팀이 24시간대기합니다. 고객서비스전문가가고객의모든질문을
처리합니다.
K9WIN은고객과의관계가좋기로잘알려져있습니다.

-제휴관리자
*제휴관리자는귀하의비즈니스구축에도움이되는모든종류의아이디어를

항상받아들일준비가되어있습니다. 저희는항상토론을위해열려있으며

지실을바탕으로한 최고의조언을드릴것입니다.

* 가입생성의성장을위해마케팅지원을제공합니다

-소셜미디어지원
* K9Win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광고및브랜드홍보대사를중심으로매우높은신뢰를
얻고브랜드인지도를얻기위해많은노력을할것입니다.



어떻게 가입합니까? 
K9WIN과함께하기전에간단한3단계:

1. K9winkr.com을
방문하세요

2.라이브채팅
혹는

텔레그램에
문의하세요.

3. 제휴 ID를받으세요



K9WIN 공식파트너



저희와함께하세요

@K9KRW@K9Winkr K9Winkr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