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세 글로벌 제한된 보증금 보너스
이것 권하다 ~이다 제공 ~에 의해 우세, 거래 아래에 우세 글로벌 제한된 (여기서
"회사" 또는 "Vantage")는 회사의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프로모션 자귀 그리고 정황
1. 이것 권하다 ~이다 사용 가능.
보증금 기간: 1 2022년 1월 에게 31 2022년 12월
거래 기간: 1 1 월 2022년 에게 31 12 월 2023년
2. 이것 권하다 ~이다 사용 가능 에게 모두 밴티지스 클라이언트
WHO 라이브 ~에 그만큼 다음 국가/지역:

태국,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홍콩,
대만, 러시아, 한국, 카자흐스탄, 몽골, 캄보디아, 일본, 마카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3. 우세 ~ 할 것이다 권하다 이것 에게 새로운 그리고 기존의 클라이언트 ~에
그것의 재량. 만약에 너 ~이다 ~ 아니다 귀하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Promotions@vantagemarkets.com 으로 문의하십시오.
3.1 레버리지가 1000:1인 계정은 이 예금 보너스 프로모션을 포함한 모든 신용
유형 프로모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4. 신규 고객은 Vantage에서 새로운 라이브 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즉, "데모"
계정이 아님). 에 의해 열리는 ㅏ 새로운 계정 ~와 함께 우세, 그만큼 고객 인정
그들 본 이용약관과 Vantage 이용약관을 읽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5. 에게 참가하다 ~에 이것 권하다, 고객 ~해야하다 옵트 에게 be 부분 의
이것 프로모션 클라이언트 포털을 통해 자신의 결정을 확인합니다.
6. 자격이있는 클라이언트 ~ 할 것이다 받다 신용 거래 보너스 ~처럼 당 아래에:
1. 50% 의 당신의 첫 번째 보증금, 위로 에게 $500 신용 거래 (베이스 통화)
2. 20% 의 당신의 후속 예금.
"다음에 매장" 수단 어느 매장 너 만들어진 ~ 후에 당신의 첫 번째 보증금, 또는 첫
입금에서 $1,000를 초과하는 부분.
여기 ~이다 일부 예 의 어떻게 많이 신용 거래 보너스 너 ~ 할 것이다 가져
오기 기반을 둔 켜짐 최초 입금(FTD) 금액:

당신의
FTD

당신의 신용 거래 보너스

$500

$500 x 50% = $250

$1000

$1000 x 50% = $500

$5000

$1000 x 50% +$4000 x 20% =
$1300

7. 그만큼 총 신용 거래 양 ~이다 모자 ~에 ㅏ 최고 의 $10,000 USD 당 자격이있는
고객 이 제안 기간 동안 언제든지.
8. 내부 이체, 잔액 또는 현금 조정, 소개자/가맹점 리베이트 또는 커미션 의 어느
친절한 ~ 할 것이다 ~ 아니다 be 존경받는 새로운 매장 그리고 그러므로 ~ 할
것이다 이 제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Neteller와 Skrill을 통한 입금만 본 프로모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크레딧 금액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수익은 계정 가치에 반영됩니다.
마찬가지로 손실은 계정 가치에서 차감됩니다. 모든 이익 생성 ~에서 그만큼
이용 의 그만큼 보너스 ~이다 사용 가능 ~을위한 철수 ~처럼 우리의 철회 절차에
따라.
11. 예치금 및/또는 이익의 일부/전체를 인출하기로 선택하면 그에 따라 부분 거래
크레딧/모든 크레딧이 귀하의 계정에서 제거됩니다. 우리는 잔액의 20%에
비례하여 크레딧 보너스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12. 너 할 수 없다 옮기다 당신의 보너스 ~ 사이 당신의 거래 계정.
13. 귀하의 계정 자산이 귀하의 계정에 있는 거래 크레딧보다 적은 경우 나머지
크레딧은 할 수있다 be 빼는 ~에 우리의 재량, 어느 ~ 할 수 있었다 ~에 회전하다
힘 ㅏ 그만 밖 의 계정의 모든 열린 위치.
14. 이것 프로그램 ~ 할 수있다 be 철회 ~에 어느 시각 의 밴티지스 고르는
그리고 계정 자격은 당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15. 당신의 신용 거래 ~ 할 것이다 be 제거됨 ~에 그만큼 시각 저것 그만큼 거래
기간 끝 없이 추가 공지.

일반 자귀 그리고 정황
그만큼 수행원 정황 적용하다 에게 모두 제안, ~하지 않는 한 명시적으로 정해진 그렇지
않으면:
● 제안 할 수 없다 be 사용 된 ~에 접속사 ~와 함께 어느 다른 제안.
● 모두 우세 제안 ~이다 오직 사용 가능 ~에 일치 ~와 함께 해당되는 법.
● 우세 제안 ~이다 ~ 아니다 설계된 에게 바꾸다 또는 수정하다 an. 개인의 위험
선호 또는 개인이 자신의 거래 전략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하도록
권장합니다.
● 클라이언트 ~해야한다 보장하다 저것 그들 작동하다 그들의 거래 계정 ~에 ㅏ
방법 거래의 편안함 수준과 일치합니다.
● 새로운 계정 ~이다 주제 에게 승인 ~처럼 당 밴티지스 계정 열리는 절차.
계정을 신청하는 개인은 Vantage에 계정을 신청하기 전에 현지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객 참조 ~에 의해 ㅏ 팸/맘 또는 돈 관리자 ~이다 ~ 아니다 자격이있는 에게
참가하다 Vantage에서 제공합니다.
● Vantage는 USDT, Neteller 및 Skrill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
지갑/암호화폐 채널을 통해 입금하는 경우 고객이 프로모션에서 크레딧
보너스를 청구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클라이언트 ~이다 ~ 아니다 허용 된 에게 사용 그만큼 신용 거래 보너스 에게
방지책 위치. 우세 추가 통지 없이 신용 보너스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고객의
자격을 취소하고 거래 계정에서 신용 보너스의 일부/전체를 제거하고
포지션을 헤징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전체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Vantage는 모든 참가 신청 또는 표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프로모션 ~에
그것의 밑창 재량, 없이 그만큼 필요 에게 제공하다 어느 정당화 또는 그러한
감소의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 Vantage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제안 또는 프로모션에 대한 고객의 참여를 제외
및/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단지 ~을위한 그만큼 혜택 의
수입 ㅏ 혜택); 비) 그만큼 고객 ~이다 설립하다 에게 be 고객 계약을
위반하거나 프로모션 이용 약관을 위반했습니다. 에 사례 그런 비행 또는
그만큼 위반, 우세 ~ 일 것이다 가지다 그만큼 오른쪽 거래 계정에서 보너스
금액을 공제합니다.
● 우세 할 수있다 ~에 어느 시각 만들다 변경 사항 에게 이것들 자귀 그리고 정황
그리고 ~ 할 것이다 Vantage 웹사이트에 수정된 조건을 게시하여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지합니다. 귀하는 Vantage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본
약관을 정기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저것 너 동의하기
어느 그런 수정 자귀. 우세 매장량 언제든지 단독 재량으로 제안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우세 할 수있다 ~에 어느 시각, ~에 그것의 밑창 재량, 중지 또는 폐하다
어느 의 그것의 판촉.
● 모두 우세 프로모션 오직 적용하다 에게 우세 기준 계정 ~하지 않는 한 달리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모든 Vantage 프로모션은 유효한 STP 및 ECN 계정에만 적용됩니다. Cent
계정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 Vantage는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비용,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에 연결 ~와 함께 이것 권하다 그리고 어느 ~에 의해 법 할 수있다 ~
아니다 be 제외 된 ~에 의해 본 약관.
● 만약에 이것들 자귀 그리고 정황 ~이다 번역 ~ 안으로 ㅏ 언어 다른 ~보다 영어,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 버전의 약관이 우선합니다.

● 그만큼 공급자 의 이것 권하다 ~이다 우세 글로벌 제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