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비즈니스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더 큰 부를 얻으세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자연히 따라야 한다고 믿는 아이사제닉스는 본사 보상 플랜이 업계 최고라 
자부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현금 보너스, 무료 이벤트 티켓, 본사 인증 등등 더 많은 보상이 기다립니다. 

매니저

뱃지, 인증서, 다음 단계 팜플렛, IsaFYI 인증  
등록 및 본사 팀의 이메일 축하인사

MANAGER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크리스탈 매니저
가입 60일 안에 매니저 승격

US$250/CA$277 RAB, 크리스탈 뱃지, 인증서, 다음 단계 팜플렛, 
IsaFYI 인증 등록 및 본사 팀의 이메일 축하인사

MANAGER

디렉터

뱃지, 인증서, 넥스트 스텝 팜플렛, IsaFYI 인증 등록, 특별 선물: 
자기계발서와 본사 팀의 이메일 축하인사

director

인증서

크리스탈 디렉터
가입 120일 안에  디렉터 승격

US$750/CA$832 RAB, 크리스탈 뱃지, 인증서, 다음  
단계 팜플렛, IsaFYI 인증 등록 및 특별한 선물:  

자기계발서와 본사 팀의 이메일 축하인사

director
RAB*

RAB*

RAB*

이그제큐티브

A-리스트 플래티넘 등급에 오르신 것을 환영합니다.
 A-List 플래티넘 재등록 자격을 처음 부여 받으면 엘리트 A-리스트 플래티넘 회원이 됩니다.

뱃지, 인증서, IsaFYI 인증 등록, 10% 매칭 보너스, 판매 
프로모션 참여자격 부여 및 본사 팀의 이메일 축하인사

 10 + 플래티넘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인증 뱃지 + 행사 시 플래티넘 라운지 이용권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ecutive

인증서

인증서

크리스탈 이그제큐티브
가입 180일 안에 이그제큐티브 승격

US$1,000 /CA$1,100 RAB, 크리스탈 뱃지, 크리스탈 이그제큐티브 
리그 자격 인정, 인증서, IsaFYI 인증 등록, 10% 매칭 보너스, 판매 

프로모션 참여자격 부여 및 본사 팀의 이메일 축하인사

executive

10%
매칭보너스

10%
매칭보너스

 

영업 판촉으로 
보다 많은 수익

$

 

영업 판촉으로 
보다 많은 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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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서클

실버 서클

platinum

platinum

silver

...또한 주간 사이클이 
성장한 회원에겐 

실버 서클의 뱃지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골든 
서클을 향할 차례입니다.

별을 획득하세요!

gold isafyi

isafyi

isafyi isafyi

isafyi

isafyi

isafyi

플래티넘

여기서
출발

IsaFYI.com

consultant
executive

인증 범례

인증  
뱃지

직급 상승 인증서

IsaFYI.com에서  
인증 등록

3-스타 골든 서클  
인증 프로그램

클럽 식스 입장 권한

isafyi

*RAB = 직급 상승 보너스

본 간행물에 명시된 아이사제닉스 개인 사업자의 수익 수준은 단순한 예로써, 전형적이거나 평균적인 수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수입 레벨 달성은 개인사업자의 비즈니스 능력, 개인적 야망, 시간, 헌신, 활동 및 통계적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증 및 보너스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균 수익 정보는 개인 사업자 수익 관련 고지는 www.IsagenixEarnings.com에서 참조하십시오.

컨설턴트

consultant

US$50/CA$55 RAB, 뱃지, 인증서, 다음 단계 팜플렛, 본사 팀의 축하인사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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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sey Arm Patch

VIPVIP

gold isafyi

고객 케어
VIP 전용 라인

gold isafyi

내 인생의 항로를  
좌우하는 목적

RAB*

gold isafyi

이그제큐티브 보고서

이그제큐티브 리더십 프로그램

gold isafyi

인증

FONT
RECOGNITION

인증
인생을 바꿉니다.
자유를 창출합니다.



인증

FONT
RECOGNITION

인증

인증 
레벨 및 사이클 

요건
실버 서클 
실버 서클은 아이사제닉스 보상 플랜에서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는 컨설턴트, 매니저, 크리스탈 매니저, 
디렉터 및 크리스탈 디렉터의 공을 인정해주는 본사의 방식입니다. 더 많은 별을 추가로 회원에게는  
성공을 기념하는 우아한 새 뱃지를 드립니다. 

컨설턴트, 매니저, 크리스탈 매니저, 디렉터 및 크리스탈 디렉터

1-스타 실버 서클 10 사이클 연간 $28,080–$53,352

2-스타 실버 서클 20 사이클 연간 $56,160–$109,512

3-스타 실버 서클 40 사이클 연간 $112,320–$165,672

4-스타 실버 서클 60 사이클 연간 $168,480–$277,992

5-스타 실버 서클 100 사이클 연간 $280,800–$418,392

6-스타 실버 서클 150 사이클 연간 $421,200–$558,792

7-스타 실버 서클 200 사이클 연간 $561,600–$699,192

8-스타 실버 서클 250 사이클 연간 $702,000-$839,592

컨설턴트
“본인 + 2인”
컨설턴트가 되려면 활성 상태를 유지하고 나의 레프트 
영업팀과 라이트 영업팀에 각 1인의 직추천 컨설턴트를 
개발해야 합니다.

매니저
“본인 + 2인, 내 컨설턴트 + 2”
매니저가 되려면 활성 상태를 유지하고 2인의 직추천 
컨설턴트를 개발해야 합니다.

크리스탈 매니저
“본인 + 2인, 내 컨설턴트 + 2”
크리스탈 매니저가 되려면 활성 상태를 유지하고 2인의 직추천 
컨설턴트를 가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발해야 합니다.

디렉터
“본인 + 2인, 내 컨설턴트 + 2” (x3)
디렉터가 되려면 활성 상태를 유지하고 6인의 직추천 
컨설턴트를 개발해야 합니다.

크리스탈 디렉터
“본인 + 2인, 내 컨설턴트 + 2” (x3)
크리스탈 디렉터가 되려면 활성 상태를 유지하고 6인의 직추천 
컨설턴트를 가입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개발해야 합니다.

골든 서클 레벨 이그제큐티브 및 크리스탈 이그제큐티브 

1-스타 골든 서클 10 사이클 연간 $28,080–$53,352

2-스타 골든 서클 20 사이클 연간 $56,160–$109,512

3-스타 골든 서클 40 사이클 연간 $112,320–$165,672

4-스타 골든 서클 60 사이클 연간 $168,480–$277,992

5-스타 골든 서클 100 사이클 연간 $280,800–$418,392

6-스타 골든 서클 150 사이클 연간 $421,200–$558,792

7-스타 골든 서클 200 사이클 연간 $561,600–$699,192

8-스타 골든 서클 250 사이클 연간 $702,000-$839,592

골든 서클
골든 서클 프로그램은 새롭게 아이사제닉스 수익을 경신하는 이그제큐티브와 크리스탈 이그제큐티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별을 추가로 더 모으는 회원에게는 성공을 기념하는 우아한 새 뱃지를 드립니다. 

이그제큐티브
“본인 + 2인, 내 컨설턴트 + 2” (x5)
이그제큐티브가 되려면 활성 상태를 유지하고 10인의 
직추천 컨설턴트(레프트 팀에 5인, 라이트 팀에 5인)를 
개발해야 합니다.

크리스탈 이그제큐티브
“본인 + 2인, 내 컨설턴트 + 2” (x5)
크리스탈 이그제큐티브가 되려면, 활성 상태를 유지하고 10
인의 직추천 컨설턴트(레프트 팀에 5인, 라이트 팀에 5인)를 
가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발해야 합니다.

아이사제닉스 백만장자
아이사제닉스 가입 후 $1백만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린 개인사업자

플래티넘 레벨 이그제큐티브 및 크리스탈 이그제큐티브

7-스타 플래티넘 200 사이클 연간 $561,600–$699,192

8-스타 플래티넘 250 사이클 연간 $702,000–$839,592

9-스타 플래티넘 300 사이클 연간 $842,400–$979,992

10-스타 플래티넘 350 사이클 연간 $982,800–$1,120,392

11-스타 플래티넘 400 사이클 연간 $1,123,200–$1,260,792

12-스타 플래티넘 450 사이클 연간 $1,263,600–$1,401,192

13-스타 플래티넘 500 사이클 연간 $1,404,000–$1,541,592

14-스타 플래티넘 550 사이클 연간 $1,544,400–$1,681,992

15-스타 플래티넘 600 사이클 연간 $1,684,800–$1,822,392

16-스타 플래티넘 650 사이클 연간 $1,825,200–$1,962,792

17-스타 플래티넘 700 사이클 연간 $1,965,600–$2,103,192

18-스타 플래티넘 750 사이클 연간 $2,106,000–$2,243,592

19-스타 플래티넘 800 사이클 연간 $2,246,400–$2,383,992

20-스타 플래티넘 850 사이클 연간 $2,386,800–$2,524,392

플래티넘
재등록 순위를 참조해 성공의 폭을 무한대로 늘리세요. 225 사이클을 달성하고 재응모 자격을 승인받으면 아이사제닉스의 
인증 최고 직급인 플래티넘이 되십니다. 별을 추가로 더 모으는 회원에게는 성공을 기념하는 우아한 새 뱃지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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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바꿉니다.
자유를 창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