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아이사제닉스는 전 세계의 모든 어소시에트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환율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당사의 목표는 불확실한 환율 변화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혜택  
• 전 세계 모든 어소시에트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는 리더에게 긍정적인 영향 전달
• 어소시에트 각 국가에서 창출한 비즈니스 볼륨(BV)에 대해 동등하게 급여를 받게 됩니다
• 아이사제닉스 임원진이 해당 분야와 협력하여 개발한 업계 최고의 정책

운영 방식
아이사제닉스는 어소시에트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각 국가의 볼륨 출처에 기반하여 수당 승수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수당 승수는 각 
국가에서 나오는 볼륨의 양의 고유한 가중 평균이며 해당 수당의 승수로 사용됩니다.*

새로운 수당 승수는 매 분기마다 계산 및 업데이트되며, 볼륨의 최소 10% 이상이 자국의 외부에서 발생한 모든 어소시에트에 적용됩니다.

분기 동안 주당 평균 250 사이클의 미국 볼륨을 달성한 어소시에트는 홈 마켓에 관계없이 수당에 대해 동일한 미국 환율을 받게 됩니다.

주요 용어
아이사제닉스 환율 인자 – 해당 시장의 미국과의 현재 환율과 해당 시장의 아이사제닉스 환율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이 인자는 
분기별로 시장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환율 인자 – 어소시에트가 비즈니스 볼륨을 얻는 각 시장에서 생산된 비즈니스 볼륨에 기반하여 각 어소시에트에 고유한 가중 평균.

수당 승수 – 어소시에트의 홈 마켓의 현재 시장 환율과 어소시에트의 개인 환율 인자를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수당 승수는 어소시에트의 수익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2021년 3분기 비율

아이사제닉스 인터내셔널, LLC
환율 정책

 업데이트 날짜: 2021년 7월 1일

국가 아이사제닉스 환율 승수 현재 시장 환율 아이사제닉스 환율 인자
호주 1.11 1.30 85.2%
오스트리아 0.90 0.81 100.0%
벨기에 0.90 0.81 100.0%
캐나다 1.11 1.22 91.2%
덴마크 0.90 0.81 100.0%
핀란드 0.90 0.81 100.0%
프랑스 0.90 0.81 100.0%
독일 0.90 0.81 100.0%
홍콩 7.76 7.76 100.0%
아일랜드 0.90 0.81 100.0%
이탈리아 0.90 0.81 100.0%
일본 108.00 108.00 100.0%
멕시코 18.90 20.01 94.5%
뉴질랜드 1.28 1.40 91.3%
노르웨이 0.90 0.81 100.0%
폴란드 0.90 0.81 100.0%
포르투갈 0.90 0.81 100.0%
대한민국 1000.00 1000.00 100.0%
스페인 0.90 0.81 100.0%
스웨덴 0.90 0.81 100.0%
스위스 0.90 0.81 100.0%
대만 32.79 27.75 100.0%
네덜란드 0.90 0.81 100.0%
영국 0.82 0.74 100.0%
미국 1.00 1.00 100.0%



예 
	n 예 1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 어소시에트는  
캐나다에서 비즈니스 볼륨의 91%,  
미국에서 비즈니스 볼륨의 9%를 생산합니다.
이 어소시에트는 자국 외부에서 10% 이상의 비즈니스  
볼륨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환율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아이사제닉스  
환율인 1.11이 사용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n 예 2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 어소시에트는  
캐나다에서 비즈니스 볼륨의 90%,  
미국에서 비즈니스 볼륨의 10%를 생산합니다.
이 어소시에트는 자국 외부에서 10% 이상의 비즈니스  
볼륨을 생산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율 정책이 적용됩니다.  
이제 개인 환율 인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가 캐나다 미국
개인 환율 인자 계산BV 백분율 90% 10%

아이사제닉스 환율 인자* 91.2% 100% 

가중 평균 계산 0.9 x 91.2%  
= 0.821

0.1 x 100% 
= 0.1

0.821 + 0.1  
=0.921

어소시에트의 개인 환율 인자는 0.921입니다.

그다음 어소시에트의 개인 환율 인자를 사용하여 수당 승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승수는 1.12입니다.
1.22 x 0.921 = 1.12

캐나다의 현재 시장 환율* 개인 환율 인자

주당 미국 사이클 값이 US$54인 경우, 해당 값에 수당 승수를 곱하여 어소시에트가 캐나다 달러로 받게 될 사이클 당 값을 결정합니다.

US$54 x 1.12 = CA$60.57/사이클

	n 예 3
캐나다에 거주하는 어소시에트가  
생산하는 비즈니스 볼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어소시에트는 자국 외부에서 10%  
이상의 비즈니스 볼륨을 생산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율 정책이 적용됩니다..  

미국 내  
900 BV

캐나다 내 
9,100 BV

총 비즈니스 
볼륨

9%
91%

미국 내  
1,000 BV

캐나다 내 
9,000 BV

총 비즈니스 
볼륨

10%
90%

총 비즈니스 
볼륨

45%
5%

5%

15%

25%5%

호주 내 500 BV

캐나다 내 500 BV

스페인 내 1,500 BV

멕시코 내 2,500 BV대만 내 500 BV

미국 내 4,500 BV

*환율은 첫 페이지의 표에 나와 있습니다. (번호 형식은 미국에 따라 다름)



국가 호주 캐나다 스페인 멕시코 대만 미국

개인 환율 인자 계산BV 백분율 5% 5% 15% 25% 5% 45%
아이사제닉스 
환율 인자* 85.2% 91.2% 100% 94.5% 100% 100%

가중 평균 계산 0.05 x 85.2%  
= 0.043

0.05 x 91.2%  
= 0.046

0.15 x 100%  
= 0.150

0.25 x 94.5%  
= 0.236

0.05 x 100%  
= 0.050

0.45 x 100%  
= 0.450

0.043 + 0.046  
+ 0.150 + 0.236  
+ 0.050 + 0.450  

= 0.974

어소시에트의 개인 환율 인자는 0.974입니다.

그다음 어소시에트의 개인 환율 인자를 사용하여 수당 승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승수는 1.19입니다.
1.22 x 0.974 = 1.19

캐나다의 현재 시장 환율* 개인 환율 인자

수당 승수는 획득한 수당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당 미국 사이클 값이 US$54인 경우, 해당 값에 수당 승수를 곱하여 
어소시에트가 캐나다 달러로 받게 될 사이클 당 값을 결정합니다.

US$54 x 1.19 = CA$64.09/사이클

*환율은 첫 페이지의 표에 나와 있습니다. (번호 형식은 미국에 따라 다름)

위의 예에서 어소시에트가 멕시코에 거주했다면, 
수당 승수는 19.50이 되고, 사이클당 값은 

1,052.83 멕시코 페소가 됩니다.

어소시에트가 대만에, 거주했다면, 수당 
승수는 27.03이 되고, 사이클당 값은 
1,459.78 New 대만달러가 됩니다.

이제 개인 환율 인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상플랜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요, 적립 방법과 기타 아이사제닉스 수당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아이사제닉스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귀하가 비즈니스 볼륨을 누적하는 
시장에 기반하여 개인 환율 인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 지급/명세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특정 수당(이그제큐티브 매치(Executive Match) 등)의 경우, 지급되는 
총 달러 금액은 개인 환율 인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시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수익에 업데이트된 환율 정책이 적용됩니까? 
아니요. 제품 소개 보너스(PIB)는 각 시장에 대한 고정 금액을 가지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제 비즈니스 볼륨에 대한 보고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백오피스의 “Teams(팀)” 섹션에서 각 아이사제닉스 시장에 대해 
누적된 BV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업데이트함으로써아이사제닉스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로벌 기업으로서 새로운 환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미국 달러와 
다른 국가의 통화 간에 환율 변동이 있을 경우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귀하가 어디에서 사업을 하든 
전 세계 모든 어소시에트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소시에트가 입사하여 국제 BV를 누적하기 시작하면 언제 인자를 
받습니까?
아이사제닉스는 BV가 전 세계적으로 누적된 전체 BV의 10%를 
초과하면, 특정 국가에서 누적된 BV를 포함할 것입니다. 어소시에트가 
회원등록 첫 분기 내에 국제 BV의 10% 이상을 적립하는 경우, 수당은 
현재아이사제닉스 환율을 따릅니다. 아이사제닉스는 향후 분기의 
비즈니스 볼륨을 검토하고 해당 멤버에게 수당 내역서에 개인 환율 
인자를 제공합니다.

언제 환율 정책이 시행되었습니까?
국제 시장의 경우, 이 정책은 2016년 12월 26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이 정책은 2018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2017년 7월 5일에 입사한 미국 어소시에트인 경우, 이 환율 정책이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요. 2018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입사하여 자국 밖에서 
비즈니스 볼륨의 10% 이상을 생산하는 미국 어소시에트만 영향을 
받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미국 볼륨이 주당 평균 250 사이클인 경우, 
수당을 계산하는 데 어떤 비율이 사용됩니까?
분기 동안 주당 평균 250 사이클의 미국 볼륨을 달성한 어소시에트는 
홈 마켓에 관계없이 수당에 대해 동일한 미국 환율을 받게 됩니다.
재등록 포지션은 환율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까?
미국 어소시에트: 2018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모든 
재등록 포지션은 재등록 내 구간의 비즈니스 볼륨을 기준으로 개인 
환율 인자를 계산합니다.
국제 어소시에트: 모든 재등록 포지션은 등록 날짜에 관계없이 재등록 
내 구간의 비즈니스 볼륨 대 두 구간을 합한 볼륨을 기준으로 개별 
개인 환율 인자를 평가합니다. 어느 옵션이건 더 나은 개인 환율 인자가 
사용됩니다.
이 변경 사항이 이벤트 티켓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국 외 해외 시장에서 개최되는 Core 4 Events™는 환율 정책을 
따르며,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장의 통화로 지급됩니다.
 이는 어소시에트의 연간 멤버십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연간 멤버십 비용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현지 시장의 통화로 
청구됩니다.
다른 프로모션 상품은 환율 정책에 어떻게 부합합니까?
일부 수익은 각 국가에 대해 고정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여행, 완료 
쿠폰 등과 같은 기타 프로모션 상품에는 환율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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