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지 이유
아이사제닉스와 Zija가 완벽하게 맞는 이유

우리는 전 세계인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진정으로 놀라운 일을 하겠다는 사명에 Zija와 

아이사제닉스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함께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스러운 건강 혁신

아이사제닉스는 결과, 변화, 웰니스에 대해 공동의 비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품질에 타협하지 않는 기준을 통해 Zija의  

자연스러운 건강 혁신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전은 품질, 투명성, 진실성에 타협하지 않는 검증된 제품을 통해, 

개인, 가족, 지역 사회가 영양, 건강, 웰니스를 향한 여정을 통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2. 이중 보상 플랜

아이사제닉스와 Zija 모두 이중 보상 플랜의 강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의 플랜 결합이라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팀은 플랜 간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플랜을 통해 크게 성장하는 동시에, 

아이사제닉스를 통해 넉넉한 보상을 추가할 특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사제닉스에는 직급 기반 수입 CAP이 

없습니다. 컨설턴트인 경우 주당 최대 $13,500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근시일 내에는 Zija 보상 플랜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는 모든 Zija 디스트리뷰터에게 아이사제닉스 디스트리뷰터가 되고 아이사제닉스 팀 보상 
플랜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날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3. 함께 만드는 더 훌륭한 건강 솔루션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웰니스 여정은 특별합니다. 디스트리뷰터들은 아이사제닉스와 Zija의 제품이 합쳐진 제품군을 

통해 한 회사에서는 결코 이용할 수 없었던 솔루션과 상호 보완적인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객들에게 

고객의 마음에 쏙 드는 다양한 제품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현대의 건강한 가족을 위해 만든 제품

아이사제닉스와 Zija는 사람들의 예산 내에서 이미 사용한 지출을 대체하는 데 중점을 두며, 진정한 건강과 웰니스가 

합리적인 비용일 수 있고, 합리적인 비용이어야 한다는 정신을 공유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개인, 가족, 

지역 사회를 위해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5. 가족 경영 비즈니스

켄 브레일스포드(Ken Brailsford)가 Zija를 비상장 기업으로 보호한 것처럼, 아이사제닉스 역시 공동 창립자인 짐과 캐시 

쿠버(Jim/Kathy Coover), 최고 비전 책임자인 에릭 쿠버(Erik Coover)와 함께 투자자/이사회 멤버인 짐 피어스(Jim 

Pierce)와 아이사제닉스 직원들이 소유하는 비상 기업입니다. 아이사제닉스 직원들은 회사의 공동 소유자로서, 여러분이 

새로운 수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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