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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을 위한 기존 자격 자발적 포기 요청

본 서식을 제출함으로써 아이사제닉스의 독립게약사업자로서 기존의 자격을 포기하고, 아이사제닉스 정책 및 절차에서 제시하는 유예 기간 후에 

재가입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오토십만 취소하고 싶다면 고객 지원 센터 전화 080-822-0255번으로 연락하십시오.

모든 요청은 아이사제닉스의 단독 재량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지침
1. 아래의 필수 항목을 모두 작성하고 서명해 주십시오.

2.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서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메일: CustomerServiceKR@IsagenixCorp.com

팩스: +82-2-6105-2348(본사)

우편: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 (유) 

주소: 061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한국섬유산업연합회(섬유센터) 삭제 요망: 06180 

아이사제닉스 고객 지원 센터 앞

3. 본 요청이 접수되면, 이메일 회신 또는 전화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4. 요청이 승인되면 아이사제닉스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을 기다린 후에 재가입해야 합니다.

하단 항목을 모두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아이사제닉스 독립계약사업자로서의 현재 자격을 포기하고자 함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현재의 자격과 

관련된 모든 혜택, 즉 본인이 직추천한 회원, 본인의 하위 라인에 대한 모든 권리 및 기존 자격과 관련된 모든 재무적 혜택을 상실하게 됨을 

이해합니다.

독립계약사업자나 고객으로 재가입하기 위해서는 아이사제닉스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며, 새로운 포지션에서 시작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의 이전 자격과 관련된 회원들을 본인의 직추천 또는 하위 라인으로 가입시키려 시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쏘시에트 ID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

새로운 직추천 스폰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새로운 배치 위치: 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요청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지에 관한 아이사제닉스 정책과 재가입을 위한 유예 기간
독립계약사업자로서, 귀하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 본인의 기존 자격을 유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 라인 조직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자격 보유자가 본인의 기존 아이사제닉스 포지션을 해지한 이후 다른 포지션에 

재등록하거나

다른 포지션과 관련된 소유권을 보유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본인의 가장 최근 활동(제품 주문이나 수당 지급) 일자로부터 6개월 후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개월간 아이사제닉스를 통해 

₩500,000 이상의 수당을 받은 경우, 가장 최근 활동 일자로부터 12개월 후에 재가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사제닉스는 배우자가 동일한 후원계보 상에 있는 경우 별도의 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별도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그 

배우자 또한 직급 관련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자신의기존 자격을 해지하거나 다른 포지션에 재가입 할 수 있습니다. 충족시켜야 할 요건을 

결정하는데 있어 부부 양자의 상태가 근간이 됩니다. 즉 요청 시점에 더 높은 직급에 있는 배우자의 직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유예 기간 동안 제품을 주문할 때 마다 그 유예 기간이 새롭게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할인된 회원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아이사제닉스 

제품을 구매하기 원하는 경우, 공식적인 재가입 요청 서식에 서명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본 서식을 제출한다는 것은 현재 자격(보상 플랜 포함)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요청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야만 하며 유예 기간 이후 어느 위치에 등록할 

생각인지 알려야 합니다. 이 예외적 요청을 처리함에 있어, 귀하의 포지션이 이미 상당 기간 비활동 상태였다 하더라도, 귀하에게 해당되는 유예 

기간은 귀하가 작성된 양식을 아이사제닉스에 제출하여 접수된 날짜로 부터 시작됩니다. 귀하의 해지 및 재가입에 대한 의사는 귀하의 현 직추천 

스폰서에게 통보되며 귀하의 구매로 부터발생하는 볼륨은 귀하의 현 직추천 스폰서에게 계속 누적됩니다.

관계자 사용용

수신 일자:  /  /  완료 일자 :  /  / 
처리자: ¨ 승인됨 ¨ 거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