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성 직급 — 커미션 주간의 일일 개인사업자 수익 차등 지급 최저 순위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달성한 직급이 
디렉터이지만 이 직급을 목요일을 제외하고 일주일 내내 유지하여 컨설턴트 직급으로 강등되면, 이 개인사업자의 
커미션 주간 활성 직급은 컨설턴트가 됩니다.

유급 직급 — 어쏘시에트가 해당 날짜에 대해 직전 30일 동안 적립한 본인의 PV와 동일한 날짜에 본인이 가입시킨 팀 
멤버의 BV 및/또는 직급을 기반으로 자격을 얻는 직급입니다.

현재 수당 지급 직급 컨설턴트가 되려면(시작 시 US$50/CA$55 보너스 지급!)

직급상승 
보너스

직급상승 보너스는 행사 상품으로 표준 아이사제닉스 팀 보상 플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문서 상에 명시된 금액은 이 행사에서의 최대 수익을 반영하며 액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같은 수당 주에 처음 또는 두 번째로 해당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명시된 사이클을 획득하기 전 주에 유급 컨설턴트가 되어야 합니다.

직급 조건 혜택

컨설턴트 컨설턴트 - 아이사제닉스 신규 회원 2인 가입을 도움

직추천 컨설턴트 20인 개발

•5 사이클 달성 및 컨설턴트 이상 활성 직급 보유*

•5 사이클 달성 및 컨설턴트 이상 활성 직급 보유*재달성

5-사이클 보너스 총액

US$50/CA$55

컨설턴트 1인당 US$100/CA$111(최대 20인)

US$250/CA$277

US$250/CA$277

US$500/CA$555

매니저/크리스탈 매니저 매니저 - 직추천 컨설턴트 2인 개발 

크리스탈 매니저 - 개인사업자가 된 지 60일 이내에 매니저 직급 달성

•1-스타 달성(10 사이클) 및 매니저 이상 활성 직급 보유*

•1-스타 달성(10 사이클) 및 매니저 이상 활성 직급 보유*재달성

10-사이클 보너스 총액

US$250/CA$277 

크리스탈 매니저 보너스

US$500/CA$555

US$500/CA$555

US$1,000/CA$1,110

디렉터/크리스탈 디렉터 디렉터 - 직추천 컨설턴트 6인 개발

크리스탈 디렉터 - 개인사업자가 된 지 120일 이내에 디렉터 직급 달성

•2-스타 달성(20 사이클) 및 디렉터 이상 활성 직급 보유*

•2-스타 달성(20 사이클) 및 디렉터 이상 활성 직급 보유*재달성

20-사이클 보너스 총액

US$750/CA$832 

크리스탈 디렉터 보너스

US$1,000/CA$1,110

US$1,000/CA$1,110

US$2,000/CA$2,220

이그제큐티브/크리스탈 이그제큐티브 이그제큐티브 - 직추천 컨설턴트 10인 개발

크리스탈 이그제큐티브 - 개인사업자가 된 지 180일 이내에 디렉터 직급 달성

•3-스타 달성(40 사이클) 및 이그제큐티브 이상 활성 직급 보유*

•3-스타 달성(40 사이클) 및 이그제큐티브 이상 활성 직급 보유*재달성

40-사이클 보너스 총액

US$1,000/CA$1,110  

크리스탈 이그제큐티브 보너스

US$1,500/CA$1,665

US$1,500/CA$1,665

US$3,000/CA$3,330

총 보너스 = US$10,550/CA$11,709

특정 시가는 외환 승수를 이용하여 계산됩니다. 특정 시장 내 가치를 계산할 때는 명시된 미화 달러 액수를 해당 시장의 적절한 외환 승수로 곱하십시오. 이 값은 매 분기마다 공시된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다음 분기까지 유효합니다.

직급과 사이클을 올리고 스타(그리고 추가 보너스)를 획득하세요!
모든 직급상승 보너스를 받으면 US$10,000/CA$11,100 이상이 주어집니다!

핵심 용어

직급상승 보너스

2018년 8월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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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커스토머 퍼스트 전에 직급상승 보너스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오, 직급 달성 후에만 보너스를 1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급상승 보너스는 어떤 방식으로 지불됩니까?

•  US$50/CA$55 컨설턴트 보너스는 1주 후에 주단위로 한 번에 
지불됩니다.

•  US$100/CA$110 직추천 컨설턴트 보너스는 1주 후에 주단위로 한 
번에 지불됩니다.

•  크리스탈 매니저, 크리스탈 디렉터, 크리스탈 이그제큐티브 보너스는 
1주 후에 주단위로 한 번에 지불되고, 사이클에 기반한 모든 보너스는 
2주 후에 주단위로 한 번에 지불됩니다.

이미 직급상승 보너스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행사 자격에 
해당될까요? 이번에도 참여해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오, 이미 직급상승 보너스를 받은 적이 있다면 본 행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크리스탈 상위 직급을 처음 달성한 개인사업자만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너스는 무엇입니까?

5 사이클과 컨설턴트 직급을 2016년 1월 11일 이전까지 달성하면 5 
사이클 보너스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보너스의 
경우, 수령 자격이 유지됩니다. 

본 문서 상에 명시된 금액은 이 행사에서의 최대 수익을 반영합니다. 아이사제닉스 보상 플랜을 통한 수익은 개별적인 개인사업자의 사업, 

사교 기술, 영업능력, 개인적인 야망 및 활동, 시간과 재정적 자원의 여부 및 가족, 친구, 사업인맥의 규모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사제닉스는 특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 노력, 개인적 자금을 투자하고서도 유의한 성공결과를 얻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 수익은 IsagenixEarnings.com 에서 아이사제닉스 수익공개규정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한정. 

본 행사는 2017년 8월 13일-2018년 1월 14일 기간 내 직급 승격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이사제닉스는 이같은 판촉행사를 언제든지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제닉스는 규정 회피, 판촉행사 조작 시도 일체를 

사전에 예방 또는 시정하고 판촉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고수하고자 인증 또는 기타 상품을 조정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갖습니다.

회원에는 개인사업자, 특별 고객 및 일반 고객이 포함됩니다.

특정 시가는 외환 승수를 이용하여 계산됩니다. 특정 시장 내 가치를 계산할 때는 명시된 미화 달러 액수를 해당 시장의 적절한 외환 승수로 

곱하십시오. 이 값은 매 분기마다 공시된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다음 분기까지 유효합니다.

내가 달성한 직급에 무엇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그제큐티브 매칭 팀 보너스 및 PIB로 얻은 사이클은 달성 직급에 
반영됩니다. 리테일 수익은 달성 직급에 반영되나, 보너스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 홍길동 씨는 현재 수당 지급 직급 이그제큐티브이고 1 커미션 주간 
사이클을 38회 달성했습니다. 같은 커미션 주간에 홍길동 씨는 본인의 
이그제큐티브 매치에서 1 사이클을 얻고 1 커미션 주간 2인의 신규 
회원으로부터 PIB를 US$60/CA$67 벌었으며, 아이사제네시스 전반적 
건강  
및 장수 시스템에 신규 회원 1인(US$50/CA$56 PIB) , 9-데이 시스템에 
신규 회원 1인(US$10/CA$11 PIB)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커미션 주간 동안 홍길동 씨의 사이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38 사이클

 1 사이클 - 이그제큐티브 매칭 팀 보너스

 +1 사이클  - PIB – US$60 PIB/US$54 (사이클 값)/ CA$67 PIB/
CA$60 (사이클 값)

40 사이클

이 시나리오에서 홍길동 씨는 3-스타 보너스를 달성하게 되고(40 
사이클 + 수익 차등 지급 이그제큐티브) US$3,000/CA$3,330 3-
스타 보너스의 첫 지급(US$1,500/CA$1,555)을 받습니다. 달성 
직급은 지급 받는 주까지 확인되지 않으니 이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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