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Nerium International Korea, Ltd.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1 아주빌딩 18층 (06141) 전화번호: 1800-5577 팩스번호: 02-6919-2213 모든 권리 보유. R0616

신규 브랜드파트너 등록 = 2포인트
• 직접 추천한 신규 브랜드 파트너가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소	500	PQV의 구매 조건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신규 우대고객 등록 = 1포인트
• 직접 추천한 신규 우대고객이 최소55	PQV이상의 구매 조건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포인트는 신규 우대고객 등록 시 한 번만 지급되며,	동일한 우대고객을 중복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우대고객의 신규 우대 고객 등록 = 1포인트
• 직접 추천한 우대고객이,	최소	55PQV	이상의 구매 조건으로 또 다른 신규 우대고객을 등록해야 합니다.

Fast Start Qualify(FSQ) 등록 = 1포인트
• 직접 추천한 신규 브랜드 파트너가 가입 후 첫	30일동안	FSQ	자격을 달성하도록 합니다.
• 직접 추천한 브랜드 파트너가	FSQ	자격 달성을 완료한 달에 포인트를 지급 받습니다.

프리미어 우대고객 유지 = 1 포인트
• 	신규 우대고객으로 등록한 후,	그 우대고객이	4개월간 연이어	ADO주문을 유지하여 프리미어 우대고객(PC)	자격을 달성하게

되면	1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단,	4월 프로모션으로 인해 프리미어 우대고객 자격을 획득한 우대고객의 경우,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우대고객에서 브랜드파트너로 업그레이드 = 1-2포인트
•	 	정상적인 자격취득에 의한(기존에 이미 가입한)	우대고객에서 브랜드 파트너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	2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시킨 브랜드 파트너가 신규 우대고객 등록으로 이미	1포인트를 획득한 상태라면,	

브랜드 파트너(500	PQV)로 업그레이드 시 추가	1포인트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리움에서는 브랜드파트너 여러분들을 위해 신규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네리움 라이프스타일 클럽(NLC)
을 시작합니다.	NLC는 직급에 관계없이 더 많은 브랜드파트너들에게 만족스러운 인센티브 보상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기부여의 선순환을 창출하도록 설계된 월간 인정 프로그램입니다.

포인트 취득 방법

태국 푸켓에서 개최되는 
모든 비용이 지원되는 럭셔리한 휴가를 획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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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본 규칙
•	 	브랜드파트너는 네리움 라이프스타일 클럽 인센티브 자격달성을 위해 매월 최소	5포인트 이상을	12개월간 연이어 취득해야	

합니다.		
•	 만약 브랜드파트너가 한 달간	5포인트 이상을 취득한 경우,	초과된 포인트는 최대	5포인트까지만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	 	브랜드파트너는 자격 달성을 위해	12개월간 연이어 매월 최소	5포인트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 달성 기간 중 한 달이라도	

조건 충족이 되지 않을 시,	처음	0	포인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각 브랜드파트너는 자격 달성 기간 중 액티브(80	ADV	또는	200	PQ)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프로모션 기간 동안 최소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이중	500PQV에 해당하는 신규 브랜드파트너가 최소	6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또 다른 방법으로,	브랜드파트너는 프리미어 우대고객(PC)	18명을 확보하거나,	혹은 브랜드파트너와 프리미어	
	 	 우대고객(PC)을 합산하여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4명의 신규 브랜드파트너와	6명의 프리미어	
	 	 우대고객(PC)을 등록 시킵니다.	혹은	3명의 신규 브랜드파트너와	9명의 프리미어 우대고객(PC)을 등록	
	 	 시킵니다.(3명의 프리미어 우대고객(PC)	등록으로	1명의 신규 브랜드파트너 등록으로 대체).	자격 취득을	
	 	 위해서 해당 프리미어 우대고객(PC)은 등록	4개월 기간 동안	500	PQV를 취득해야 합니다.

브랜드파트너 ~ NMD:
•	 12개월간 연이어 조건을 충족하여,	최소	60	포인트로	NLC	자격조건을 달성합니다.

1-Star NMD:	
•	 12개월간,	연이어 매월	5포인트를 취득하거나,	리더 레버리지(Leader	Leverage)*를 통해	NLC자격조건을 달성합니다.	1-Star	

NMD는 오픈 레그**에 최소	10명의 클럽 자격 조건이 되는 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하나의 오픈 레그에	5명까지만	
인정됩니다.

2-Star NMD:
•	 12개월간,	연이어 매월	5포인트를 취득하거나,	리더 레버리지(Leader	Leverage)*를 통해	NLC자격조건을 달성합니다.		

2-Star	NMD는 오픈 레그**에 최소	5명의 클럽 자격 조건이 되는 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Star NMD 또는 이상 직급:
•	 12개월간,	수당 직급이	3-Star	또는 그 이상의 직급으로 유지하게 되는 경우,	바로	NLC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격조건 달성기간:	2016년	5월	-	2017년	4월

•	 2016년	4월의 스페셜 킥오프 자격 달성 프로모션:
	 –	 2016년	4월9일 이후(4월1일~8일은 프로모션 제외)부터 취득하는 포인트는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5월로 이월됩니다.
	 –	 예:	브랜드파트너가	4월(9일~30일)에	12포인트를 취득하면,	5포인트는	5월로 이월 되어	5월에 획득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5포인트는	6월로 이월됩니다.	단,	4월에 획득한	12	포인트 중 최대	10포인트까지만 이월됩니다.
	 	 (5월에	5포인트,	6월에	5포인트,	7월에	2점은 적용 안 됨)

네리움 라이프스타일 클럽 자격조건 달성 방법

자격조건 달성기간

*리더 레버리지 (Leader Leverage)는 1-Star NMD 이상 직급을 위한 추가적인 자격 달성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월 5포인트를 취득하거나 또는 매월 1-Star NMD 또는 그 이상 직
급을 유지함으로써 해당월의 NLC 자격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픈 레그 = NMD를 포함하지 않은 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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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US MONTH:  2016년 4월
활동 수량 포인트

신규 브랜드파트너 등록 
2 포인트

신규 우대고객 등록 
1 포인트

FAST START
QUALIFY(FSQ) 등록
1 포인트

프리미어 우대고객 유지 
1 포인트
우대고객의 신규 우대
고객 등록 
1포인트
우대고객에서 브랜드파트너로
업그레이드
1-2포인트
획득 포인트

지난 달 이월 포인트

포인트 합계

2016년 5월 2016년 6월 2016년 7월 2016년 8월
활동 수량 포인트 활동 수량 포인트 활동 수량 포인트 활동 수량 포인트

신규 브랜드파트너 등록 
2 포인트

신규 브랜드파트너 등록 
2 포인트

신규 브랜드파트너 등록 
2 포인트

신규 브랜드파트너 등록 
2 포인트

신규 우대고객 등록 
1 포인트

신규 우대고객 등록 
1 포인트

신규 우대고객 등록 
1 포인트

신규 우대고객 등록 
1 포인트

FAST START
QUALIFY(FSQ) 등록
1 포인트

FAST START
QUALIFY(FSQ) 등록
1 포인트

FAST START
QUALIFY(FSQ) 등록
1 포인트

FAST START
QUALIFY(FSQ) 등록
1 포인트

프리미어 우대고객 유지 
1 포인트

프리미어 우대고객 유지 
1 포인트

프리미어 우대고객 유지 
1 포인트

프리미어 우대고객 유지 
1 포인트

우대고객의 신규 우대
고객 등록 
1포인트

우대고객의 신규 우대
고객 등록 
1포인트

우대고객의 신규 우대
고객 등록 
1포인트

우대고객의 신규 우대
고객 등록 
1포인트

우대고객에서 브랜드파트너로
업그레이드
1-2포인트

우대고객에서 브랜드파트너로
업그레이드
1-2포인트

우대고객에서 브랜드파트너로
업그레이드
1-2포인트

우대고객에서 브랜드파트너로
업그레이드
1-2포인트

획득 포인트 획득 포인트 획득 포인트 획득 포인트

지난 달 이월 포인트 지난 달 이월 포인트 지난 달 이월 포인트 지난 달 이월 포인트

포인트 합계 포인트 합계 포인트 합계 포인트 합계

2016년 9월 2016년 10월 2016년 11월 2016년 12월
활동 수량 포인트 활동 수량 포인트 활동 수량 포인트 활동 수량 포인트

신규 브랜드파트너 등록 
2 포인트

신규 브랜드파트너 등록 
2 포인트

신규 브랜드파트너 등록 
2 포인트

신규 브랜드파트너 등록 
2 포인트

신규 우대고객 등록 
1 포인트

신규 우대고객 등록 
1 포인트

신규 우대고객 등록 
1 포인트

신규 우대고객 등록 
1 포인트

FAST START
QUALIFY(FSQ) 등록
1 포인트

FAST START
QUALIFY(FSQ) 등록
1 포인트

FAST START
QUALIFY(FSQ) 등록
1 포인트

FAST START
QUALIFY(FSQ) 등록
1 포인트

프리미어 우대고객 유지 
1 포인트

프리미어 우대고객 유지 
1 포인트

프리미어 우대고객 유지 
1 포인트

프리미어 우대고객 유지 
1 포인트

우대고객의 신규 우대
고객 등록 
1포인트

우대고객의 신규 우대
고객 등록 
1포인트

우대고객의 신규 우대
고객 등록 
1포인트

우대고객의 신규 우대
고객 등록 
1포인트

우대고객에서 브랜드파트너로
업그레이드
1-2포인트

우대고객에서 브랜드파트너로
업그레이드
1-2포인트

우대고객에서 브랜드파트너로
업그레이드
1-2포인트

우대고객에서 브랜드파트너로
업그레이드
1-2포인트

획득 포인트 획득 포인트 획득 포인트 획득 포인트

지난 달 이월 포인트 지난 달 이월 포인트 지난 달 이월 포인트 지난 달 이월 포인트

포인트 합계 포인트 합계 포인트 합계 포인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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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017년 2월 2017년 3월 2017년 4월
활동 수량 포인트 활동 수량 포인트 활동 수량 포인트 활동 수량 포인트

신규 브랜드파트너 등록 
2 포인트

신규 브랜드파트너 등록 
2 포인트

신규 브랜드파트너 등록 
2 포인트

신규 브랜드파트너 등록 
2 포인트

신규 우대고객 등록 
1 포인트

신규 우대고객 등록 
1 포인트

신규 우대고객 등록 
1 포인트

신규 우대고객 등록 
1 포인트

FAST START
QUALIFY(FSQ) 등록
1 포인트

FAST START
QUALIFY(FSQ) 등록
1 포인트

FAST START
QUALIFY(FSQ) 등록
1 포인트

FAST START
QUALIFY(FSQ) 등록
1 포인트

프리미어 우대고객 유지 
1 포인트

프리미어 우대고객 유지 
1 포인트

프리미어 우대고객 유지 
1 포인트

프리미어 우대고객 유지 
1 포인트

우대고객의 신규 우대
고객 등록 
1포인트

우대고객의 신규 우대
고객 등록 
1포인트

우대고객의 신규 우대
고객 등록 
1포인트

우대고객의 신규 우대
고객 등록 
1포인트

우대고객에서 브랜드파트너로
업그레이드
1-2포인트

우대고객에서 브랜드파트너로
업그레이드
1-2포인트

우대고객에서 브랜드파트너로
업그레이드
1-2포인트

우대고객에서 브랜드파트너로
업그레이드
1-2포인트

획득 포인트 획득 포인트 획득 포인트 획득 포인트

지난 달 이월 포인트 지난 달 이월 포인트 지난 달 이월 포인트 지난 달 이월 포인트

포인트 합계 포인트 합계 포인트 합계 포인트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