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특급 기회! 첫번째 조건 

1~2월 뉴스피릿 달성 시 2명 참가 !! 
 
※참가 특전 기회 이하  총 6종류 선택 
(이하 상세조건참고)  
 

특전 
사항 

1,300,000원 (1인)~  
인센티브 투어 참가 기회 
 
(노쇼핑,노팁)/ 1~4월 자격자 시상 
다양한 현지 행사를 통한 경품 시상 
현지 관광 투어, 연회 , 옵션투어 제공 

제공 
내역 

 
2.NP의  라이징 스타! 스타를 위한 특전 기회1~2월  1Star 이상 달성자 
■ 조건1. : 1~2월 내 1스타를 유지 또는 달성 할 것.   
■ 조건 2 . 1~2월 내 자신의 직접소개자(직소개 BC포함)의 매출을 일으킨  제품 구입 점수(※점수표 참고)가 총 400점을 달성 할 것 
조건1과 2의 대상 포지션은 동일 할 것, 구입 점수는 해당 기간 내 매출을 일으킨 제품 구입 점수만 해당, 3번의 포인트 발생 적용기준과 다릅니다. 
 
3. 스피릿에 도달하지 못해도!!! 인센티브 투어에 참여할 수 있어요! 
2017.12까지 기존 스피릿을 달성한  포지션 대상자 , 1~2월  스피릿 자격이 유지 되지 않아도~ 
■ 조건 1 : 자신의 하위 좌우 소실적 매출로 해당기간 200만 포인트가 발생될 것.  

■조건 2 : 1~2 자신의 유효구입 유지 할 것, 자신의 소개실적이 1~2월 항상 유지되고 있을 것.  
(조건1과 2의 대상 포지션은 동일 할 것) 
 
4. 풀사이클 도전자를 위한 특별한 기회~ 리더쉽도 받고~ 해외투어도 참가하자!   
■ 선택 참가 조건1 : 1~2월 자신의 직접 소개자(001)만 3명 풀사이클(F/C) 을 달성 할 것. 
단, 17.12월까지 한번이라도 스피릿 자격을 달성했던  자격자(포지션)은 4번 참가조건에서 제외 
■ 선택 참가조건 2 : 1~ 2월 자신의 직접 소개자(직소개 BC포함)하여, 4포지션 F/C 달성할 것  
단, 17.12월까지 한번이라도 스피릿 자격을 달성 했던 자격자(포지션)은 4번 참가조건에서 제외 
 
5. 직접소개자 (직소개BC포함) 의 구입점수로 해외  인센티브 투어에 도전하자!! 
■ 참가조건 : 자신의 직접소개자  구입(직소개 BC포함)이 1~2월간, 총 600점(※점수표 참고) 달성할 것. (본인 구입 포함안됨) 
■ 특전 : 자신의 직접 소개자 구입 (직소개  BC포함)이 1~2월간, 총 400점에 도달할 경우, ( 투어경비의 50% 지원)(본인구입 포함 안됨) 
■ 조건2 : 자신의 유효구입을 1~2월 유지할 것. 
 

* 참가자 유의 사항  
  상기 조건중 자신의 동일 포지션에서  중복 달성한 경우, 자신의 다 포지션에서 이하 조건을 중복 달성한 경우 자신의 명의1개로만 인정됩니다. 
  1번의 경우, 지정한 파트너 3월 27일까지 명단 확정, 비 확정 시 참가 불가, 확정 후 대체 참가 불가 
* 인센티브 투어 확정 후 하위 반품이 발생하여, 1~5번 조건에 미흡 할 경우, 인센티브 투어 경비를 보너스에서 차감합니다.  

6. 자비 참가자 3월 27일까지 명단제출과 동시에 참가 비용 입금 

※ 제품별 점수   

제품점수 1M 3M 6M 12M 

IM,SL,FU 10 30 60 120 

MP 15 45 90 180 

LUTE HP MASK SOAP BAR 

단품점수 2.5 2.5 2.5 2.5 

AURAGE CP RF GC MB 

단품점수 5 1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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