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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길.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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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빠른 후원수당 지급

후원수당 지급단계 폐지

기존 플랜:
기존 플랜:

기존 플랜:

기존 플랜:

새로운 플랜:
새로운 플랜:

새로운 플랜:

새로운 플랜:

여러분은 이미 유사나 비즈니스에 있어 성공 신화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이 보다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혜택이 
될, 몇 가지의 새로운 변화가 유사나의 보상플랜에 찾아 듭니다.

후원수당 지급 단계에 따라 250GSV가 매칭됨  
(다음 단계는 500GSV)

250 그룹매출실적 점수 = 40 후원수당 실적 점수

400 그룹매출실적 점수 =  
80 후원수당 실적 점수

이제 후원수당 지급단계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좌 우측 
매칭된 400점의 그룹매출실적을 근거로 하여,  
이 400점의 20%가 후원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측의 남는 800GSV는 다음 주로 
이월됩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첫 후원수당을 쉽게 벌 수 있습니다! 최소 125
점의 그룹매출실적이 좌 우 매칭되면 그 주에 25불의 후원수당이 
발생됩니다!

후원수당 지급단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235점이던, 
578점이던, 또는 897점이던, 좌 우 125점 이상의 그룹매출실적 
이상만 매칭되면 여러분은 후원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소실적 
그룹실적점수에 20%를 곱하십시오.

좌 우 250점의 그룹매출실적(GSV)이 매칭될 때 첫 후원수당 발생.
기존 플랜: 비즈니스를 맥스아웃하고, 1,000불의 후원수당 실적 점수를 얻음.

후원수당을 얻기 위해서 기 설정된 그룹매출실적 단계에 
도달해야만 했음.

좌 우 125점의 그룹매출실적(GSV)이 매칭될 때 후원수당 발생!

125점 이상의 그룹매출실적이 매칭되면 바로 후원수당 발생.

예시: 보상플랜  
업그레이드

철수

철수

재인

재인

자신

자신

비즈니스 센터1

비즈니스 센터1

좌측 400

좌측 400

-250 

-400 

150 이월

    0 이월

-250 

-400 

950 이월

800 이월

우측 1,200

우측 1,200

새로운 보상플랜에 따라 빌리버 미만 직급에서는 25% 추가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1,000 1,250 CVP250+ =

자동이체주문 
맥스  

아웃 BC

또 하나의 새로운 소식! 
여러분의 비즈니스 
센터를 자동이체주문으로 
맥스아웃 시키세요.

자동이체주문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보장 소득과 함께 강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일반 
주문과 자동이체주문을 모두 이용하여 비즈니스센터를 맥스아웃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자동이체주문만으로 
비즈니스센터를 맥스아웃 시킨다면 (우리는 이것을 자동이체주문 
맥스아웃 비즈니스센터라고 부릅니다.), 250불의 추가적인 후원수당 
실점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25%의 추가 소득입니다! 

새로운 플랜:  자동이체주문으로만 비즈니스센터를 맥스아웃 시킬 
경우, 기본 1,000불의 후원수당 실적점수에 추가로 250불을 얻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이체주문을 통해 

맥스아웃한 비즈니스센터에 추가되는 

250점 역시 여러분의 승급 점수에 

포함됩니다. 대단하지요?

쉐어러: 한 주 동안 50CVP 달성 시 

빌리버: 한 주 동안 100CVP 달성 시
빌더: 한 주 동안 200CVP 달성 시
어취버: 한 주 동안 400CVP 달성 시
디렉터: 한 주 동안 600CVP 달성 시
브론즈 디렉터: 한 주 동안 800CVP 달성 시
실버 디렉터: 한 주 동안 1,000CVP 달성 시
골드 디렉터: 한 주 동안 1,000CVP 달성 시
루비 디렉터: 한 주 동안 2,000CVP 달성 시
에메랄드 디렉터: 한 주 동안 3,000CVP 달성 시
다이아몬드 디렉터: 한 주 동안 4,000CVP 달성 시

다이아몬드 디렉터 위의 직급은 4주 연속1,000CVP씩 추가됨

여러분께서 유사나의 승급 체계를 통해 알고 계신 내용에 추가하여, 
골드 이상의 직급인 경우 여러분의 분기 별 누적 후원수당실적이 
여러분의 직급 기준 이상일 때 이그제큐티브 타이틀이 부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USANAtodAy.com을 참조하세요.

이제 새로운 디스트리뷰터 분들은 자동이체주문을 설정함으로 인해 
최초 주문에 대한 10%의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잠재고객을 확보하고 자동이체주문에 등록하게 
하는 것이 보다 쉬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디스트리뷰터가 최초 주문을 
한 후 재 주문을 위한 자동이체주문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보상은 
이후에 진행되는 두 번의 자동이체주문을 통해서 나뉘어 제공됩니다: 
첫 자동이체주문에서 5%, 두 번째 자동이체주문에서 5%가 
보상됩니다.

여러분의 잠재 디스트리뷰터와 프리퍼드 커스터머를 위한 이 놀랍고도 
새로운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USANAtoday.com에서 
확인하세요.

복잡한 것은 딱 질색이시지요? 그래서 유사나는 가격과 관련하여 보다 
단순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제품에 대한 세 가지 가격을 제시했던 
기존에서 벗어나, 이제 단 하나의 가격, 예전의 회원가격보다 저렴한 
바로 멤버십 가격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유사나의 최저가격 
입니다.

Y멤버십 가격은 유사나 홈페이지의 쇼핑카트, 제품 카다로그, 그리고 
가격표 상에서 쉽고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격체계는, 여러분이 삶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유사나가 제공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순한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유사나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잠재 디스트리뷰터가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의 혜택을 추가합니다. 새로운 디스트리뷰터는 그들이 구매하는 
제품의 실적점수에 근거하여 그들이 원하는 등록 팩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특정한 등록 팩을 구매하는 대신, 
이제 그들이 원하는 팩을 구성하여 일정 실적 점수를 만족하면 (무료 
DLM이나 이벤트 쿠폰과 같은) 보너스 아이템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50그리고500매출 실적을 달성하실 때*

새로운 디스트리뷰터가 받게 될 사은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USANAtoday.com에서 확인하세요.* 

*상기 내용은 각국 지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각국 지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사나의 놀라운 비즈니스 강화에 대한 최신 정

보를 원하십니까? USANAtoday.com에 접속하

세요!

USANA.com

자동이체 주문은 
멤버십  

총 제품가격의 10%  
할인을 받습니다.

권장소비자가격은  
 

멤버십 가격에10%  
추가된 가격입니다.

맞춤화를  
통한 혜택

새로운 승급 체계를 
확인하세요:

이제 여러분 나름의 방법으로 승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4주 연속 모든 비즈니스센터로부터의 후원수당 실적점수의 합이 
2,000점을 달성하면 됨.

여러분께서 두 개 이상의 비즈니스센터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전보다 승급이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왜냐고요? 이제 여러분의 
승급은 여러분의 모든 비즈니스 센터로부터 올라오는 후원수당 
실적점수의 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두 개 이상의  
비즈니스센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시작에 대한 보상을 
누리세요.

단순한  
가격 체계

이그제큐티브 타이틀을 

획득하세요.

이제 승급이 보다 쉬워집니다!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루비 승급

1,000
cvp

500
cvp

500
cvp

1,000 + 500 + 500 = 2,000 CVP

이것은 루비직급이 되기 위한 4주 중 한 주에 해당되는 
예시입니다. 4주 연속 매 주에 후원수당 실적점수가 총 
2,000점을 달성하게 된다면 성공적으로 루비직급에 
승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플랜:

기존 플랜:

방법: 

새로운 플랜:

새로운 플랜:

그룹매출실적과 맥스된 비즈니스센터에 기초하여 승급이 결정됨.

4주 연속 2개의 비즈니스센터를 맥스해야 함

 4주 연속 두 개의 비즈니스센터를 좌 우 5,000점의 
그룹매출실적 점수로 매칭시켜야 함

모든 비즈니스센터에서 발생되는 후원수당 실적점수의 합에 기초하여 
승급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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