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코리아

아이사바디
챌린지
삶을 바꾸는 진정한 여정에 지금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2018년 12월 5일(수) 까지

최고 6천만원의 상금 &
2019 Global Celebration 참가 기회!

클라우디아 톰치크
(CLAUDIA TOMCZYK)
2018년 ISABODY CHALLENGE
호주 그랜드 프라이즈 위너

참가 대상 : 아이사제닉스 전 회원 (어쏘시에트 또는 고객)
챌린지 일정
챌린지 완료
결과 제출

참가 신청

챌린지 진행

2018년

신청일로부터

2019년

2019년

12월 5일까지

16주간

3월 27일까지

4월 중순

우승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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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그랜드 프라이즈

5천만원 상금

(그랜드 프라이즈 위너 중, 연간 1명 선발)

2020 글로벌 셀레브레이션 참가 / 메이크 오버 화보 촬영

코리아 그랜드 프라이즈

1천만원 상금

(파이널리스트 중, 연간 1명)

2019 글로벌 셀레브레이션 및 글로벌 그랜드 프라이즈 참가 / 메이크 오버 화보 촬영

4514_IsaBody Challenge Competition_Poster_110618

파이널리스트
(평가 기간 당 2명)

1백만원 상금
코리아 그랜드 프라이즈 참가
개인화보 촬영

아너러블 멘션
(평가 기간 당 4명)

50만원 상금
개인화보 촬영

참가상
(16주 챌린지 완주자 전원)

아이사바디 챌린지 핀
성취인증서

※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

문의처 : 아이사제닉스 고객지원부 / Tel : 080 - 822 - 0255
E- mail : CustomerServiceKR @ IsagenixCorp.com

대한민국

1차,

코리아

아이사바디 챌린지

2018년

아이사바디 챌린지

세부 일정

12월 5일

-

2019년

16주 챌린지 진행

3월 27일

까지

까지

참가신청 접수

챌린지 완료 및 결과 제출

참가 신청 및 챌린지 종료 시점에 따라 결과 제출 이후 유지사진의 추가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챌린지 결과 제출 마감 이후 2~3주에 걸쳐 심사 진행 및 우승자가 선정됩니다.
선정된 우승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며, 웹사이트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됩니다.
챌린지는 매년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체 일정에 대해서는 IsaBodyChallenge.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사바디 챌린지 •참가 대상 : 아이사제닉스 회원 (어쏘시에트 또는 고객)

참가 대상 및 자격

•챌린지 기간 내 자격유지 : 16주 챌린지 기간 동안 총 500 BV 제품 사용
(매월100 BV 이상 / 누적 500 BV 이상)

아이사바디 챌린지 •참가 신청 : ABO사이트 로그인  ز컨테스트 및 프로모션 메뉴  ز아이사바디 챌린지 참가 신청

참여 방법

•자료 제출 : 신청 - 신청 시점에 촬영한 사진 4장
종료 - 종료 시점에 촬영한 사진 4장, 250~500자 가량의 에세이
•사진제출기준
정면(날짜 확인용)

정면

후면

측면

- 모든 사진은 4장씩 제출 - 정면(날짜 확인용), 정면, 후면, 측면
- 깨끗한 배경에서 전신촬영
- 날짜 확인용의 경우 신문, 잡지, 휴대폰 등, 촬영당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야함
- 사진촬영 당시,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옷을 착용
(상의의 경우 남성은 탈의, 여성은 탱크탑 권장)

- 측면 사진의 경우 과거/현재 사진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촬영
- 포토샵 또는 휴대폰 어플 등을 이용하여 사진을 보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탈락 및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유의사항

•챌린지 참가 신청 및 사진 등의 자료 제출은 모두 ABO사이트를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우승상금 및 부상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입니다.
•IsaBodyChallenge.com 에서 챌린지 연간 일정 외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이사제닉스 고객지원부 / Tel : 080 - 822 - 0255
E- mail : CustomerServiceKR @Isagenix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