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리움 ADO 할인 정책
(ADO Discounting) 종료 FAQ
2017년 9월 1일부로 네리움의 BP ADO 할인 정책(ADO Discounting)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8월 한 달간 정기구매 주문(ADO) 할인을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8월에 190,000원~249,999원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정기구매 주문(ADO) 등록하시면 계속해서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월에 250,000원 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정기구매 주문(ADO) 등록하시면 계속해서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할인을 받아보시려면

•
•
•
•

8월 한 달간 190,000원 이상 금액의 정기구매 주문(ADO)을 등록하세요.
브랜드파트너로 등록하세요.
2017년 9월부터 최소 두 달에 한 번은 ADO를 등록하세요.
고정적인 할인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QQ: 어느 국가에서 시행되나요?
AA:

한국,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멕시코에서 시행됩니다.

고정 할인 정보
QQ: 가장 저렴하게 네리움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A:

브랜드파트너는 2017년 8월 31일까지 190,000원 이상 정기구매 주문(ADO)을 등록하시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네리움의 차별화된
제품들을 받아 보실 있습니다.
190,000원~249,999원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정기구매주문(ADO) 등록하시면 계속해서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50,000원 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을 정기구매주문(ADO) 등록하시면 계속해서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Q: 저는 2017년 8월 1일에 브랜드파트너로 등록하였습니다. 이 할인 프로그램에 적용되나요?
AA:

네, 모든 브랜드파트너는 2017년 8월 31일까지 이 할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Q: 고정적인 할인을 받는 경우, 정기구매 주문(ADO)의 제품을 변경할 수 있나요?
AA:

네, 금액만 유지하신다면 제품은 변경 가능합니다.

QQ: 고정적인 할인을 받는 경우, 한 달간 정기구매 주문(ADO)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A:

한 달간 정기구매 주문(ADO)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고정 할인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나 한 달 이상 등록하지 않으실 경우 고정적인
할인 자격을 잃게 됩니다.

QQ: 고정적인 할인을 받으면서 매월 정기구매 주문(ADO)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190,000원에서 100,000
원으로 줄어든 경우, 계속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A:

매월 연속적으로 정기구매 주문(ADO)을 등록하였으나 한달동안 금액이 190,000원 이하로 내려간 경우에는 다음 달 정기구매 주문
(ADO)에서 반드시 190,000원 이상 금액을 등록해야 계속해서 할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QQ: 고정적인 할인을 받는 경우, 나의 정기구매 주문(ADO) 금액이 250,000원에서 190,000원으로 줄어든 경우
계속해서 20%의 할인을 받아 볼 수있나요?
AA:

아니요, 계속해서 20%의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90,000원의 정기구매 주문(ADO)을
등록하셨다면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Q: 고정적인 할인을 받는 경우, 나의 정기구매 주문(ADO) 금액이 190,000원에서 250,000원으로 늘어난 경우
계속해서 10%의 할인을 받게 되나요?
AA:

아니요, 금액 증가에 따른 20%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Q: 고정적인 할인을 받는 경우, 두 달간 정기구매 주문(ADO)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A:

아니요. 두 달간 정기구매 주문(ADO)을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고정할인 혜택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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