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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Interview

뉴스킨 갓 탤런트 우승팀 ‘NU 아우토반’ 

_ 팀 리더 이운영 회원 

고난도 공연이어서인지 처음에는 다들 불가능하다고 여겼

습니다. 하지만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주일에 3번씩, 

한 달간의 피나는 연습을 통해 멋진 작품을 선사할 수 있게 

되어 가슴 벅차고 즐거웠습니다. 저희 팀은 처음부터 우승에

만 목표를 두지 않았습니다. 라이브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깜짝 놀랄만한 고퀄리티의 무대를 선보여 축제의 흥을 

돋우자는 게 더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함께 벨

로시티를 표현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직접 기획하고 안무 동

작을 맞춰보면서 더욱 강하게 응집될 수 있었습니다. 체력적

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무엇보다 팀 리더인 저를 믿고 묵묵히 

하나되어 팀워크를 한껏 발휘해준 팀원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뉴스킨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한 반

복이 필요하듯이, 우승이라는 뚜렷한 목표에 열정 어린 노력

이 겹쳐져서 결국 놀랄만한 성과를 이뤄낸 것 같습니다. 이

런 마음으로 우리 뉴스키너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지

게 사업을 펼쳐나갔으면 합니다. NU 아우토반 팀원들!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임원진과의 만찬에 참여한 ‘NU 아우토반’팀

성공의 틀을 만든 별들을 축하하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유레볼루션 인정식. 쉼 없이 불타오른 열정으로 지

속가능한 성공의 틀을 만들어낸 신규 핀 타이틀 인정식에는 이그제큐티

브(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 골드(브랜드 파트너), 래피스(시니어 브랜드 

파트너) 인정부터 루비(이그제큐티브 브랜드 파트너), 에메랄드(브랜드 

앰배서더), 다이아몬드(시니어 브랜드 앰배서더), 블루 다이아몬드 이그제

큐티브(이그제큐티브 브랜드 앰배서더), 그리고 팀 엘리트(프레지덴셜 앰

배서더), 백만장자, 오백만장자의 인정이 차례로 진행됐다. 

새롭게 핀 타이틀을 달성한 회원들은 환호와 박수를 한껏 받으며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며 뉴스키너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했다. 

즐거움이 한가득, 벨로시티 체험

‘벨로시티 체험’ 존에는 다채로운 행사로 수많은 뉴스키너를 사로잡았다. 

포스 포 굿 나눔 카운터 미션, SNS 라이브피드 미션, 180° 턴 오버 미션, 

TR90 LUCKY SHOT 미션, 맑은샘체 랜덤 포즈 단체 사진 미션, 뉴스킨 해

시태그 이벤트가 진행되어 참가자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증정했다. 

2018 로드맵과 신규 핀 타이틀 인정자도 전시되어 눈길을 끈 한편, 다양한 

포토존이 마련되어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닥터 데이나 네일 리뉴얼 시

스템 체험 존에는 데이나 박사가 직접 회원들에게 네일 케어 시스템을 선

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야외 공원에는 소통과 화합을 위한 네트워킹 라운

지가 다양한 메뉴의 푸드트럭과 마련돼 회원들은 포토 타임을 갖고 여유

로움을 누렸다. 또한 라이브 무대에서는 TR90 셀러브리티의 당당하고 

멋진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뉴스킨으로 하나 된, 열정과 다양성의 큰 축제

뉴스킨 갓 탤런트에는 WIN STAR, Passion makes the way, 세진 밀레니

얼 댄스크루, NU 아우토반 등 총 4팀이 참가해 뉴스키너들의 열정과 노력

이 묻어난 무대를 선보였다. 1일 차 초청가수 데이브레이크는 신규 핀 타

이틀 인정을 축하하며 함께 호흡하는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고, 2일 차에

는 초청가수 장미여관, 김경호의 유레볼루션 축하 공연으로 라이브는 성

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편, 이번 행사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되

었고 곧 론칭할 SNS 방송채널인 ‘NU TV’의 기대감을 높이며 회원들의 이

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뉴스킨 갓 탤런트의 우승팀인 NU 아우토반은 임

원진과의 만찬을 통해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뉴스킨에 대한 광활한 에너

지로 가득했던 축제는, 서로의 에너지를 공유하며 꿈꾸는 내일에 한 발짝 

다가가는 소중한 발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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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간

2018년 5월 1일 ~ 2018년 8월 31일

행사일

2018년 10월 예정

자격 요건

미션 1. 신규 세일즈 리더와 함께 벨로시티 런 참여하기!

Ⓐ 상위 세일즈 리더
① 1차 하위 라인 신규 세일즈 리더(2018년 5월 1일자 ~ 9월 1일자) 창출 및

② 자격 기간 4개월 동안 2,000GSV 이상 유지

Ⓑ 신규 세일즈 리더
① 2018년 5월 1일자 ~ 9월 1일자 신규 세일즈 리더 달성 및

② 2018년 8월 마감 기준 세일즈 리더 이상 유지 

Ⓒ 그룹 챌린지

    그룹 별 신규 세일즈 리더 창출 목표 달성 시 그룹 전체 세일즈 리더가 모두 함께 벨로시티 런 참석 가능 

(그룹 별 목표 및 진행 상황은 담당 어카운트 매니저를 통해 확인 가능)

* 2018년 8월 마감 기준 세일즈 리더만 벨로시티 런 참석 가능

미션 2. 뉴스킨 홈 스파 트리트먼트 플랫폼 완성하기!

Ⓐ 상위 세일즈 리더
① 1차 하위 라인 신규 세일즈 리더(2018년 5월 1일자 ~ 9월 1일자) 창출 및

② 자격 기간 4개월 동안 3,000GSV 이상 유지

Ⓑ 신규 세일즈 리더
① 신규 세일즈 리더(2018년 5월 1일자 ~ 9월 1일자) 달성 및

② 신규 세일즈 리더 달성 첫 월부터 연속 3개월 2,000GSV 이상 유지

※ 예시

2018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상위 세일즈 리더 3,000GSV 3,000GSV 3,000GSV 3,000GSV

하위 세일즈 리더
LOI QEXEC1 QEXEC2 EXEC EXEC EXEC

2,000GSV 2,000GSV 2,000GSV

공통 사항

• 그레이스 먼스 및 플렉스 블록을 사용한 이그제큐티브는 세일즈 리더로 인정되지만 임시 이그제큐티브(PEXEC, DEXEC)는 세일즈 리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8년 8월 31일 이전 등록 완료된 공동자에 한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의 서클그룹 내 반품 발생으로 인하여 위의 자격 요건을 미 충족하는 경우 수상 자격이 취소됩니다.

•수상 내역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대체품 또는 현금 교환이 불가합니다.

•회사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회원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가족 또는 자녀 동반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향후 2년간 회사의 모든 공식, 비공식 행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격 요건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