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결제 시 주의 사항
에이지락 TR90 1,000PV 패키지

❶ 에이지락 TR90 1,000PV 패키지는 모든 채널에서 판매되나 ARO를 통한 구매 시 시리얼 넘버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뉴스킨몰(웹, 모바일) / 전화 및 ARS / 각 워크인 센터 주문 시 시리얼 넘버 발급 가능]

❷ 롯데카드 프로모션은 모든 채널에 유효하여, 하나의 롯데카드로 1,400,000원 이상 결제 시에만 

 무이자 할부  및 프로틴 파우더 피엑스가 증정됩니다. 단, 사은품 프로틴 파우더 피엑스는 

 판매 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배송될 예정으로 본품과 배송날짜가 상의할 수 있습니다. 

❸ 뉴스킨몰(웹, 모바일)에서 구매 시 뉴스킨몰 내 카드 분할 결제가 불가하며,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스킨몰 내 다른 제품들과 함께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단, 뉴 페이 결제 시, 공인인증서는 필요 없음)

❹ 여러개의 카드를 이용한 분할 결제는 콜센터를 통한 전화 주문 시에만 가능합니다.

    (단, 카드는 6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❺ 워크인 센터에서 해당 제품을 주문하실 경우 본품과 사은품 모두 현장에서 수령이 불가하며

    택배 배송을 통해 주소지로 직접 배송됩니다.

❻  에이지락 TR90 1,000PV 패키지 본품과 사은품(TR90 쉐이크, 다이어트 워터 플러스, 

워터 플러스 자몽맛, 프로틴 파우더 피엑스)은 배송일자가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❼ 사은품으로 증정된 TR90 1,000PV 패키지는 교환, 환불 불가합니다. 

 (사은품 지급 시 주문번호가 생성 되고 있음)

❽ 제품을 구매하신 소비자 또는 디스트리뷰터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법령에서 정한 공제금 및 지급된 후원수당이 소급하여 

 공제처리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⑴ 제품 및 포장의 개봉, 멸실, 훼손

 ⑵ 제품의 일부 사용

 ⑶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⑷ 기타, 법령에서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❾ 청약 철회는 당사 워크인 센터 또는 택배를 이용한 물류센터로 반품이 가능합니다. 

 단, 택배를 이용한 물류센터로의 반품 신청 시 뉴스킨몰 내 양식 자료실에서 반품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반드시 제품과 함께 동봉 후 물류센터로 발송하여야 반품 신청이 유효합니다. 

❿ 청약 철회 시에는 제품 구매 시 제공된 사은품을 반드시 전부 반환하여야 하며 

 개봉, 훼손하거나 일부라도 소비한 경우에는 유통 상의 제품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은품의 

 전체 가액을 결제 후 환급 처리됩니다.

 프로모션 기간 내 제품 배송이 통상적인 배송기간보다 1~2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