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90 챌린지 프로모션 참여 시 주의사항 

  

1. 등록   

① TR90 챌린지 웹사이트에 등록을 완료해야 인바디 측정 가능   

② 발급되는 시리얼 넘버는 중복 사용이 불가하며, 구매한 회 차의 챌린지 프로모션에서만 사용가능   

③ 공동자의 경우, 공동자 등록이 완료된 회원만 참여 가능   

④ 비활성화된 회원번호의 경우, 재등록이 완료된 회원만 참여 가능   

⑤ 등록기간 외 추가 등록 불가   

  

2. 인바디 측정   

① 본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개명하신 경우 증명 서류 확인 필요)   

② 인바디 측정 1인 1회 가능 (2회 이상 측정 불가 / 최종 측정 시 체지방률 3% 감량 수상 기준에서 1% 

이내로 미달 되는 경우, 체지방률 감량수치 2.0% - 2.9%에 한해 당일 10분 내에 같은 기기에서 1회에 한

해 재 측정 가능 / 체지방률 감량수치 5.0% - 5.9%일 경우 재 측정 불가)   

③ 부정행위 확인 시 본인 뿐 아니라 소속 팀의 단체전도 탈락 처리 (대리 측정, 측정 방해 행위 등)   

④ 지정된 날짜, 시간, 장소에 방문하여 지정된 인바디 기기로 측정한 결과만 인정   

⑤ 웹사이트 등록 및 인바디 측정을 완료해야만 TR90 챌린지 참여 완료   

  

3. 수상   

① 체지방률 7% 이상 감량 시 에이지락 TR90 1,000PV 패키지 1세트 증정 (단, 6.0% - 6.9% 도 동일하 

게 수상하며, 단체전도 동일한 기준 적용)   

② 개인 수상품 중복 수상 불가 (체지방률 7% 이상 감량 시 에이지락 TR90 1,000PV 패키지만 수상, 에 

이지락 알-스퀘어드는 수상 불가)   

③ 팀원 중 4명 이상이 체지방률 각 7% 감량 시 팀 수상 인정 (단, 팀 전원(5명)이 최종 인바디 측정에 

참여 해야 하며/ 6.0% - 6.9%도 동일하게 수상)   

④ 팀원 5명 중 한 명이라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포기했을 시 팀 수상 불가 * 수상자는 웹사이트 

를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⑥ 수상 시점에서 뉴스킨 코리아 회원일 경우에만 수상이 가능하며, 수상 조건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프 

로모션 참여 전 신규 가입했으나 등록 확인서를 내지 않음에 따라 회원번호가 자동 삭제된 경우, 또는 개

인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 탈퇴를 하신 경우에는 수상이 취소됩니다.  



⑦ 수상 조건을 달성하였으나 구매하신 프로모션 제품의 반품이 확인되는 경우 수상이 취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