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021 Vol . 6

ACN KOREA Brand Guide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다

Platform Business Leader ACN

Digital ACN
ACN BRAND SITE
ACN KOREA WEBSITE

www.acnkr.co.kr

ACN US WEBSITE

www.acninc.com

FLASH MOBILE

www.flashmobile.kr

LIVING CARE SERVICE

www.acnlivingcare.co.kr

LIFE SERVICE

www.benevita.kr

ACN BUSINESS SUPPORT
IBO BACK OFFICE

acninc.force.com/KoreaIBO/s/login/?language=ko

ONLINE BRAND GUIDE

www.acnguide.co.kr

IBO SHOPPING MALL

www.myacnkorea.co.kr

SOCIAL MEDIA
FACEBOOK

www.facebook.com/ACNKorea

INSTAGRAM

www.instagram.com/acn_kr

NAVER BLOG

blog.naver.com/acn_kr_official

YOUTUBE

www.youtube.com/acnkr2

KAKAOTALK CHANNEL

pf.kakao.com/_bEX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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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N 코리아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7층, 12층 (06176)

고객센터

평일 10:00 ~ 19:00

IBO 비즈니스 상담 T. 1670-9800
제품 및 서비스 상담 T. 1688-9800

비즈니스 센터
서울
대전
광주
대구

|
|
|
|

평일 10:00 ~ 19: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7층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14, BYC 유성빌딩 2층 214호 (봉명동)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34, 2층 (용봉동)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1층 (동인동)

All Contents Copyright ⓒ ACN KOREA All Rights Reserved.
※ 본 매거진의 내용 및 이미지의 무단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 본 매거진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 / (주)위드이노베이션에서 제공한 여기어때 잘난체 / 레시피코리아에서 제공한 레시피코리아체 /
더페이스샵에서 제공한 잉크립퀴드체 / 하나금융그룹에서 제공한 하나서체 / 스포카 한 산스에서 제공한 스포카 한 산스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ACN of Innovation and Expansion
설립년도

1993년 1월

본사 소재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콩코드

주요제품

디지털 폰 서비스, 시내 / 장거리 전화, 휴대폰, 초고속 인터넷, 와이맥스(WiMAX), 무선 서비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위성TV, 시큐리티 & 오토메이션, 전기 등 에너지, 건강기능식품

진출국가
(27개국)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호주, 뉴질랜드, 폴란드, 핀란드, 대한민국, 체코, 헝가리, 멕시코, 일본, 콜롬비아, 페루

1993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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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륙 27개국
진출

최근 5년간
수십억달러 매출

수백만 고객
확보

World’s largest direct seller of
telecommunications, energy and other essential
services people need and use every day

Our Promise
ACN은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기회, 성공, 정직, 비전, 열정 5가지의 미션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ACN의 글로벌 성장의 근간이자 기업문화이며, 변함없이 추구해 나갈 ACN의 약속입니다.

Opportunity

Success

Integrity

Vision

Ambition

기회

성공

정직

비전

열정

www.acn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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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 THE CO-FOUNDERS”
ACN은 1993년, 4명의 공동창립자인 로버트 스테바노브스키(회장), 그렉 프로벤자노(사장), 마이크
큐피즈(부회장), 토니 큐피즈(부회장)에 의해 장거리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최초 설립되었
습니다.
ACN의 태동에서 눈에 띄는 점은 창립자 모두가 직접판매 사업으로 성공을 이룬 실제 사업의 경험자라
는 것입니다. 다년간 직접판매 사업을 몸소 경험한 그들은 회사 설립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노트 한 페
이지를 좌·우로 이등분하고, 왼쪽 열에는 IBO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오른
쪽 열에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업 문화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날 4인의
창립자들은 새로 설립할 회사를 반드시 왼쪽 열에 쓰여진 대로 운영하자고 다짐했으며, 지금까지도 그
당시 의지와 열정 그대로 ACN의 성장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로버트 스테바노브스키 공동창립자 겸 회장
로버트 스테바노브스키 회장은 제품개발과 해외시장 확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스테바노브스키 회장은
ACN이 우수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확실하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하며, ACN이 업계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렉 프로벤자노 공동창립자 겸 사장
그렉 프로벤자노 사장은 자기 계발에 관한 많은 부분에서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렉 프로벤
자노 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삶을 위해 자신이 주체가 되는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ACN의 핵심적인 경영자로서 전세계 IBO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회사의 성공을 IBO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사업을 성장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ACN의 비전을 전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토니 큐피즈 공동창립자 겸 부회장
토니 큐피즈 부회장은 ACN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IBO 여러분이 검증된 ACN 사업 모델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
발하는데 필요한 비즈니스 툴을 개발 및 지원하는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IBO 여러분이 성공적
인 ACN 사업을 위해 올바른 기초를 갖춰가고 있으며, 토니 큐피즈 부회장은 이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큐피즈 공동창립자 겸 부회장
마이크 큐피즈 부회장은 ACN의 IBO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 세계
의 리더들과 밀접한 관계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큐피즈 부회장은 ACN의 글로벌 비전이 각국의 현
지 상황에 맞게 펼쳐질 수 있도록 ACN의 사업 문화와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많은 글로벌 리더들이 멋진 삶을 누
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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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목표는 최고의 경영진과
파트너들을 확보하여
IBO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로버트 스테바노브스키 ACN 회장

* 왼쪽부터 마이크 큐피즈 부회장, 그렉 프로벤자노 사장, 로버트 스테바노브스키 회장, 토니 큐피즈 부회장

www.acn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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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ACN의 어린이 끼니 해결 캠페인, ‘Project Feeding Kids‘를 시작으로
ACN 코리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픈 몸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국내 환아 지원 캠페인, ‘Project Healing Kids’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ACN은 단지 어린이들의 하루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밝은 희망을 주는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유산입니다.

WORKING TOGETHER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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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아 가정의 경제 상황]
가정불화

5%

기초생활수급

28%

부모 건강악화

12%

경기불황 등

13%
소득증가 및
변화없음

소득감소

55%

17%

병간호로 퇴사/일용직전환
70%
출처 : 국민건강보험 (2015)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당신의 작은 도움이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ACN의 고객이라면 이미 사용해 오고 있는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플래시 모바일 신규 고객 가입 시 마다, 베네비타 씨3 플러스 & 씨4 플러스 키트,
밸런스 키트 주문 시 마다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의료비가 모금됩니다.
* 상기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도 ACN을 통해 얻은 것들을 누군가와 함께 나눔으로써
세상을 밝게 만드는 작지만 큰 변화에 동참하실수 있습니다.

그렉 프로벤자노 • ACN 사장 / 공동창립자

www.acn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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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N KOREA
공식 온라인 채널
ACN KOREA의 공식 온라인 채널을 소개합니다.
ACN KOREA의 최신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 각종 생활 정보까지!
지금 바로 ACN KOREA 공식 온라인 채널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ACN KOREA의 공지는 카카오톡채널에서 확인하세요!

KakaoTalk Channel

카카오톡채널

pf.kakao.com/_bEXtC

ACN KOREA
친구 3,552

ACN KOREA 공식 카카오톡채널입니다

홈

소식

공지
플랫폼 비즈니스 리더 ACN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다.
Platform Business Leader #ACN

카카오톡채널 바로가기
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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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서비스, IBO 관련 소식 뿐만 아니라
이벤트, 각종 생활 정보, 유머 등 재미있는 콘텐츠가 가득!

Facebook

페이스북

www.facebook.com/ACNKorea
페이스북 바로가기

Instagram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acn_kr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회사 소개, 트레이닝, 이벤트, 제품 및 서비스 등
ACN 코리아의 모든 영상 콘텐츠 확인은 여기서!

YouTube

유튜브

www.youtube.com/acnkr2
유튜브 바로가기

IBO 여러분의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New 채널!

NAVER Blog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acn_kr_official

블로그 바로가기

www.acn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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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모니터 | 1,000만 회선 돌파 초읽기 알뜰폰

1,000만 회선 돌파 초읽기 알뜰폰

"MZ세대* 제대로 홀렸다"
알뜰폰 약 972만 회선으로 역대 최대 경신
2011년 7월 서비스 출시 후 ‘10돌’을 맞은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 MVNO)
이 매달 신기록을 경신하며 연내 1,000만 회선 돌파를 앞두고 있다. 지난

알뜰폰 가입자 증가 추이 (단위: 회선, 6월 기준)
972만
4790
782만
4638

809만
5673

8월 9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733만
9164

2021년 6월 기준 알뜰폰 가입 회선은 972만 4,790 회선으로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최초로 900만 회선의 벽을 돌파한 이후 올해도 매달 평균 약 10만 회선
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오는 9월~10월
2018

쯤에는 1,000만 회선 돌파가 확실시된다.

출처 : 컨슈머인사이트
36

2020

2021

눈에 띄는 점은 가입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연령대별 알뜰폰 사용자 비율 추이 (하반기 기준, 단위 : %)
33

2019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

28

에는 ‘효도폰’으로 불리며 비교적 휴대폰 사용량이 적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주로 가입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가입자 현황을 보면 젊은 층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동통신 전문

33

28

31

26

조사 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알뜰폰 이용자들의 구매 행태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2017년 12%
에서 지난해 22%까지 성장한 반면, 40~50대 비율은 오히려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23

21

22

24

13
1

13
2

18
4

감소하면서 알뜰폰이 더 이상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고연령층을
위한 통신사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11
1

2017

2018

2019

2020

적은 돈이라도 모으려는 이른바 '짠테크'를 지향하는 MZ세대
중심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알뜰폰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MZ세대란?

MZ

1990년대 중반 ~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

1980년대 초반 ~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

전체 인구의
약 34%
(2019년 통계청 인구 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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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제대로 홀렸다 | 트렌드 모니터

MZ 세대를 사로잡은 비결, 그것이 궁금하다!
1. 가성비 꿀조합 ‘자급제폰+알뜰폰 요금제’ +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
MZ세대가 알뜰폰 업계의 핵심 가입층으로 떠오른 이유는, 이들 사이에서 ‘자급제폰+알뜰폰 요금제’가 가성비 꿀조합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급제폰은 단말기를 제조사나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한 후 통신사의 유심(USIM)을 꽂은 뒤 바로
개통할 수 있는 단말기를 뜻한다. 통신사 공시지원금과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할인금액 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단말기
약정 부담이 없어 위약금 걱정에서도 자유로워 합리적인 소비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알뜰폰 요금제는 기존 통신 3사 대비
약 30%~50%가량 저렴하면서도 동일한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존의 LTE 요금제 외
최근에는 5G 서비스에서도 4~5만원 대의 저렴한 중저가 요금제가 출시되며 알뜰폰 요금제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가성비’를 중시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자급제폰+알뜰폰 요금제’ 조합이 완전히 대세로 자리잡게 되었다.

2. 비대면 셀프 개통 으로 편의성 향상
복잡하고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MZ세대 니즈에 적극 대응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인 것 역시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유심을 꽂은 뒤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간편하게 개통할 수 있는 비대면 셀프 개통
서비스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고객이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함을 없애고, 개통 시간을 5분
이내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셀프 개통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통신 3사 못지 않은 다양한 혜택 – 결합 할인, 제휴 할인,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지난 2020년 8월,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 발표 이후 알뜰폰 업계에서는 결합 할인과
제휴카드 할인, 데이터 추가 제공 등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쏟아내고 있다.
LG 유플러스 자사 고객에 한하여 받을 수 있었던 ‘참 쉬운 가족 결합’ 혜택이 작년 9월부터
U+ 알뜰폰 고객들 역시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최대 13,200원 결합 할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KB 국민카드와 제휴해 출시한 알뜰폰 전용 할인카드인 ‘알뜰폰 Hub카드’
는 매월 최대 17,000원의 통신비를 할인 해준다. 앞으로도 더 많은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알뜰폰 제휴카드가 출시될 예정이다. 여기에, 가입한 요금제의 기본 제공 데이터 외 추가로 데이터 10GB ~ 15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기존 통신 3사 못지 않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 데이터 해비 유저(데이터 다량 사용자)까지
사로잡고 있다.
통신3사ㆍ알뜰폰 만족률 비교 (하반기 기준, 단위 : %)
(각 통신사 이용자, 10점 만점 중 7~10점 응답자)

62

출처 : 컨슈머인사이트

있다는 응답은 2019년부터 알뜰폰의 완승이었다. 알뜰폰 이용자의 추천
의향은 2018년 55%, 2019년 58%, 2020년 62%로 계속 증가한 반면,

58

통신 3사 이용자는 같은 기간 56%, 53%, 50%로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56

있다. 컨슈머인사이트 관계자는 “통신 3사는 요금과 통화, 데이터 품질을
알뜰폰(MVNO)

제외한 나머지 측면에서 큰 우세를 보였음에도 통신사 추천 의향 측면에서

통신 3사(MNO)

55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이용하는 통신사를 타인에게 추천할 생각이

보면 요금 하나의 열세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알뜰폰의

53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 잠식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의
50

경쟁력이 갈수록 강화되는 만큼, 알뜰폰 업계는 이같은 분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핑크빗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2018

2019

2020

한편, ACN 코리아 알뜰폰 서비스 브랜드 FLASH 모바일 역시 다양한 구성의
실속있고 합리적인 요금제를 제공하는 것을 물론, 다이렉트 개통 요금할인 ·

Strive for 7/10 · 커스터머 보너스 · 고객 유치 보너스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가입자 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다.
www.acn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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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N 코리아의 최신 소식과
핫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ACN Korea
HOT & NEW

건강한 아름다움, 건강한 다이어트!

베네비타 챌린지
모두를 놀라게 한 '모두의 도전' 성과!
총 참가자 중 44%가 ‘모두의 도전’ 완주
완주자 중 47%가 ‘모두의 도전’ 달성

체중

체지방량

체지방률

총
-362.5kg
감량

총
-279.8kg
감량

총
-239.3%
감량

* '모두의 도전' 1차 완주자의 감량 합계

과연, 총 600만원 상당의 상품(현금+제품)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2021년 가을,
최고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HOT & NEW

#쓰던폰 그대로
#월 3만원대로 즐기는

데이터 x 통화 x 문자
찐.무.제.한

HOT & NEW

* 상기 요금제 정보는 부가세 포함 기준이며, 약정할인 및 9월 진행 예정인 프로모션이 적용된 내용으로,
9월 이후 프로모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HOT & NEW

* 2021년 9월, ACN 리빙케어 서비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HOT & NEW

FLASH 모바일

고객 유치 프로모션
후불요금제 신규 고객 유치하면

매월 보너스가 팡!팡!
FLASH 모바일-L&K 전체 신규 고객 유치 실적이 높을수록

매월 보너스는 쑥!쑥!
기간
혜택

2021년 8월 1일 개통 완료 건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ㆍFLASH 모바일-L&K 후불요금제 신규/번호이동 본인 고객 유치 실적 에 따라
매월 보너스를 제공 하며,
ㆍFLASH 모바일-L&K 후불요금제 신규/번호이동 전체 고객 유치 실적 에 따라
매월 보너스 추가 지급

본인 신규/번호이동
유치 건수
(후불요금제)

건당 지급
보너스 금액

10건 이상

20,000원

8~9건

15,000원

5~7건
3~4건

FLASH 모바일-L&K 전체 신규/번호이동 유치 건수
(후불요금제)

1,000건 이상

2,000건 이상

3,000건 이상

10,000원

100%
추가 지급

140%
추가 지급

200%
추가 지급

5,000원

(보너스 2배)

(보너스 2.4배)

(보너스 3배)

+

* 자세한 내용은 ACN 코리아 홈페이지 >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요!

HOT & NEW

STRIVE FOR 9
9명의 고객만 유치해도 보너스 GET!

9
ACN 리빙케어 서비스 렌탈 및 구매 고객이라면?
추가로 9명 이상의 렌탈 및 구매 고객 유치 시,
가장 높은 렌탈료(VAT 포함)를 커미션으로 지급
*자세한 내용은 ACN 리빙케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 렌탈 프로모션의 업그레이드!
* 상기 내용은 비즈니스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OT & NEW

STRIVE FOR 7
7명의 고객만 유치해도 보너스 GET!

FLASH 모바일 고객이라면?
추가로 7명 이상의 고객 유치 시
본인 사용요금(기본료+부가세)을 커미션으로 지급
* 자세한 내용은 FLASH 모바일-L&K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LASH 모바일 고객이 아니라면?
총 10명 이상의 고객 유치 시
요금 Top10 고객들의 평균 기본료(VAT 제외)를 커미션으로 지급
* 자세한 내용은 FLASH 모바일-L&K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OT & NEW

STRIVE FOR 5

ADT캡스 프로모션
5명의 고객을 유치하면

본인 사용 금액은 무료!

· IBO본인은 먼저 ADT캡스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지, 해지 시 혜택 소멸
· 5명의 고객은 각기 다른 명의의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 동일 명의 고객은 1명으로 간주되며, IBO 본인 개통 건은 제외
· 캡스홈 서비스 고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ACN 코리아 홈페이지 >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OT & NEW

LIFE SERVICE

자동주문 프로모션
프리미엄 라이프 서비스, 베네비타 & 베네보떼

자동주문에 따른 다양한 혜택으로 더욱 큰 만족을 드립니다.

포인트업
동일한 라이프 서비스 자동주문 건을 3개월 이상 연속유지 시 3개월 차부터 포인트 업!

+2 POINT 베네비타 - 밸런스 키트, 씨3 플러스 & 씨4 플러스 키트
베네보떼 - 플레더마 컴플리트 키트

+1 POINT 베네비타 - 밸런스 멀티팩, 컴플릿 프로틴, 화이버 쾌변 젤리, 이지 클린 티, 다담홍삼스틱,
트리플가드, 신바이오틱스 베네비타 듀오, 뷰티스틱(단품), 오메가3, 밀크씨슬,
루테인, 씨3 플러스, 씨4 플러스, 쉐이크-잇!, 레스트!, 고!

무료증정

베네보떼 - 플레더마 스킨 베리어 인헨싱 크림, 인텐시브 리프팅 앰플 세럼,
퍼스트 스텝 에센셜 워터, 안티-더스트 크림 미스트, 올인원 마일드 클렌징 젤,
올데이 마일드 선세럼

동일한 라이프 서비스 자동주문 건을 6개월 유지 시 마다 6개월 차는 무료로 제품 이용!
●

라이프 서비스 자동주문 프로모션 적용의 예
포인트 업 시작!
P

1개월차

2개월차

UP!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

7개월차

...

12개월차

13개월차

자동주문신청
무료 이용 !

"포인트업과 무료증정 동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라이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이용 !

고.객.만.족 MVNO(알뜰폰) 서비스

FLASH 모바일
- 비싼 요금제의 거품은 빼고
+ 고품질의 서비스로 실속을 더하다!

FLASH 모바일

FLASH 모바일이기에 가능합니다.
인터넷/IP-TV

FLASH 모바일은 글로벌 종합 통신사 ACN이
선보이는 혁신적인 이동통신 브랜드로
KT, LG U+의 통신망을 임대하여 고객에게
독자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리빙케어

우수한 통화품질
●●●
페스트 컨트롤

KT, LG U+의 기술력 그대로,
국내 최고 수준의 통화 및 데이터, Wi-fi 등 이용 가능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요금제
●●●
음성ㆍ문자 무제한은 기본,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최적의 요금제 선택

▶

3사 이동통신사와 동일하게 유ㆍ무선상품 결합으로 통신요금 절감 효과

▶

웨어러블, 태블릿 전용 요금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 가능

시큐리티 플랫폼

▶

머천트

사용하던 단말기와 번호 그대로
●●●
간편하게 USIM만 교체하여 플래시 모바일의 합리적인 유심 요금제 이용 가능

Biz 솔루션

Hot & Cool 스마트폰
●●●
▶

FLASH 모바일의 맞춤형 할인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 인기 스마트폰을 부담없이 구매 가능

▶

저렴한 단말기에서부터 최신형 고가 단말기까지 다양하게 선택 가능
베네비타

비대면 서비스 강화
●●●
비대면, 초고속 개통서비스인 ‘다이렉트 개통’을 통해 손쉽고 빠르게 개통 가능

▶

FLASH 모바일 전용 고객센터 및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서비스 가능

▶

MY FLASH를 통해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 확인 및 변경 가능
(제공량 조회, 청구요금 확인,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변경)

베네보떼

▶

※ 유ㆍ무선 결합의 경우 FLASH 모바일 - L에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 MY FLASH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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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은 바꾸고 싶은데 5G 요금제는 부담스러운 당신을 위한

갤럭시 Z 플립3 5G 산다고?

위약금이나 할부이자
없는 자급제폰 사서
FLASH 모바일 LTE 유심
요금제로 개통하려고!

5G 자급제폰 간단상식
Q. 5G 자급제폰 구매 시 USIM 기기변경이 가능한가요?

O

가능합니다! 기존 LTE, 3G 이용 고객은 가지고 계신 LTE, 3G 유심으로 5G 자급제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5G 자급제폰은 꼭 비싼 5G 요금제로를 써야 하나요?

X

아닙니다! 5G 자급제폰 역시 LTE 요금제로 이용 가능합니다. FLASH 모바일에서는 공시지원금
할인, 요금 약정할인 외 20% 추가할인 프로모션 등 타사보다 더욱 합리적인 가격의 LTE USIM
요금제로 최신 5G 자급제폰 개통이 가능합니다.

※ 자급제폰이란 통신사의 약정이나 제약 등이 모두 풀려있어 통신사 및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USIM을 꽂아서 바로 사용가능한 단말기입니다. (나노 USIM이 아닌 경우 통신사에서 USIM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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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자유롭고 합리적인 당신에게 딱!
Galaxy Z Flip3 자급제폰 X FLASH 모바일 요금제로 똑 소리나게!

오직 FLASH 모바일만의
역대급 자급제폰 꿀조합 레시피

1,254,000원

1,116,060원
(삼성카드 11% 청구 할인)

할부이자

최대 24개월 무이자 할부

월 할부금액

52,250원

46,502원

요금제

5GX 프라임

USIM 데이터 6GB+

약정 할인

66,750원

월 기본료

34,760원

119,000원

월 납부총액

81,262원

시큐리티 플랫폼

선택약정

심플할인 + 기본료 20% 추가 할인*

납부총액(2년)

1,950,288원

머천트

2,856,000원

페스트 컨트롤

연 5.9%

기기값

리빙케어

삼성 디지털 프라자
자급제 Galaxy Z Flip3
+ FLASH 모바일 LTE USIM 요금제

S사 Galaxy Z Flip3
+ S사 2년 약정 요금제

* FLASH 모바일 요금제의 월 기본료는 2021년 9월 진행 예정인 다이렉트 개통 요금할인 프로모션이 적용된 FLASH 모바일-K 요금제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9월 이후 프로모션이 변동될 경우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2년 동안 약 90만원 통신요금 절감 가능!!
Biz 솔루션

FLASH 모바일에서 USIM 요금제로 Galaxy Z Flip3 개통하면 Super 좋아요!
베네비타
베네보떼

가입비, 유심비, 배송비 모두 무료
+ FLASH 모바일 다이렉트 개통 시
기본료 20% 추가 요금 할인 X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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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완벽해진
다이렉트 개통 서비스
#비대면 셀.프.개.통
이제, 다이렉트 개통으로 단 5분 안에 쉽고 편리하게 개통하세요!
ARS로 상담 대기하면서 개통? NO!
유심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개통? YES!

다이렉트 개통 혜택
USIM 후불 요금제 신규가입 & 번호이동 다이렉트 개통 시 매월 기본료 20% 추가 요금 할인 X 24개월

다이렉트 개통 서비스 대상
- FLASH 모바일-K : K USIM(선불/후불)카드 보유고객 및 기기변경으로 단말기를 배송받은 고객
• USIM(선불/후불)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고객

• 기기변경 고객

- FLASH 모바일-L : L USIM(후불)카드 보유고객
• USIM(후불)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고객

다이렉트 개통 운영시간
- USIM 신규가입(선불/후불), 기기변경 : 월 – 토 09:00 ~ 22:00
- USIM 번호이동(선불/후불) : 월 – 토 10:00 ~ 20:00
※ 공휴일에도 개통 가능 (일요일 제외)

다이렉트 개통 신청방법
FLASH 모바일-L&K

USIM 후불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홈페이지 >
온라인 가입신청 >
다이렉트 개통 클릭

FLASH 모바일-K

기기변경

홈페이지 >
번호이동 및 기기변경 개통신청 >
명의자 이름 및 주민번호 입력

※ 자세한 내용은 FLASH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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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모바일-K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홈페이지 >
선불 서비스 >
선불 온라인 가입신청 >
선불 다이렉트 개통 클릭

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FLASH 모바일-K
약.정.유.예 서비스

리빙케어

알뜰폰 최초로 선보이는 FLASH 모바일-K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
이제 위.약.금 걱정없이 마음껏 최신 휴대폰으로 바꾸세요!

페스트 컨트롤

약정 유예 서비스란?
단말 결합 요금제의 약정 기간 내 기기변경 시 기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기존 약정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여 약정 기간 내에도 자유롭게 신규 기기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큐리티 플랫폼

약정 유예 서비스 내용
New

Old
공시지원금 할인

약정기간 내 기기

선택약정 25% 할인

변경 시 위약금 발생

→

▶ 잔여 약정기간 180일 이내 기기변경 시 위약금 유예
▶ 개통 후 14일 후 언제든지 기기변경 시 위약금 유예
머천트

단말 결합 요금제
가입 (24개월 약정)

단말 결합 요금제
가입 (24개월 약정)

기기변경

기기변경 시 위약금 발생

기기변경

기기변경 시 위약금 유예
Biz 솔루션

• 공시지원금 : 18개월 차부터

• 선택약정 : 개통 후 14일 이후부터
※ 약정 유예 서비스는 FLASH 모바일-K 고객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며, 약정 기간 내 1회 신청 및 적용 가능합니다.
※ 약정 유예 서비스 적용 대상자가 기기변경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베네비타

잠깐! 알고 계셨어요?
FLASH 모바일-L&K 공통 USIM 요금제 위약금 면제 서비스
10개월 차

18개월 차

기기변경

기기변경

기기변경
베네보떼

USIM 요금제 가입
(24개월 약정)

5개월 차

USIM 요금제 가입 고객이 기기변경 시 1개월 뒤부터 언제든지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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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결합 요금제

최신 단말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는 최적의 요금제 | 이용 패턴에 따른 다양한 옵션 제공!

LTE
※ 상기 단말기 라인업은 2021년 8월 기준 대표 모델로
전체 라인업은 FLASH 모바일-L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alaxy A12

Galaxy A32

5G
Galaxy Z Fold3

Galaxy Z Flip3

Galaxy S21

Galaxy A42

최신 프리미엄 폰에서 즐기는 합리적인 요금제
제공량
구분

5G
요금제

단말
결합
요금제

LTE
데이터
선택형
요금제

LTE 청소년 요금제

LTE PAD 요금제

요금제명

음성

문자

데이터

기본료

할인
프로그램

요금할인 시

이용요금

5G 라이트*

무제한

무제한

9GB + 무제한(1Mbps속도)

53,900원

40,425원

5G 라이트 VR*

무제한

무제한

9GB + 무제한(1Mbps속도)

58,300원

43,725원

5G 라이트+*

무제한

무제한

12GB + 무제한(1Mbps속도)

55,000원

41,250원

5G 스탠다드*

무제한

무제한

150GB + 무제한(5Mbps속도)

72,600원

54,450원

5G 스페셜*

무제한

무제한

180GB + 무제한(10Mbps속도)

80,000원

60,000원

5G 스페셜 VR*

무제한

무제한

180GB + 무제한(10Mbps속도)

83,300원

62,475원

데이터 선택 0.3

무제한

무제한

300MB

25,300원

18,975원

데이터 선택 1.3

무제한

무제한

1.3GB

29,700원

22,275원
공시
지원금

28,050원

데이터 선택 2.3

무제한

무제한

2.3GB

37,400원

데이터 선택 3.6

무제한

무제한

3.6GB

44,000원

or

33,000원

데이터 선택 6.6

무제한

무제한

6.6GB

48,400원

36,300원

무제한

11GB + 일2GB +
무제한(3Mbps속도)

25%
요금할인

60,390원

택1

45,293원

*요금할인
선택 가정

34,650원

데이터 11GB

무제한

데이터 선택 2.5+

무제한

무제한

2.5GB + 무제한(400Kbps속도)

41,800원

데이터 선택 3.5+

무제한

무제한

3.5GB + 무제한(1Mbps속도)

46,200원

데이터 6.6GB+

무제한

무제한

6.6GB + 무제한(1Mbps속도)

58,300원

43,725원

일 데이터 5GB+*

무제한

무제한

매일 5GB + 무제한(5Mbps속도)

63,800원

47,850원

무제한

750 MB + 무제한
(400Kbps 속도제한)

30,800원

23,100원

청소년 30.8

무제한

31,350원

패드 데이터 10GB

-

-

10GB

15,620원

11,715원

패드 데이터 20GB

-

-

20GB

23,430원

17,573원

패드 데이터 25GB+

-

-

25GB + 일2GB + 무제한
(3Mbps속도)

62,590원

46,943원

※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15일 기준 요금제(VAT포함)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요금제 정보는 FLASH 모바일-L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 요금제의 경우 월 기본료(VAT제외)의 50%가 BV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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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LTE
Galaxy A12

Galaxy A32

리빙케어

※ 상기 단말기 라인업은 2021년 8월 기준 대표 모델로
전체 라인업은 FLASH 모바일-K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G
Galaxy Z Flip3

Galaxy S21

Galaxy A42

페스트 컨트롤

Galaxy Z Fold3

음성ㆍ문자 무제한은 기본, 5G부터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까지 다양하게!
제공량
요금제명

5G
요금제

LTE
데이터
선택형
요금제
LTE
데이터
무제한

LTE PAD 요금제

이용요금

5G 베이직

무제한

무제한

5GB

39,600원

29,700원

5G 슬림*

무제한

무제한

10GB + 무제한
(1Mbps속도)

55,000원

41,250원

5G 스페셜*

무제한

무제한

200GB + 무제한
(10Mbps속도)

77,990원

58,410원

데이터 선택 300MB

무제한

무제한

300MB

25,300원

18,920원

데이터 1.3GB

무제한

무제한

1.3GB

29,700원

22,220원

데이터 2.3GB

무제한

무제한

2.3GB

37,400원

데이터 3.6GB

무제한

무제한

3.6GB

41,800원

데이터 6.6GB

무제한

무제한

6.6GB

47,300원
46,200원

25%
요금할인

34,650원

28,050원
공시
지원금
or

31,350원
35,420원

데이터 온 톡

무제한

무제한

3GB + 무제한
(1Mbps속도)

데이터 6GB+

무제한

무제한

6GB + 무제한
(1Mbps속도)

52,800원

택1

39,600원

데이터 10GB

무제한

무제한

10GB + 일2GB +
무제한(3Mbps속도)

59,950원

*요금할인
선택 가정

44,880원

데이터 온 비디오_시즌*

무제한

무제한

100GB + 무제한
(5Mbps속도)

66,000원

49,500원

청소년 데이터 1GB+

무제한

무제한

1GB + 무제한
(400kbps속도)

27,500원

20,570원

스마트 디바이스
LTE 10GB

-

-

10GB + 무제한
(200kbps속도)

15,620원

11,660원

스마트 디바이스
LTE 20GB

-

-

20GB + 무제한
(200Kbps속도)

22,990원

17,160원

베네비타

LTE 청소년 요금제

데이터

요금할인 시

Biz 솔루션

단말
결합
요금제

문자

할인
프로그램

머천트

LTE
데이터
정량
제공

음성

기본료

시큐리티 플랫폼

구분

베네보떼

※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15일 기준 요금제(VAT포함)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요금제 정보는 FLASH 모바일-K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 요금제의 경우 월 기본료(VAT제외)의 50%가 BV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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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M 요금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 | 통화, 데이터 이용 패턴에 따른 다양한 옵션 제공!

USIM만 바꾸면 딱! 맞는 취향저격 요금제 선택 가능
제공량
구분

요금제명

5G
요금제

USIM
요금제
LTE
데이터
선택형
요금제

LTE 청소년 요금제
LTE PAD 요금제

음성

문자

데이터

기본료

약정할인

이용요금

5G 라이트 (USIM)*

무제한

무제한

9GB + 무제한
(1Mbps속도)

55,000원

9,900원

45,100원

5G 라이트 VR (USIM)*

무제한

무제한

9GB + 무제한
(1Mbps속도)

58,300원

9,900원

48,400원

5G 라이트+ (USIM)*

무제한

무제한

12GB + 무제한
(1Mbps속도)

56,100원

9,900원

46,200원

5G 스탠다드 (USIM)*

무제한

무제한

150GB + 무제한
(5Mbps속도)

72,600원

11,000원

61,600원

5G 스페셜 (USIM)*

무제한

무제한

180GB + 무제한
(10Mbps속도)

78,100원

12,100원

66,000원

데이터 선택 0.3 (USIM)

무제한

무제한

300MB

25,300원

5,500원

19,800원

데이터 선택 1.3 (USIM)

무제한

무제한

1.3GB

28,600원

6,600원

22,000원

데이터 선택 2.3 (USIM)

무제한

무제한

2.3GB

36,300원

9,900원

26,400원

데이터 선택 3.6 (USIM)

무제한

무제한

3.6GB

41,800원

12,100원

29,700원

데이터 선택 6.6 (USIM)

무제한

무제한

6.6GB

50,600원

13,200원

37,400원

41,800원

8,800원

33,000원

데이터 2.5GB+ (USIM)

무제한

무제한

2.5GB + 무제한
(400Kbps속도)

데이터 선택 3.5+ (USIM)

무제한

무제한

3.5GB + 무제한
(1Mbps속도)

46,530원

10,230원

36,300원

데이터 선택 6.6+ (USIM)

무제한

무제한

6.6GB + 무제한
(1Mbps속도)

55,990원

11,770원

44,220원

일 데이터 5GB+ (USIM)*

무제한

무제한

매일 5GB + 무제한
(5Mbps속도)

65,450원

13,750원

51,700원

데이터 11GB (USIM)*

무제한

무제한

11GB + 일2GB +
무제한(3Mbps속도)

55,990원

7,700원

48,290원

청소년 22.9 (USIM)

무제한

무제한

750MB + 무제한
(400Kbps속도)

28,490원

5,500원

22,990원

패드 3.5GB (USIM)

-

-

3.5GB

14,300원

6,600원

7,700원

패드 6.5GB (USIM)

-

-

6.5GB

16,500원

6,600원

9,900원

※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15일 기준 요금제(VAT포함)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요금제 정보는 FLASH 모바일-L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 요금제의 경우 월 기본료(VAT제외)의 50%가 BV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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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리빙케어

USIM만 바꾸면 데이터 UP! 통신비 DOWN!
제공량
요금제명

5G
요금제

LTE PAD 요금제

약정할인

이용요금

5G 베이직 (USIM)

무제한

무제한

5GB

44,000원

7,700원

36,300원

5G 슬림 (USIM)*

무제한

무제한

10GB + 무제한
(1Mbps속도)

55,000원

9,900원

45,100원

5G 스페셜 (USIM)*

무제한

무제한

200GB + 무제한
(10Mbps속도)

80,300원

11,000원

69,300원

USIM 데이터 300MB

무제한

무제한

300MB

25,300원

5,500원

19,800원

USIM 데이터 1.3GB

무제한

무제한

1.3GB

28,600원

6,600원

22,000원

USIM 데이터 2.3GB

무제한

무제한

2.3GB

36,300원

9,900원

26,400원

USIM 데이터 3.6GB

무제한

무제한

3.6GB

41,800원

12,100원

29,700원

USIM 데이터 6.6GB

무제한

무제한

6.6GB

50,600원

13,200원

37,400원

USIM 데이터 300MB+

무제한

무제한

300MB + 무제한
(1Mbps속도)

36,850원

11,000원

25,850원

USIM 데이터 1GB+

무제한

무제한

1GB + 무제한
(1Mbps속도)

41,250원

12,100원

29,150원

USIM 데이터 2GB+

무제한

무제한

2GB + 무제한
(1Mbps속도)

46,750원

13,200원

33,550원

USIM 데이터 3GB+

무제한

무제한

3GB + 무제한
(1Mbps속도)

52,250원

14,300원

37,950원

USIM 데이터 6GB+

무제한

무제한

6GB + 무제한
(1Mbps속도)

58,850원

15,400원

43,450원

USIM 데이터 10GB+*

무제한

무제한

10GB + 일2GB +
무제한(3Mbps속도)

64,900원

16,500원

48,400원

USIM 데이터 100GB+_시즌*

무제한

무제한

100GB + 무제한
(5Mbps속도)

68,200원

16,500원

51,700원

USIM 데이터 100GB+_게임박스*

무제한

무제한

100GB + 무제한
(5Mbps속도)

68,200원

16,500원

51,700원

청소년 데이터 USIM 1GB+

무제한

무제한

1GB + 무제한
(400Kbps속도)

33,000원

11,000원

22,000원

LTE DATE 3.5GB (USIM)

-

-

3.5GB

15,400원

7,700원

7,700원

LTE DATE 6.5GB (USIM)

-

-

6.5GB

18,700원

8,800원

9,900원

베네비타

LTE 청소년 요금제

기본료

Biz 솔루션

LTE
데이터
무제한

데이터

머천트

USIM
요금제

LTE
데이터
선택형
요금제

문자

시큐리티 플랫폼

LTE
데이터
정량
제공

음성

페스트 컨트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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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보떼

※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15일 기준 요금제(VAT포함)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요금제 정보는 FLASH 모바일-K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 요금제의 경우 월 기본료(VAT제외)의 50%가 BV로 산정됩니다.

선불 USIM 요금제

필요한 순간,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실속있고 합리적인 요금제
통화, 데이터 이용 패턴에 따른 다양한 옵션 제공!

필요한 순간! 원하는 만큼만! 충전하는 간편 솔루션
제공량
요금제명

음성

국제전화

데이터

문자

선불 데이터 300MB+

무제한

무제한

300MB + 무제한(3Mbps속도)

선불 데이터 300MB+
(국제전화)

무제한

무제한

300MB + 무제한(3Mbps속도)

선불 데이터 3GB+

무제한

무제한

3GB + 무제한(3Mbps속도)

선불 데이터 3GB+
(국제전화)

무제한

무제한

3GB + 무제한(3Mbps속도)

선불 데이터 11GB+

무제한

무제한

11GB + 일2GB + 무제한
(3Mbps속도)

선불 데이터 11GB+
(국제전화)

무제한

무제한

11GB + 일2GB + 무제한
(3Mbps속도)

기본료
36,300원

일 20분

40,700원
44,000원

일 20분

48,000원
55,000원

일 20분

59,000원

※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15일 기준 요금제(VAT포함)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요금제 정보는 FLASH 모바일-L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 원하는 만큼만! 충전하는 간편 솔루션
제공량
요금제명
선불 LTE 22
선불 모두다 FLASH 6GB+

음성
300분
망내 : 기본제공
망외 : 100분

문자

데이터

기본료

300건

300MB + 무제한(400Kbps속도)

22,020원

무제한

6GB + 무제한(400Kbps속도)

39,930원

선불 데이터 300MB+

무제한

무제한

300MB + 무제한(3Mbps속도)

35,760원

선불 데이터 10GB+

무제한

무제한

10GB + 일2GB + 무제한(3Mbps속도)

55,020원

※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15일 기준 요금제(VAT포함)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요금제 정보는 FLASH 모바일-K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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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모바일 - 제휴카드로 알뜰하게!
KB국민카드 알뜰폰 Hub 카드 출시

리빙케어

*연회비:20,000원(국내전용/국내외겸용)

페스트 컨트롤
시큐리티 플랫폼

매월 통신비 최대 15,000원 할인!

할인금액

머천트

전월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 금액

구분

1구간(50만원 이상)

2구간(100만원 이상)

매월 10,000원

매월 15,000원
Biz 솔루션

ㆍ최초 카드 사용 등록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는 알뜰폰 Hub 카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1구간(전월 이용실적 5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00원 청구할인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ㆍ할인금액보다 자동이체 승인금액이 작을 경우 승인금액만큼 할인 적용됩니다.
ㆍ통신비 자동이체 승인 건이 여러 건인 경우 합산하여 월 할인금액 내에서 할인됩니다.
ㆍ해당 할인서비스는 통신비 자동이체 등록 시에만 제공 되오니 꼭 FLASH MOBILE 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이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FLASH MOBILE 고객센터:1688-9800)
ㆍ자동이체 등록된 통신료가 카드사에 청구되는 시점부터 청구할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베네비타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p, 최고 연 24%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수수료율 적용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 기간의 유이자 할부 수수료율 적용
* 카드 신청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베네보떼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품 관련 세부 사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 참조 또는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0-C1h-07278호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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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모바일 - 제휴카드로 알뜰하게!
KB국민카드 알뜰폰 HubⅡ 카드 출시

*연회비:15,000원(국내전용/국내외겸용)

매월 통신비 최대 17,000원 할인!
전월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 금액

구분
할인금액

1구간(30만원 이상)

2구간(70만원 이상)

매월 12,000원

매월 17,000원

ㆍ최초 카드 사용 등록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는 KB국민 알뜰폰 Hub Ⅱ 카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1구간(전월 이용실적 3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12,000원 청구할인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ㆍ할인금액보다 자동이체 승인금액이 작을 경우 승인금액만큼 할인 적용됩니다.
ㆍ통신비 자동이체 승인 건이 여러 건인 경우 합산하여 월 할인금액 내에서 할인됩니다.
ㆍ해당 할인서비스는 통신비 자동이체 등록 시에만 제공 되오니 꼭 FLASH MOBILE 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이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FLASH MOBILE 고객센터:1688-9800)
ㆍ자동이체 등록된 통신료가 카드사에 청구되는 시점부터 청구할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p, 최고 연 24%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수수료율 적용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 기간의 유이자 할부 수수료율 적용
* 카드 신청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품 관련 세부 사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 참조 또는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1-C1a-01854호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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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FLASH 모바일 X 롯데카드
롤라카드 매달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2만원 캐시백!

리빙케어

*연회비:15,000원(국내전용/국내외겸용)

페스트 컨트롤
시큐리티 플랫폼

신청기간
대상

구분

목표금액 이상 이용한 달의 다음달 말까지 입금
카드 첫 이용한 달~
둘째 달 (1차 캐시백)

카드 이용 셋째 달~
열셋째 달 (2 ~ 12차 캐시백)

10만원 이상 (FLASH 모바일 자동납부 금액 +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이용금액)
10,000원
매달 10,000원 X 11개월 = 11만원

최대

12

만원

Biz 솔루션

목표금액
캐시백 금액

직전 6개월 이내 롯데 개인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없고,
FLASH 모바일 통신요금 자동이체를 롯데 롤라카드로 등록 완료하신 고객

머천트

제공일

2021.04.01(목) ~ 2021.12.31(금)

베네비타

ㆍ본 이벤트는 6개월 이내 롯데 개인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없는 회원 대상으로 진행되며, 통신요금 자동이체 등록 시에만 제공되오니,
반드시 FLASH 모바일 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이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FLASH 모바일 고객센터 : 1688-9800)
ㆍ캐시백 조건
① 1차 캐시백: 이벤트 대상자로 선정된 후, 카드 첫 이용달 부터 둘째 달까지의 이용금액이 목표금액 10만원 이상 시 1만원 캐시백 제공
② 2차~12차 캐시백: 매달 1일~말일까지의 이용금액이 목표금액 10만원 이상 시 1만원 캐시백 제공
③ 목표금액 미 달성시 해당월 캐시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ㆍ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FLASH 모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롤라카드 이벤트는 제휴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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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보떼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이율 + 최대 3%, 최대 3%, 법정 최고금리(연 24%)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약정이율을 적용
- 일시불 거래 연체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수수료율 적용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시 : 거래 발생시 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 기간의 유이자 할부 수수료율 적용
* 다수의 신용카드 발급은 개인 신용등급 또는 신용평점,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카드 신청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1-C1h-02604호 (2021.04.05~2022.04.01)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E02207호 (2021.04.08)

나의 서비스 조회는
마이플래시에서!

마이플래시란?
나의 가입정보 / 요금제 / 부가서비스 / 요금 / 실시간 사용량 등을 편리하게 조회 및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로,
플래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마이플래시에서 가능한 서비스
- 조회 : 나의 요금제 / 가입정보 / 이달의 청구 요금 / 실시간 청구 요금 / 실시간 사용량 / 사용중인 부가서비스
- 변경 : 요금제 / 부가서비스 / 납부방법 / 명세서 유형 변경 등
※ 일부 부가서비스의 가입 및 해지는 플래시 모바일 고객센터(T. 114 또는 1688-98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동 님 (010-1234-1234)
홍길동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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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FLASH 모바일-L
유· 무선 결합할인 프로그램

리빙케어

유ㆍ무선 결합할인이란?
본인 및 가족 중 U+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FLASH 모바일-L의 무선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구성원으로 묶어 인터넷 요금을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페스트 컨트롤

※ 가족 범위 : 가족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ㆍ자녀 등),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ㆍ형제ㆍ자매

시큐리티 플랫폼

유ㆍ무선 결합할인에 따른 인터넷 할인 금액
- 인터넷 상품에 따른 할인금액 차등 적용

100MB

→

5,500원 (VAT 포함) 할인

따른 할인금액

500MB

→

9,900원 (VAT 포함) 할인

(3년 약정 기준)

1G 이상

→

13,200원 (VAT 포함) 할인

머천트

인터넷 속도에

유ㆍ무선 결합할인 신청 및 문의
Biz 솔루션

- 고객센터(T. 1688-9800 > 4번 > 2번)를 통해 상담 가능

베네비타
베네보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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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폰에 꼭! 맞는 휴대폰 악세서리 쇼핑몰
FLASH MALL

FLASH MALL이란?
휴대폰 케이스, 보호필름, 보조배터리, 블루투스 이어폰 등 가성비 넘치는
최신 사양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휴대폰 액세서리 쇼핑몰입니다.

FLASH MALL만의 특별 서비스
- 배송비 무료 “단 1개만 구매해도 무.료.배.송”
- 현장수령 서비스 (현장수령 장소 : ACN 코리아 서울 비즈니스 센터)
- FLASH MOBILE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모션
※ 일부 상품은 현장수령 서비스가 불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플래시몰 고객센터(T.1544-7850)로 문의하세요.

대표상품 : 휴대폰 케이스 / 보호필름 / 충전기 / 블루투스 이어폰 등

[애플코리아] 에어팟 프로 3세대

[리큐엠] 고속무선충전기

[케이맥스] 천연소가죽 카드수납 케이스

[아라소] 강화유리필름

※ FLASH MALL 상품은 재고 상황에 따라 별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0

ACN Korea Brand Guide

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FLASH 모바일
개통 및 고객센터

리빙케어

FLASH 모바일 개통센터
02 - 3468 - 0505 > ARS 1번
(운영시간 : 평일 10:00~20:00 | 토 10:00~19:00)

페스트 컨트롤

02 - 3468 - 0505 > ARS 2번
(운영시간 : 평일 10:00~20:00 | 토 10:00~19:00)

시큐리티 플랫폼

FLASH 모바일 고객센터
1688 - 9800 > ARS 1번
(운영시간 : 평일 10:00~19:00)

1688 - 9800 > ARS 2번
머천트

(운영시간 : 평일 10:00~19:00)

다이렉트 개통 운영시간
Biz 솔루션

USIM 신규가입(선불/후불), 기기변경 : 월 – 토 09:00 ~ 22:00
USIM 번호이동(선불/후불) : 월 – 토 10:00 ~ 20:00
* 공휴일에도 개통 가능 (일요일 제외)

베네비타

FLASH 모바일 카카오톡채널 채팅 상담센터
카카오톡 > 검색창 : 플래시 모바일 L 검색 > 채널 추가하기
(상담시간 : 평일 10:00~19:00)

베네보떼

카카오톡 > 검색창 : 플래시 모바일 K 검색 > 채널 추가하기
(상담시간 : 평일 10: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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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artners

SKT, KT, LG U+ 서비스를 그대로!

ACN 인터넷/IP-TV 서비스
누구나 사용하는 일상의 서비스,
국내 최고 품질로 합리적인 요금제와
함께 이용하세요!

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미디어 세상의 리더, No.1 미디어 기업 “가성비 최고”
Internet

월 납부금액

IP-TV

월 납부금액*

34,100원

ALL (256채널)

20,900원

500M : T_Giga라이트 + WIFI

28,600원

Lite (226채널)

17,600원

100M : T_광랜 + WIFI

22,000원

New 베이직 (183채널)

14,300원

리빙케어

1G : T_Giga + WIFI

* UHD 셋톱박스 임대료(4,400원) 포함

Internet

월 납부금액
33,000원

기가 인터넷 최대 500M 플러스

28,600원

인터넷 최대 100M 플러스

23,100원

월 납부금액*
40,700원

넷플릭스UHD + 266채널

31,900원

넷플릭스HD + 266채널

29,900원

OTV 프라임키즈랜드
(266채널+프라임키즈랜드팩)

24,200원

라이트 (239채널)

16,500원

베이직 (234채널)

15,400원

머천트

무비플러스
(269채널+프라임무비팩+캐치온+VIKI)

시큐리티 플랫폼

기가 인터넷 최대 1G 플러스

IP-TV

페스트 컨트롤

135년 대한민국 통신역사의 대표 기업 “인터넷 설치 속도 1위”

* 셋톱박스 임대료 포함

넷플릭스 & 유튜브를 최고의 화질로 끊김없이! “와이파이 무료”

스마트 기가 (1G)

월 납부금액
35,200원

(WIFI + AI 스피커 임대제공)

스마트 기가 슬림 (500M)

29,700원

스마트 광랜 (100M)
(WIFI + AI 스피커 임대제공)

월 납부금액*

넷플릭스UHD (244채널)

33,200원

넷플릭스HD (244채널)

30,700원

프리미엄 (242채널)

20,900원

베이직 (199채널)

16,500원

24,200원

베네비타

(WIFI + AI 스피커 임대제공)

IP-TV

Biz 솔루션

Internet

* UHD 셋톱박스 임대료(4,400원) 포함

베네보떼

인터넷 + IP-TV 결합 개통 시 “상품권 증정”
(통신사별 자세한 상품권 금액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15일 기준, 3년 약정 및 결합 할인이 적용된 요금제(VAT포함)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인터넷 단독 신청 시 요금 등 보다
자세한 최신 상품 사양은 ACN 인터넷/IP-TV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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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소비 생활의 시작!
프리미엄 렌탈 서비스

ACN 리빙케어 서비스
당신의 일상에 풍요로움을 더하세요!

Our Partners

ACN 리빙케어 서비스 Best 제품!
활기찬 생활! 건강한 관절!

라파402VIP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통증 치료용 의료기기
‘無수술’ ‘無투약’
식약처 - 의료기기 허가
심평원 - 의료수가 적용
임상시험 - 통증 완화(치료) 확인

이제, 가정에서 쉽고! 편리하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통증 완화(치료) 하세요!
렌탈료

월 36,8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품 사이즈 - W500 X H165 mm)
(박스 사이즈 - W385 X D155 X H310 mm)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19,800원

일시불 구매 1,200,000원
1.
2.
3.
4.
5.

402개 저출력 레이저가 환부에 직접 조사 ▶ 염증을 감소시켜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통증 완화(치료)
저출력 레이저와 온열의 이원 치료 효과
45도 온도 제어 기능과 자동 기능으로 사용 편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셀프 케어 가능한 의료기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을 인정(GMP)받은 라파메디칼㈜에서 국내 제조

※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기준 금액(VAT포함)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ACN 리빙케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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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식약처가 승인한 대학병원 2곳 임상시험을 통해

퇴행성 관절염 통증 치료 효과 입증
리빙케어

96%
85%

78%
70%

73%

81%
72%

73%

8주 후 임상시험대상자
5가지 항목
“평균 약 81%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통증 완화(치료)”

머천트

A재단병원

A. 계단 오르내릴 때
B. 평지를 걸을 때
C. 수면할 때
D. 앉거나 누울 때
E. 서있을 때

시큐리티 플랫폼

88% 88%

페스트 컨트롤

Y대학교병원

Biz 솔루션

시험기관 : Y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A재단병원 류마티스내과
시 험 명 :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치료 유효성 및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관절염 치료제) 대체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 시험
시험기간 : 2005. 7. 8 ~ 2005. 9. 27 (임상실시 8주)
시험대상 :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제시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방사선학적으로 2,3,4기인 평균 57세 환자 124명

베네비타

ACN 리빙케어 서비스 특.별.혜.택
베네보떼

ACN 리빙케어 서비스에서 라파402VIP 렌탈 or 구매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만원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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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402VIP의 올바른 사용방법
1
치료를 원하는 부위에 라파402VIP를 잘 감싸고 제품과 함께 포함된 밴드로 가볍게
고정한 후 플러그를 꽂는다. 밴드를 강하게 조일 경우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 가볍게
고정시킨다. (옷 위에 사용하는 경우 효과 없음)

2

동작 버튼을 누르면 레이저가 환부에 직접 조사된다. (맨 살에 사용해야 함)
- 피부가 민감하거나 약하신 분, 연세가 많으신 분은 저온 화상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얇은 흰색 면 수건이나, 흰색 내의 위에 조사해야 하며, 뜨겁다고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한다.
- 사용 시 뜨겁게 느껴지거나 땀이 날 경우 반드시 흰 면 수건이나 흰색 내의 위에 조사해야 하며,
제품은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고 피부도 깨끗이 씻어준다.
(※ 주의: 피부를 씻지 않은 경우 피부가 검게 물들 수 있음)

2-A
44도

45도
일
시
정
지

동작 버튼만 누르고 사용할 경우 44도까지 작동하고 45도가 표기되면
일시적으로 레이저 조사가 멈추는데, 잠시 후 44도가 표기되면 다시
레이저 조사가 시작된다. 그 후 44도(작동)와 45도(일시 정지)가 연속적
으로 반복된다.

2-B

동작 버튼을 누른 뒤 자동 버튼을 누르고 사용할 경우, 표시 창에 30이라는 숫자가
표시되고 치료 시간 경과에 따라 30에서 1까지 낮아진다.
(사용 중 레이저 불이 꺼지고 켜지는 동작이 반복됨)

치료가 종료되면 신호음이 울리면서 숫자가 사라진다.
(시작부터 종료까지 소요되는 실제 작동 시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40분~10시간까지 편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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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조사가 끝나면 신호음과 함께 표시 창에서 숫자가 사라진다.

리빙케어

4
사용 완료 후 정지 버튼을 누르고 전원 플러그를 제거한다.

페스트 컨트롤

※ 치료 중에 임의로 작동을 중단하고 싶은 경우 정지 버튼을 누른다.
※ 1일 1~2회 사용한다.
※ 라파402VIP는 첨단 Bottom Line으로 설계된 반도체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로, 외부의 압력이 가해질 경우

시큐리티 플랫폼

내부 보호 센서가 작동하여 의학적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치료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기를 절대로 허리 밑이나 엉덩이로 깔고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때 기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통증이 가라앉은 후 1일 1회 5분씩 사용 시간을 늘려가야 한다.
머천트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안전상의 경고
Biz 솔루션

1. 사용 전 반드시 편안한 복장 준비
2. 피부염 또는 상처 부위에 절대 사용하지 말 것
3. 눈과 얼굴에는 사용하지 말 것 (관절 부위 이외의 사용을 권하지 않음)
4. 고온의 전기장판, 매트 등에서 사용하지 말 것 (외부열로 인해 제품표면이 변경되거나 열의 충격을 받을 수 있음)
5. 기기 사용 시 두꺼운 이불이나 담요 등으로 덮어 놓지 말 것 (온도센서가 오작동 할 수 있음)
6. 본체와 연결되는 전선부위에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 것

베네비타
베네보떼

7. 다음의 사람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도를 통해 사용
① 급성 질환이 있는 사람
② 악성 종양이 있는 사람
③ 심전계 등 장작용 전자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사람
④ 임산부 및 유아
⑤ 고혈압 환자

※ 이 외 자세한 내용은 제품 구매 시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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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렌탈 | 50년의 위생과학을 담아 생활을 바꾸다!

정수기

깨끗한 북극 해양심층수의 재현, 폴라 워터

DWPI-G450(W/P)

DWP-F250S

폴라 아이스

폴라 제로

(W260 X D550 X H500 mm)

(W160 X D490 X H400 mm)

화이트 DWPI-G450W
핑크 DWPI-G450P

렌탈료

렌탈료

월 39,9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20,000원 할인 | 월요금 19,900원
1. 풀 스테인리스 제빙으로 더 안전하고 신선하게!
2. 4계절 내내 즐기는 깨끗한 얼음/냉수/정수/온수
3. 얼음/냉수/온수 기능 해제 가능 ▶ 절전모드로 전기료 절감
4. 바이러스, 박테리아, 잔류염소 등을 걸러내는 스마트한 나노 필터

월 32,9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20,000원 할인 | 월요금 12,900원
1. 직수형 정수기로 고여있는 물 없이 언제나 신선하게!
2. 8단계 3필터로 노로바이러스 및 각종 병원균 99.9% 제거
3. 파워스팀 살균으로 물 때 없이 깨끗하게!
4. 육아 맞춤 온수 기능 + 아이들을 위한 키즈 버튼까지

DWP-Y400G

DWPS-P330

폴라 터치

직수냉온정수기(셀프)

(W240 X D517 X H464 mm)

(W185 X D490 X H445 mm)

렌탈료

렌탈료

월 26,900원 (39개월 의무사용)

월 24,9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20,000원 할인 | 월요금 6,900원

최대 20,000원 할인 | 월요금 4,900원

1. 스테인리스 저수조에 세균 유입 차단을 위한 항균 에어필터
2. 8단계 3필터로 노로바이러스 및 각종 병원균 99.9% 제거
3. 세척이 용이한 냉/온수 분리형 투명 코크
4. 디지털 정량 출수 기능

1. 자가 교체형 필터로 손쉽게 교체 (교체 필터를 1년마다 정기 배송)
2. 필터 세척도 버튼 하나로 척척!
3. 냉수/온수/정수 ALL 직수
4. 미네랄이 살아있는 나노필터 정수방식 (6단계 3필터)

DWP-P500

DWP-H620

대용량 정수기 GRAND

대용량 스탠드 정수기

(W340 X D375 X H1,200 mm)

(W360 X D456 X H1,230 mm)

렌탈료

렌탈료

월 29,900원 (39개월 의무사용)

월 33,9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20,000원 할인 | 월요금 9,900원

최대 20,000원 할인 | 월요금 13,900원

1. 총 12리터 대용량 탱크
2. 미네랄은 살리고 세균은 거르는 UF 시스템
3. FULL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1. 총 20L의 넉넉한 대용량 탱크
2. 더욱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탱크 및 유로
3. 냉온수 개별 ON/OFF ▶ 전기료 절감 가능

※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기준 라인업 및 금액(VAT포함)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ACN 리빙케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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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

욕실의 품격 완성, 프리미엄 스마트렛

리빙케어

분리형/스마트

(W392 X D531 X H152 mm)

(W392 X D531 X H152 mm)

렌탈료

렌탈료

월 27,900원 (36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시큐리티 플랫폼

DCS-S50R

분리형/스마트

페스트 컨트롤

DCS-S50RAF

월 24,900원 (36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20,000원 할인 | 월요금 4,900원

1. 믿을 수 있는 똑똑한 설계 ▶ 3-in-1 스테인리스 노즐 (세정/비데/쾌변)
2. 탈취·자동배수 및 시트 항균처리 ▶ 세균 걱정 NO
3. 자동절전 기능 ▶ 전기료 걱정 NO
4. 리모콘 타입의 콤팩트한 사이즈
5.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 ▶ 자동 물내림

1. 믿을 수 있는 똑똑한 설계 ▶ 3-in-1 스테인리스 노즐 (세정/비데/쾌변)
2. 탈취·자동배수 및 시트 항균처리 ▶ 세균 걱정 NO
3. 자동절전 기능 ▶ 전기료 걱정 NO
4. 리모콘 타입의 콤팩트한 사이즈

DST-330

DCS-S50

분리형/스마트

분리형/스마트

(W478 X D534 X H147 mm)

(W460 X D531 X H152 mm)

렌탈료

렌탈료

머천트

최대 20,000원 할인 | 월요금 7,900원

Biz 솔루션

제휴카드 적용 시

베네비타

월 23,900원

(36개월 의무사용)

월 22,900원 (36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20,000원 할인 | 월요금 2,900원

1.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 ▶ 자동 물내림
2. 트윈 노즐 및 항균 처리로 세균 걱정 NO
3. 노즐 자동 세척으로 한 번 더 깨끗하게!

1. 믿을 수 있는 똑똑한 설계 ▶ 3-in-1 스테인리스 노즐
(세정/비데/쾌변)
2. 탈취·자동배수 및 시트 항균처리 ▶ 세균 걱정 NO
3. 자동절전 기능 ▶ 전기료 걱정 NO

베네보떼

최대 20,000원 할인 | 월요금 3,900원

www.acn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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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기준 라인업 및 금액(VAT포함)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ACN 리빙케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렌탈 | 50년의 위생과학을 담아 생활을 바꾸다!

비데

욕실의 품격 완성, 프리미엄 스마트렛

DST-1330

DCS-S12

분리형/심플

분리형/심플

(W479 X D532 X H129 mm)

(W479 X D532 X H129 mm)

렌탈료

렌탈료

월 23,900원 (36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월 21,900원 (36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20,000원 할인 | 월요금 3,900원

최대 20,000원 할인 | 월요금 1,900원

1. 세정/비데 기능이 분리되어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트윈 노즐
2. 에너지 낭비 걱정 없는 스마트한 절전/초절전 모드 ▶ 전기료 걱정 NO
3. 노즐 자동 세척으로 한 번 더 깨끗하게!
4.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 ▶ 자동 물내림

1. 비데와 세정이 분리된 위생적인 2way 스테인리스 노즐
2. 에너지 낭비 걱정 없는 스마트한 절전/초절전 모드
3. 노즐 자동 세척으로 한 번 더 깨끗하게!

※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기준 라인업 및 금액(VAT포함)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ACN 리빙케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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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

욕실의 품격 완성, 프리미엄 스마트렛

리빙케어

일체형/와이드

일체형/컴팩트

(W400 X D725 X H520 mm)

(W400 X D650 X H520 mm)

렌탈료

렌탈료

월 37,000원

(36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시큐리티 플랫폼

DST-650

페스트 컨트롤

DST-700

월 33,000원 (36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20,000원 할인 | 월요금 17,000원

최대 20,000원 할인 | 월요금 13,000원

1.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 ▶ 자동 물내림
2. 특수 항균˙방오 코팅으로 오염물 부착 방지
3. 일반 양변기 물 사용의 ½ ▶ 친환경 절수 기술
4. 대형 LCD 무선 리모컨 시스템

1.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 ▶ 자동 물내림
2. 특수 항균˙방오 코팅으로 오염물 부착 방지
3. 일반 양변기 물 사용의 ½ ▶ 친환경 절수 기술
4. 대형 무선 리모컨 시스템
머천트
Biz 솔루션

DST-660
베네비타

일체형/컴팩트
(W400 X D677 X H580 mm)

렌탈료

월 29,900원 (36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베네보떼

최대 20,000원 할인 | 월요금 9,900원
1.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 ▶ 자동 물내림
2. 특수 항균˙방오 코팅으로 오염물 부착 방지
3. 일반 양변기 물 사용의 ½ ▶ 친환경 절수 기술
4. 무선 리모컨 시스템

www.acn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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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기준 라인업 및 금액(VAT포함)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ACN 리빙케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렌탈 | 50년의 위생과학을 담아 생활을 바꾸다!

비데

원포인트 욕실 리폼 RE-BATH

DCS-S40

DCS-S30

리바스형/스마트

리바스형/심플

(W479 X D532 X H129 mm)

(W442 X D515 X H160 mm)

렌탈료

렌탈료

월 26,900원 (36개월 의무사용)

월 22,500원 (36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20,000원 할인 | 월요금 6,900원

최대 20,000원 할인 | 월요금 2,500원

1. 직수형 순간 온수 시스템으로 물탱크 오염 걱정없이 깨끗하게!
2. 눈으로 확인 가능한 노즐 및 유로 살균 과정
3. 3 in 1 스테인리스 노즐 ▶ 비데, 세정, 쾌변 노즐이 청결한 스테인리스로!
4. 노즐 자동 세척으로 한 번 더 깨끗하게!

1. 직수형 순간 온수 시스템으로 물탱크 오염 걱정없이 깨끗하게!
2. 3 in 1 스테인리스 노즐 ▶ 비데, 세정, 쾌변 노즐이 청결한 스테인리스로!
3. 노즐 자동 세척으로 한 번 더 깨끗하게!

리바스형 비데 렌탈 특별 혜택 – 더 나은 욕실을 위한 리노베이션
“이제 비데 렌탈하고 위생도기, 욕실 리폼까지 한 번에 해결하세요!”

ACN 리빙케어 서비스 혜택 - 비데 설치비 및 등록비 면제

* 양변기 및 세면기 설치비 별도
상품구성

설치비

비데+양변기

30,000

비데+세면기

100,000

비데+양변기+세면기

130,000

*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비데 설치비와 등록비 면제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기준 라인업 및 금액(VAT포함)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ACN 리빙케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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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공기청정기

일상을 채우는 상쾌한 행복, 폴라 에어

DM-7005
리빙케어

폴라 에어
(W440 X D180 X H682 mm)

렌탈료

월 26,500원 (36개월 의무사용)
페스트 컨트롤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9,500원
일시불 구매 758,000원

시큐리티 플랫폼

1. 고성능 항균 헤파필터 H13 등급 ▶ 초미세먼지 99.97% 정화
2. 5단계 스마트 공기청정 시스템 ▶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각종 유해 가스 및 냄새도 싹!
3. 안심 오토 케어 ▶ 청정 센서가 공기 오염도를 감지해 언제나 깨끗하게!
4.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 1년 내내 틀어도 전기세 단돈 7,400원
(에너지 비용 등은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DAP-T73W

폴라 에어 360
(W400 X D440 X H660 mm)
머천트

렌탈료

월 31,9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14,900원
Biz 솔루션

일시불 구매 956,000원
1. 360도 서라운도 4WAY 강력 흡입
2. 미세먼지보다 작은 극-초미세먼지에 반응하는 고감도 레이저 센서로 더욱 세밀하게 감지
3. H13등급 헤파필터 ▶ 4 in 1 복합필터로 0.3㎛ 이하의 극-초미세먼지 99.95% 정화
4. 실내 공기청정 상태를 7가지 컬러로 표시해 실시간 공기오염도를 한 눈에 확인

베네비타

폴라 에어 360
ACN 리빙케어 서비스 특별 혜택

베네보떼

물 청소가 따로 필요 없이 탈부착으로 쉽게 관리하는
전처리 필터 1년 사용분 무.료.증.정
(2개월 교체 주기 x 6개월)

www.acn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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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기준 라인업 및 금액(VAT포함)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ACN 리빙케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eyond Convenience | 편리함 그 이상의 가치

음식물 바이오 처리기

환경까지 생각한 친환경 가전

1. 특허받은 탈취 시스템이 냄새, 세균, 바이러스 99% 제거
2. 친환경 미생물이 음식물 쓰레기를 24시간 이내 95% 이상 분해·소멸
3. 복잡한 배관 설치 NO ▶ 전원만 꽂으면 살아있는 미생물이 알아서 척척!
4. 합리적인 유지 비용 ▶ 제품 설치비용 / 필터 교체비용 / 쓰레기 처리비용 NO
5. 요란한 분쇄 소리 NO ▶ 조용히 분해되어 언제나 편안한 분위기 조성 (40dB 이하)

GL-020L

GL 음식물 바이오 처리기 [2kg]
(W322 X D470 X H670 mm)

렌탈료

월 34,0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17,000원

일시불 구매 990,000원
로즈 골드

실버

GL-005LA

GL 음식물 바이오 처리기 [500g]
(W320 X D390 X H410 mm)

렌탈료

월 24,0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7,000원

일시불 구매 660,000원

※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기준 라인업 및 금액(VAT포함)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ACN 리빙케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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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리빙케어

미생물이 음식물을
분해 발효시켜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첨단
리사이클링 시스템

페스트 컨트롤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시큐리티 플랫폼

음식물 쓰레기 투입 방법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했을 때 마다 수시로 투입)
머천트
Biz 솔루션

2. 염분과 양념이 많은 젓갈, 생선내장,
청국장 등의 음식물 쓰레기는 수돗물에 한 번
행군 후 넣어주세요.

1. 부피가 큰 쓰레기는 꼭 잘라서 나누어
넣어주세요. (수박껍질, 생야채, 배춧잎,
대파 등)

3. 용량이 많고 수분이 과다한 경우, 수분을
제거하고 여러번 나눠 넣어 주세요.

※ 1일 투입량을 꼭 지켜주세요! ▶ 제품별 최대 1일 투입량 : GL 020L - 2kg | GL 005LA – 500g

성상기준

품목

◈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

※ 물에 희석해서 흘려버리거나
통째로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유해성

파쇄성
껍데기 (갑각류,
어패류)

뼈 (닭 등의 뼈다귀,
생선뼈)

복어 내장

※ 수분이 적고 딱딱하거나 유해한 것은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세요!

복합성

※ 음식물 쓰레기는 먹을 수 있는데 버리는
것으로, 투입 불가 유형의 경우 종량제
봉투 분리 배출이 필요합니다.

한약재
www.acn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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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백

베네보떼

핵과류의 씨

베네비타

음식물 쓰레기 투입 불가 유형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료기기

루비메디컬 (LED 마스크)
매일 10분 LED 빛으로
나의 피부 세포를 깨우세요!

식약처가 효과와 안전성을 함께 인정한 차원이 다른 LED 마스크

LED 빛을 이용한 대표적인 피부질환 치료 3가지
LED 빛은 통증을 완화하고 상처로 인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58

상처 치유

여드름 치료

피부 재생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상처 회복에 큰 효과

청색 LED빛을 이용한
여드름 치료는 통증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

적색과 근적외선 LED빛은
진피와 표피조직의 세포를
자극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

*청색광이 표피에 강하게 작용하여
P.Acne균을 없앱니다.

* NASA의 우주의학 연구결과는
LED빛이 신진대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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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모바일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인터넷/IP-TV

루비메디컬 마스크
(W188 X D130 X H250 mm)

렌탈료

월 37,9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20,900원
리빙케어

일시불 구매 1,430,000원
1. 특허받은 기술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의료기기
2. 청색광, 적색광, 근적외선의 파장을 구현하여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3등급 의료기기
(제허 20-905호 3등급 개인조합용 자극기)

3. 피부 속에 침투하는 깊이가 다른 3가지 파장
· 블루파장 :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파장의 특성을 가짐 ▶ 여드름, 피지, 각질 개선에 도움

페스트 컨트롤

· 레드파장 : 피부재생 치료를 위한 파장의 특성을 가짐 ▶ 탄력, 재생, 상처치유 및 일광화상 치료에 도움
· 근적외선 : 혈액순환을 도와 근육통 완화의 특성을 가짐 ▶ 항노화 관리 및 혈액순환 개선

피부세포를 재생하는

New
시큐리티 플랫폼

루비메디컬 리젠
(W188 X D130 X H250 mm)

렌탈료

월 22,9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5,900원
머천트

일시불 구매 800,000원
1. 특허받은 기술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의료기기
2. 피부세포가 살아나는 피부재생 전용
3. 피부 속에 침투하는 깊이가 다른 파장
· 레드파장 : 피부재생 치료를 위한 파장의 특성을 가짐 ▶ 탄력, 재생, 상처치유 및 일광화상 치료에 도움

4. 효과를 위한 인체공학적 설계
Biz 솔루션

피부질환을 완화하는

New

루비메디컬 블루
(W188 X D130 X H250 mm)
베네비타

렌탈료

월 22,9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5,900원
일시불 구매 800,000원
베네보떼

1. 특허받은 기술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의료기기
2. 피부건강(여드름, 피지, 각질 개선)을 위한 피부질환 개선 전용
3. 피부 속에 침투하는 깊이가 다른 파장
· 블루파장 :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파장의 특성을 가짐 ▶ 여드름, 피지, 각질 개선에 도움

4. 효과를 위한 인체공학적 설계

www.acn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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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2021년 9월 기준 라인업 및 금액(VAT포함)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ACN 리빙케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즐기는 완벽한 힐링

Caesar 케사르 안마의자
✓ 압도적인 가성비
✓ 컴팩트한 사이즈
✓ 침대같은 편안함
✓ 완벽한 퍼포먼스
프리미엄 컴팩트 안마의자

(세웠을 때 - W700 X D1,160 X H1,180 mm)
(눕혔을 때 - W700 X D1,490 X H860 mm)

렌탈료

월 34,5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17,500원

일시불 구매 1,290,000원
1.
2.
3.
4.

손 모양의 4-Wheel 마사지볼 ▶ 인체 굴곡에 맞는 빈틈없고 밀착된 마사지
한국인 체형에 맞춘 3D 입체 SL프레임 ▶ 내 몸에 맞는 입체 마사지
3+8 마사지 모드 ▶ 전신 코스 / 목·어깨 집중코스 / 등·허리 집중코스 외 8가지 모드
무중력 포지션 모드 ▶ 원하는 각도로 조절해 구름 위를 나는 듯한 편안한 포지션 완성

ACN 리빙케어 서비스 특별 혜택
등커버 패키지 1세트 추가 증정

※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기준 라인업 및 금액(VAT포함)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ACN 리빙케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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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댕냥이 건강지킴이
리빙케어

아베크 펫 살균 드라이룸
✓ 산책 후 버블 에어샤워

✓ 공기청정기 헤파필터 적용

✓ 특허 받은 안전 살균시스템

페스트 컨트롤

✓ IoT서비스와 음성안내

특허받은 펫 살균 드라이룸

시큐리티 플랫폼

(외측 - W613 X D667 X H646 mm)
(내측 - W500 X D490 X H520 mm)

렌탈료
머천트

월 25,9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8,900원

일시불 구매 749,000원
미세먼지와 세균, 곰팡이, 박테리아를 99.9% 제균하는 H12등급 헤파필터
살균력이 뛰어난 수은 제로 UV-C LED 내장
가시광 파장의 LED ▶ 햇빛에 살균하는 것 처럼 매일 데일리 케어
반려 동물 스트레스 최소화 ▶ 센바람이 아닌 소음을 줄인 부드럽게 부는 바람
터치만으로 간편하게 ▶ IoT 서비스와 음성안내로 편하게 조절

Biz 솔루션

1.
2.
3.
4.
5.

베네비타

펫하우스 + 드라이룸 + 살균케어룸 = All in 1 Care
목욕하지 말고 매일 아베크로 건강하게!

베네보떼

털어주고

살균하고

에어살균

드라이하고

햇빛살균까지

www.acn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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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기준 라인업 및 금액(VAT포함)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ACN 리빙케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다 | 캐리어에어컨 스마트 렌탈

캐리어 냉방기(스탠드)

하루종일 시원하고 여름 내내 쾌적하게!

1. 세계 최초 18단 패밀리 에어 컨트롤
2.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에어케어(PMV)
3. 울트라 공기정화
4. 자연을 그대로 담은 휴먼케어 바람 (솔솔바람/수면풍)
5. 실온, 습도의 밸런스 하이브리드 제습

RCPVM-A183PDGH

RCPVM-A183PD

에어로 18단 에어컨 18평형 (2in1)

에어로 18단 에어컨 18평형

벽걸이 + 스탠드

스탠드 (W360 X H1,915 X D341 mm)
실외기 (W950 x H715 x D380 mm)

스탠드 (W360 x H1,915 x D341 mm)
벽걸이 (W722 x H290 x D187 mm)
실외기 (W950 x H715 x D380 mm)

렌탈료

월 66,300원 (39개월 의무사용)
(스탠드 월 40,900원 + 벽걸이 월 25,400원)

렌탈료

월 40,9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5,000원 할인 | 월요금 25,900원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5,000원 할인 | 월요금 51,300원

캐리어 냉방기(벽걸이)

하루종일 시원하고 여름 내내 쾌적하게!

1. 다양한 필수 기능 ALL in ONE ▶ 파워냉방, 강력제습, 쾌적송풍, 자동운전
2. 선호 운전 모드 저장 MY MODE ▶ 언제나 내 취향대로 운전 모드 저장
3. 최적의 온도를 파악하는 FOLLOW ME ▶ 내 위치에 따른 섬세한 온도 제공
4. 과도한 온도 저하 걱정 없는 취침 모드 ▶ 자동 온도 조절로 쾌적한 취침 환경 조성

RCSV-A095RV

RCSV-A115RV

벽걸이 에어컨 9평형

벽걸이 에어컨 11평형

벽걸이 (W812 x H300 x D192 mm)
실외기 (W770 x H555 x D300 mm)

벽걸이 (W973 X H319 X D218 mm)
실외기 (W800 x H554 x D333 mm)

렌탈료

렌탈료

월 26,9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5,000원 할인 | 월요금 11,900원

월 32,9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5,000원 할인 | 월요금 17,900원

※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기준 라인업 및 금액(VAT포함)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ACN 리빙케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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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냉난방기(스탠드)

사계절 사용하는 냉난방 기능으로 일 년 내내 쾌적하게!

리빙케어

1.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
2. 초절전 인버터로 경제적인 냉난방
3.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에어케어(PMV)
4. 세계 최초 18단 패밀리 에어 컨트롤
5. 실온, 습도의 밸런스 하이브리드 제습
6. 오염도에 따른 자동운전 인공지능 스마트 공기청정

RCPV-Q163PM

에어로 18단 냉난방기 16평형
페스트 컨트롤

스탠드 (W360 x H1,915 x D341 mm)
실외기 (W950 x H715 x D380 mm)

렌탈료

월 40,9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시큐리티 플랫폼

최대 15,000원 할인 | 월요금 25,900원

머천트

캐리어 냉난방기(벽걸이)

사계절 사용하는 냉난방 기능으로 일 년 내내 쾌적하게!

Biz 솔루션

1.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
2. 초절전 인버터로 경제적인 냉난방
3. 저소음 조용 운전, 취침 및 제습 운전

RCSV-Q112CH

벽걸이 냉난방기 9평형

벽걸이 냉난방기 11평형

벽걸이 (W730 X H291 X D192 mm)
실외기 (W770 x H555 x D300 mm)

벽걸이 (W812 X H300 X D192 mm)
실외기 (W800 x H554 x D333 mm)

벽걸이 (W973 X H319 X D218 mm)
실외기 (W800 x H554 x D333 mm)

렌탈료

렌탈료

렌탈료

월 25,9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5,000원 할인 | 월요금 10,900원

월 27,9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5,000원 할인 | 월요금 12,900원

베네보떼

RCSV-Q092CH

벽걸이 냉난방기 7평형

베네비타

RCSV-Q072CH

월 33,9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5,000원 할인 | 월요금 18,900원

www.acn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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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기준 라인업 및 금액(VAT포함)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ACN 리빙케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orld Best 월드 베스트! | 삼성가전 스마트 렌탈

TV

에어슬림 디자인과 4K 화질의 완성 | 리얼 4K

1. 본연의 색 그대로 퓨어 컬러
2. 탁월한 화질 개선 크리스탈 프로세서 4K
3. 베젤이 거의 없는 우아한 디자인
4. 삼성 TV로 완성되는 나만의 홈라이프

KU50UA7000FXKR

삼성 UHD 50인치(125cm)
벽걸이 | 스탠드
벽걸이 (스탠드 제외 W1116.8 x H644.2 x D59.9 mm)
스탠드 (스탠드 포함 W1116.8 x H719.1 x D250.2 mm)

렌탈료

월 36,000원 (39개월 의무사용) / *벽걸이 설치비 별도 72,000원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19,000원

KU43UA8000FXKR

삼성 크리스탈 UHD 43인치(108cm)
벽걸이 | 스탠드
벽걸이 (스탠드 제외 W965.5 x D25.7 x H559.8 mm)
스탠드 (스탠드 포함 W965.5 x D195.1 x H600.1 mm)

렌탈료

월 32,500원 (39개월 의무사용) / *벽걸이 설치비 별도 50,500원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15,500원

※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기준 라인업 및 금액(VAT포함)으로, 삼성전자 제품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축소/확대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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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POKE 냉장고

가구를 맞추는 가전을 맞추다

1.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나만의 조합 ▶ 내 취향에 맞게! 내 공간에 맞게!
2. 멀티 냉각 시스템 ▶ 선반마다 균일하게 냉기를 전달해 더 신선하고 맛있는 보관 가능
3. 상냉장 하냉동 ▶ 자주 사용하는 냉장실이 Top / 서랍식 냉동실로 냉기 손실 Down
4. 디지털 인버터 ▶ 에너지 절약은 기본, 저소음에 탁월하여 오래 안심하고 사용 가능

리빙케어

삼성 비스포크 2도어

삼성 비스포크 2도어

333L, 새틴그레이+글램네이비

333L, 코타화이트 + 코타차콜

(W595 x H1,853 x D669 mm)

(W595 x H1,853 x D669 mm)

렌탈료

렌탈료

월 39,400원 (39개월 의무사용)

월 33,9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22,400원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16,900원

머천트

김치냉장고

시큐리티 플랫폼

RB33A3004AP_WC

페스트 컨트롤

RB33A3004AP_GN

김치의 아삭함은 더하고, 다양한 식재료의 신선함은 맞추다

RP22T3111S9

삼성 김치플러스 뚜껑형

삼성 김치플러스 뚜껑형

221L, 세렌 실버

221L, 리파인드이녹스

(W925 X D702 X H973 mm)

월 31,8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14,800원

(W925 X D702 X H973 mm)
베네보떼

렌탈료

베네비타

RP22T3121Z1

Biz 솔루션

1. ±.0.3도 초정온 기술 ▶ 김치는 물론, 신선 식품, 육류, 생선까지도 더 신선하게, 더 오래 보관 가능
2. 맞춤 김치 보관 모드 ▶ 김치별 맞춤 보관 기술로 아삭한 맛 그대로 유지
3. 맛있게 익혀주는 맞춤 숙성 ▶ 일반 숙성 & 저온쿨링숙성 기능
4.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렌탈료

월 31,4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14,400원

www.acn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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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기준 라인업 및 금액(VAT포함)으로, 삼성전자 제품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축소/확대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 홈페이지 참조)

World Best 월드 베스트! | 삼성가전 스마트 렌탈

세탁기

초강력 워터샷이 빈틈없이 깨끗하게! 살균까지 철저하게!

1. 특허받은 버블워시로 더 빠르게, 초강력 워터샷으로 깨끗하게!
2. 더 편하고 깔끔한 관리 ▶ 무세제 통세척으로 세탁조 + 도어 프레임까지!
3. 상황에 맞는 맞춤 세탁 ▶ 초강력 세탁 / 초절약 세탁 / 99.9% 살균 삶음 세탁
4. 에너지 1등급은 기본 + 안심하고 오래 쓰는 10년 무상보증
5. 조용하게 세탁하는 초정밀 진동저감 시스템

WF19T6000KW

삼성 그랑데 세탁기
19kg, 화이트
(W686 X D796 X H984 mm)

렌탈료

월 41,0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24,000원

건조기

사계절 먼지 걱정 없이 뽀송하게!

DV90T5540BW

DV90R6200KW

삼성 인버터 건조기

삼성 전기 건조기

9kg, 화이트

9kg, 화이트

(W600 X D650 X H850 mm)

(W600 X H850 X D640 mm)

렌탈료

렌탈료

월 39,9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월 36,0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22,900원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19,000원

1. 센서로 정확하고 빠르게 AI 쾌속 건조
2. 에어살균 Plus로 유해 세균 제거까지!
3. 에너지 1등급은 기본 + 안심하고 오래 쓰는 12년 무상보증

1. 저온 제습 방식으로 옷감 손상은 줄이고 뽀송뽀송하게 습기만 쏙!
2. 올인원 필터로 먼지와 보풀을 한 번에 꽉!
3. 이불 털기 이제 그만! ▶ 물 없이 공기만으로 깨끗하게 에어 워시
4. 안심하고 오래 쓰는 10년 무상보증

※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기준 라인업 및 금액(VAT포함)으로, 삼성전자 제품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축소/확대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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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청소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삼성 제트

VS20R9043QA

삼성 제트 200W

삼성 제트 200W

실버 블루

실버 핑크

(W250 X D215 X H1,136 mm)

(W250 X D215 X H1,136 mm)

렌탈료

렌탈료

월 30,400원 (39개월 의무사용)

시큐리티 플랫폼

월 35,500원 (39개월 의무사용)

페스트 컨트롤

VS20R9044SB

리빙케어

1. 삼성 특허기술 27개 에어홀의 제트 싸이클론 시스템
2. 최대 200W 초강력 흡입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까지 싹!
3. 99.999% 미세먼지 차단 배출 시스템
4. 최장 60분 고성능 배터리(2년 무상보증)와 쉽게 비우고 물세척이 가능한 먼지통·필터
5. 10년 무상보증 디지털 인버터 모터

제휴카드 적용 시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18,500원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13,400원

청소기 상태 확인이 가능한 LED 디스플레이로 더욱 편리하게!

머천트

로봇 청소기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언제나 자유로운 청소

Biz 솔루션

1. 소프트 융 브러시와 초강력 진공 흡입 방식을 통해 최대 3,400 Pa로 강력한 청소
2. 사각지대 걱정 없는 주행 성능으로 꼼꼼한 청소 ▶ 네비게이션 카메라로 집안 구조 정확히 파악
3. 풀뷰 센서로 장애물도 가뿐하게 통과
4. 업그레이드된 코너 청소로 모서리까지 깔끔하게 청소 ▶ 구석 감지 시 흡입력 UP
5. 바닥에 따라 흡입력 조절도 알아서 척척!

베네비타

VR20R7250WC

삼성 파워봇
실버
(W340 X D348 X H97 mm)

베네보떼

렌탈료

월 26,9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9,900원

www.acn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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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기준 라인업 및 금액(VAT포함)으로, 삼성전자 제품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축소/확대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 홈페이지 참조)

World Best 월드 베스트! | 삼성가전 스마트 렌탈

에어드레서

매일 새 옷같이 AI로 맞추다

1. 진동/소음 걱정 없이 공간에 딱! BESPOKE 디자인
2. 미세먼지부터 냄새까지 맞춤 청정 AI 의류청정 솔루션
3. 건조와 구김 제거를 한 번에 AI 섬세 건조
4. 바이러스와 유해 세균까지 안심 살균

DF60A8500HG

비스포크 에어드레서
코타 차콜
(W445 X D632 X H1,850 mm)

렌탈료

월 41,0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24,000원

※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기준 라인업 및 금액(VAT포함)으로, 삼성전자 제품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축소/확대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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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POKE 정수기

나에게 맞춘 완전히 새로운 워터풀 라이프

1. 공간에 맞게! 필요에 따라! 나에게 맞춘 빌트인 모듈과 컬러
2. 최다 인증으로 촘촘하고 강력한 4단계 필터 시스템 ▶압도적인 정수력과 안전성
3. 불필요한 방문 없이 알아서 깨끗하게 스마트 클린 케어 ▶ 미생물 99.9% 살균
4.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회전하는 파우셋 ▶ 출수 방향 자유롭게 조절 가능

리빙케어

New
페스트 컨트롤

RWP71411AAWM

비스포크 정수기
블랙 | 화이트 | 로즈골드

시큐리티 플랫폼

출수구 (W185 x H295 mm)
본체 (상하 설치 W170 x D490 x H405 mm)
(좌우 설치 W340 x D490 x H230 mm)

렌탈료

월 39,000원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적용 시

최대 17,000원 할인 | 월요금 22,000원
머천트
Biz 솔루션
베네비타
베네보떼

www.acnkr.co.kr

69

Event & Trip

※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기준 라인업 및 금액(VAT포함)으로, 삼성전자 제품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축소/확대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 홈페이지 참조)

스프링에어 매트리스
1년 내내 최고급 호텔에서 머물다!

일상이 화보같은
나만의 휴식 공간 HYGGE

스프링에어

대림케어

ㆍ전세계 32개국 수출, 95년 노하우의 미국 4대 글로벌 침대 브랜드
ㆍ메리어트, 하얏트 등 세계적인 호텔 그룹이 선택한 매트리스
ㆍ라돈 걱정없는 편안한 잠자리의 완성

ㆍ50년의 노하우로 완성한 독자적인 홈케어 기술과 트렌드의 대표 기업
ㆍMade in KOREA 국내 공장 직접 생산 ▶ 중국산 저가 제품과 비.교.불.가
ㆍ전문 생산라인·자체 배송 시스템 구축 ▶합리적인 가격대 완성

스프링에어 노블레스 매트리스

휘게 스마트 프레임

- 국내 최대두께 탑퍼(10cm)
- 3way 9zone 독립스프링
- 안정적인 지지력으로 쾌적한 수면환경 유지

- 올인원 기능성 프리미엄 헤드 ▶ 헤드 수납 / 3단 조절 LED 조명 / USB 충전 포트
- 모던한 디자인과 뛰어난 사용성 연출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로 프레임 외 상품은 미포함입니다.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로 매트리스 외 상품은 미포함입니다.
사이즈(mm)

렌탈료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최대 할인 시*

일시불 구매

K

W1,600*D2,000*H360

월 40,900원

월 23,900원

1,590,000원

Q

W1,500*D2,000*H360

월 38,400원

월 21,400원

1,490,000원

SS

W1,100*D2,000*H360

월 36,400원

월 19,400원

1,390,000원

*제휴카드 할인 렌탈료는 최대 1만 7천원 청구할인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사이즈(mm)

렌탈료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최대 할인 시*

일시불 구매

K

W1,710*D2,270*H1,010

월 36,500원

월 19,500원

1,400,000원

Q

W1,610*D2,270*H1,010

월 35,500원

월 18,500원

1,350,000원

SS

W1,210*D2,270*H1,010

월 34,500원

월 17,500원

1,300,000원

*제휴카드 할인 렌탈료는 최대 1만 7천원 청구할인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스프링에어 컴포트 매트리스

휘게 프레임

- 2way 7zone 독립스프링
- 안정적인 지지력으로 쾌적한 수면환경 유지

- 북유럽 스타일의 럭셔리한 곡선의 아름다움
- 원목 깔판 사용으로 어떠한 충격에도 안전하게 받쳐주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제공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로 프레임 외 상품은 미포함입니다.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로 매트리스 외 상품은 미포함입니다.

사이즈(mm)

렌탈료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최대 할인 시*

일시불 구매

W1,710*D2,035*H1,000

월 30,900원

월 13,900원

1,150,000원

사이즈(mm)

렌탈료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최대 할인 시*

일시불 구매

K

W1,600*D2,000*H280

월 35,900원

월 18,900원

1,390,000원

Q

W1,500*D2,000*H280

월 33,900원

월 16,900원

1,290,000원

Q

W1,610*D2,035*H1,000

월 29,900원

월 12,900원

1,100,000원

SS

W1,100*D2,000*H280

월 30,900원

월 13,900원

1,190,000원

SS

W1,210*D2,035*H1,000

월 28,900원

월 11,900원

1,050,000원

*제휴카드 할인 렌탈료는 최대 1만 7천원 청구할인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K

*제휴카드 할인 렌탈료는 최대 1만 7천원 청구할인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스프링에어 메모리폼 매트리스
- 천연 소재인 텐셀 함유 원단 및 쿨젤 성분이 자연친화적이며 포근하게!
- 메모리폼+탄성폼+고탄성폼 3단 레이어가 부드럽게 받쳐주고 탄탄하게 지지

매트리스 + 프레임 동시주문 혜택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로 매트리스 외 상품은 미포함입니다.
사이즈(mm)

렌탈료
(39개월 의무사용)

제휴카드
최대 할인 시*

일시불 구매

K

W1,600*D2,000*H210

월 35,400원

월 18,400원

1,360,000원

Q

W1,500*D2,000*H210

월 33,400원

월 16,400원

1,260,000원

SS

W1,100*D2,000*H210

월 30,400원

월 13,400원

1,170,000원

[렌탈] 합계 렌탈료 월 5천원 할인
[일시불 구매] 합계금액 10만원 할인
*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동시에 함께 주문했을 경우에 한하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제휴카드 할인 렌탈료는 최대 1만 7천원 청구할인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기준 라인업 및 금액(VAT포함)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ACN 리빙케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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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N 리빙케어 서비스
- 고객센터
렌탈 & 구매문의 (계약/배송/반품)

1588-3366

음식물 바이오 처리기 (GL, (구)L7)

지엘플러스

1670-0972

LED 마스크 (루비메디컬 3종, (구)루비)

셀피코리아

1661-3234

대림케어

1588-3667

리쏘

1644-4710

대림 공기청정기, 매트리스 & 프레임
케사르 안마의자

리빙케어 서비스

1800-9828

라파402VIP

라파메디칼

펫 살균 드라이룸
캐리어 냉방기 · 냉난방기

대림케어

080-402-0402

아베크

1670-4797

오텍캐리어

1588-8866
시큐리티 플랫폼

대림케어 (비데, 정수기, (구)연수기, (구)매트리스)

페스트 컨트롤

삼성전자

리빙케어

삼성가전

제품 사용법 및 A/S 문의

1588-3667

※ 리빙케어 서비스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삼성전자 운영시간 :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3:00 (공휴일 휴무)
※ 지엘플러스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머천트

※ 셀피코리아 운영시간 : 평일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대림케어 운영시간 : 평일 09:00~17:3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리쏘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라파메디칼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Biz 솔루션

※ 아베크 운영시간 : 평일 09:3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오텍캐리어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베네비타
베네보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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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N 리빙케어 서비스 - 제휴카드로 알뜰한 렌탈
렌탈 상품 4개 이상 이용하면 렌탈료 최대 6만 5천원 할인 가능!
우리카드 – 대림케어 정수기, 비데
우리제휴카드로 렌탈료 자동이체 시 매월 최대 2만원 렌탈료 청구할인
발급신청 : T. 1800-1696

전월실적

렌탈료 할인

30만원

1만원

70만원

1만 5천원

100만원

2만원

* 무이자할부, 국세/관세, 해외매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수수료, 이자, 연회비는 전월 실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렌탈 플러스 하나카드 – 대림 공기청정기(B2B 제외), LED 마스크, 음식물 처리기, 삼성가전,
안마의자, 매트리스 & 프레임, 라파402VIP, 펫 살균 드라이룸
렌탈 플러스 하나카드로 렌탈료 자동이체 시 매월 최대 1만 3천원 렌탈료 청구할인
발급신청 : T. 1800-2660

전월실적

렌탈료 할인

30만원 이상

1만 3천원

하나카드

* 국세, 지방세, 공과금(인터넷/모바일 앱을 통한 공과금 납부 금액 포함), 수도/전기요금, 도시가스, 아파트관리비, 국민연금/고용보험료/산재보험
료/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스쿨뱅킹, 초.중.고 학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대학원등록금,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구매, 부동산임대료, 선불카드 및 선불
전자지급수단(하나머니 등) 충전 금액, 렌탈요금 자동이체 금액은 전월 실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린위치 KB국민카드 – 대림 공기청정기(B2B 제외), LED 마스크, 음식물 처리기, 삼성가전,
안마의자, 매트리스 & 프레임, 라파402VIP, 펫 살균 드라이룸
그린위치 KB국민카드로 렌탈료 자동이체 시 매월 최대 1만 7천원 렌탈료 청구할인
발급신청 : T. 1899-0077

전월실적

렌탈료 할인

3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1만 2천원

70만원 이상

1만 7천원

* 그린위치 KB국민카드 할인 받은 이용건 (해당 이용금액 전체),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정부지원금(보육료/유치원보조비/바우처 이용금액 등), 대학(원)등록금,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체료, 연회비, 상품권 및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포함) 구입/충전금액, 무승인전표(대중교통, 공항버스, 자판기, 터널이용료, 항공기내 이용 등), 취소금액은 전월 실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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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하나카드 Simple Life – 캐리어 냉방기, 냉난방기
하나카드 Simple Life로 렌탈료 자동이체 시 매월 최대 1만 5천원 렌탈료 청구할인
발급신청 : T. 1800-3897

렌탈료 할인

30만원

1만 1천원

80만원

1만 5천원

리빙케어

전월실적

※ 청구 할인 혜택은 1~60개월까지 적용

페스트 컨트롤

* 국세, 지방세, 공과금,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 기프트 카드 구매, 도시가스, 대학교 등록금, 해외사용 건, LIFE서비스 대상 이용금액은 전월 실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KB국민카드 GS SHOP Link – 캐리어 냉방기, 냉난방기

렌탈료 할인

50만원

1만 3천원

50만원 +
자동납부요금 건당
5만원 이상 승인시

1만 5천원

※ 청구 할인 혜택은 1~60개월까지 적용
※ 할인 금액보다 승인 금액이 작을 경우
승인 금액까지만 할인

머천트

전월실적

시큐리티 플랫폼

KB국민카드 GS SHOP Link로 렌탈료 자동이체 시 매월 최대 1만 5천원 렌탈료 청구할인
발급신청 : T. 1588-1688

* 자동납부요금 할인 받은 이용 건,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현금서비스, 카드론, 아파트관리비, 초/중/고등학교 납입금, 정부지원금, 대학(원) 등록금, 각종
세금, 공과금, 4대 사회보험료,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체료, 연회비,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입/충전 금액, 무승인전표, 취소내역은 전월 실적에 포함하
지 않습니다.

Biz 솔루션

※ 우리카드, 렌탈 플러스 하나카드, 그린위치 KB국민카드 및 하나카드 Simple Life
(또는 KB국민카드 GS SHOP Link)로 각각 렌탈료 자동이체 시, 각각 렌탈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베네비타
베네보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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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모바일

Our Partner
인터넷/IP-TV
리빙케어

첨단 해충방제 솔루션

ACN 페스트 컨트롤 서비스

페스트 컨트롤

90여년간 전세계 방제 역사를 이끌어 온
세계 최대 해충방제회사 터미닉스와 함께
전문화된 해충방제 시스템의 강력함을 느껴보세요!

시큐리티 플랫폼
머천트
Biz 솔루션
베네비타
베네보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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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해충방제 회사 터미닉스
고객만족 1위를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세계 최대 방제기업

전문성과 노하우

합리적인 가격

전세계 43개국 글로벌 서비스

90년 역사의 기술노하우 축적

서비스 표준화로 합리적인 가격

터미닉스의 친환경
종합해충방제서비스 IPM

01

현장점검

04

해충방제

터미닉스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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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7797

02

모니터링

05

서비스보고서

평일 09:00 ~ 18:00

03

방제방식결정

06

재발방지

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해충때문에 고민이세요?

리빙케어

세계 최대 해충방제 회사
“터미닉스”에게 맡겨주세요.

페스트 컨트롤

터미닉스 서비스 안내

시큐리티 플랫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쥐의 침입!
피해를 입기 전 사전예방이 필수!

야행성인 바퀴가 낮에도 보인다면,
지금 "터미닉스"에 연락하십시오!

비행해충 방제서비스

특수해충 방제서비스

날아다니는 비행해충은
식품혼입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빠르고 효과적인 해충퇴치 방법!
답은 "터미닉스"에 있습니다.

Biz 솔루션

보행해충 방제서비스
머천트

쥐 방제서비스

베네비타
베네보떼

긴급출동 서비스
해충 발생 신고 접수 시 방제 전문가 긴급 출동

www.acn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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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닉스 해충방제서비스 비용은 기본방제서비스와 장비임대관리서비스로 구분되며, 기본방제서비스는 평형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견적은 터미닉스 영업담당이 방문하여 직접 안내드립니다.

Our Partner

ADT 캡스

365일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는
최상의 보안 전문 솔루션

ACN 시큐리티
플랫폼 서비스
첨단 기술력 & 365일 24시간 잠들지 않는
글로벌 보안전문 기업 ADT 캡스와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라이프를 즐기세요!

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SK 기술력이 ADT 캡스의
보안 노하우를 만났습니다.

리빙케어

보안 하나만 생각하고
보안 하나는 잘하는 회사

페스트 컨트롤

140년 역사의 Global No.1 ADT 브랜드
40년 보안 외길 Service No.1
고객이 인정한 No.1 보안전문기업

시큐리티 플랫폼

4,000 person

• 신속한 출동을 위한 출동인재 1,800명
• 보안 컨설팅을 위한 전문 상담인재 800명
• 신속한 출동 지령을 담당하는 전문 보안관제사 100명
• 서비스를 위한 기기 관리 및 기술지원 인재 1,300명

총 4,000명의 보안전문가들이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머천트

always No.1

Biz 솔루션

• 고객이 인정한 최고의 보안전문기업
• 고객 감동 브랜드 6년 연속 1위
•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평가 2년 연속 1위
•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선정 - 보안경비분야 1위

7 minutes

베네비타

• 비상 상황 발생 시 7분 이내 출동 (긴급상황 확인 또는 연계 침입신고 발생 시)
• 전국 98개 지사 및 영업소에서 총 900여대의 출동차량 항시 대기
• GPS를 통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차량이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

O zero

080-773-6400

평일 09:00 ~ 18:00
www.acn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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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T 캡스 고객센터

베네보떼

• 보안 공백 ZERO에 도전 ▶ 단 1초도 빈틈없는 보안서비스를 위해
기기 이상이나 장비 고장 시 24시간 이내 당일 처리
• AS 및 고객 서비스를 위한 전담 지원 센터가 전국 방방곡곡 98개소에 위치

ADT 캡스 서비스 안내
캡스가 지켜주는 우리집,

세이프홈 캡스홈
사전 범죄예방 및 사후 보상 서비스로 더욱 안심!
간편한 가입과 설치, 무상 원스톱 A/S 서비스

캡스홈 이란?

든든하게
01 24시간
지켜주는

02

위치 공유 서비스로
03 우리가족
언제나 안심할 수 있는

04

• 침입감지 및 출동서비스
• SOS 비상벨 서비스
• 도어 뷰어 서비스

• 편리한 자동경비 서비스
• 시간별/요일별 맞춤경비
서비스

• 가족 동선 관리 서비스
• 내 위치 공유 서비스

캡스홈 도어가드

알아서 작동하고
나에게 맞춰주는

스마트한 홈 케어 서비스로
밖에서도 걱정 없는
• 화재감지 서비스
• 홈 CCTV (뷰가드 미니)

캡스홈 도어가드란 현관문 앞 보안에 집중한 신개념 홈보안 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현관문 앞 낮선
배회자 감지 및 알림은 물론 우리가족 얼굴인식 AI기능을 통해 가족 입 · 출입 확인이 가능합니다. 택배존 감지, 양방향 대화,
24시간 출동서비스 및 위급 시 긴급출동 요청까지! 캡스홈 도어가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공 서비스

캡스홈 도어가드 + 뷰가드 미니

월 이용료(VAT 포함)

25,350원
* 안심플러스 보상서비스로 도난 시 1천만원 / 파손 시 500만원 / 화재 시 1억원까지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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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리빙케어
페스트 컨트롤
시큐리티 플랫폼

ADT 캡스 주요 보안서비스
ADT 캡스는 위험으로부터 고객의 재산을 보호할 뿐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안전 상황과 고객 요구에 발맞춰 다양한 보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머천트
Biz 솔루션
베네비타

CCTV(영상감지) 서비스

출입 보안 서비스

365일 24시간 잠들지 않는
무인경비 서비스로
고객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고화질 CCTV로 범죄를
예방하고 위험 상황에
대비하세요

외부인 출입과
근태 관리까지 한 번에!
지문, 얼굴 인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관리하세요

베네보떼

무인경비 서비스

※ ADT 캡스 보안 서비스 비용은 상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견적은 ADT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 설계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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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artners

성공 비즈니스의 시작

ACN 머천트 서비스
안정적인 결제 환경은 물론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계산대 디자인까지 고려한 전자상거래 솔루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
신뢰받는 VAN 서비스사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성 높은 전자상거래 서비스로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VAN (Value Added Network) 서비스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시 신용/체크카드 등을 이용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POS 시스템, 유무선 카드단말기가 설
치된 가맹점 네트워크와 카드사, 은행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리빙케어

은행

카드사

페스트 컨트롤

Shop

국세청

가맹점

VAN 서비스 제공사
시큐리티 플랫폼

수표조회

머천트 서비스 프로세스
머천트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카드 결제 시스템 영역!
ACN 제휴 VAN 서비스사에서 상담부터 AS까지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CUSTOMER

소개정보
입력하기

ACN 제휴 VAN사

제휴 VAN사 에서
정보 수집하기

가맹점으로
방문상담

베네비타

ACN 머천트 서비스
소개하기

Biz 솔루션

YOU

설치 및 개통하기

베네보떼

SPC 네트웍스 고객센터
NHN KCP 고객센터

1800 – 3200
1522 – 9926

평일 09:00 ~ 18:00
평일 10: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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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부터 중소 가맹점까지 결제 최적화 시스템과 디바이스로

신속하고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선단말기

포스 (POS)

SWT-1100A

OK POS-OPTIMUS

1.
2.
3.
4.
5.

1.
2.
3.
4.

3인치 오토컷
신용, 현금 IC 카드 거래
IC 카드 결제(EMV)
POS 프린터 기능및 금전함 연동
200mm/s 고속 프린터

간편하고 편리한 설치와 A/S
IC카드 양면 인식 / 마그네틱 인식 지원
밝고 선명한 화질
빠른 반응과 정밀한 터치감

무선단말기

O2 포인트

SMT-4300

O2포인트
고객관리 솔루션

1.
2.
3.
4.
5.

세련된 디자인
내구성/편리함 강화
프린트 일체형
IC 카드 겸용
자동 업그레이드 가능

1.
2.
3.
4.

매장 이용 고객에게 포인트 / 스탬프 적립 및 사용 기능
태블릿을 통한 간편한 회원가입
고객 타기팅 메시지 전송 기능 제공
다양한 기기에서 솔루션 이용가능
(포스/신용카드단말기/PC)

※ 결제 건수에 따라 단말기 or 포스기 무상 지원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견적은 서비스 신청 후 전문 상담사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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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모바일

안전한 결제, 편리한 생활을 향한

엔에이치엔 한국사이버결제(주)의 전진은 계속됩니다.
인터넷/IP-TV

카드체크기 (CAT)

HIT POS

KCP-C3100

최상의 사용자 편의 & 착한 가격의 하나시스

IC 카드 거래 사용성이 편리한
디자인의 4.3인치 컬러 LCD 단말기

리빙케어

포스 (POS)

보안 인증 단말기
고해상도 컬러 디스플레이
단말기 원격 업그레이드 가능 (TMS)
POS, 사인패드, 금전함 연동

시큐리티 플랫폼

1.
2.
3.
4.

페스트 컨트롤

1. UX(사용자 경험)를 우선으로 한 디자인 ▶ 압도적인 편의성
2. 최신 사양 적용 ▶ 인텔® 프로세서와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10
지원 + 다양한 옵션 겸비

APEXA®G
컴팩트한 크기 & 업그레이드된 성능

무선단말기 (배달용)

머천트

1. 저전력 고성능 프로세서 및 높은 안정성의
최신 IC 보안 모듈 탑재
2. LED 백라이트로 밝고 선명한 화면
3. 컴팩트한 사이즈로 계산대 공간 절약

Biz 솔루션

OK POS ZED 5

KCP-P6200

시장에서 검증된
OK POS의 차세대 포스 시스템

IC 카드 무선 단말기
베네비타

1. 빠른 처리 속도를 위한 SSD 기본 탑재 : SSD 64GB
2. 소비 전력 4W의 초저전력 모드로 전기료 절감
3. 9.7인치, 15인치 듀얼모니터 확장 (옵션)

1. 주문 및 결제 처리 후 실시간 확인 가능
2. IC 보안 인증된 무선 카드 단말기
3. 2인치 롤 용지로 더 많은 전표 출력

베네보떼

www.acn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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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건수에 따라 단말기 or 포스기 무상 지원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견적은 서비스 신청 후 전문 상담사가 안내드립니다.

사업장 관리·운영에 꼭 필요한
통신 서비스를 한 번에!

Biz 솔루션 서비스
LG U+ Biz 인터넷/IP-TV(전화) + 보안 + 머천트의
All-in-One 서비스로
쉽고! 편리하고! 안전한!
비즈니스 세계를 만나보세요!

FLASH 모바일

Biz 솔루션 개별 서비스 : Biz 인터넷/IP-TV(전화) 서비스
LG U+ Biz (인터넷 + 인터넷 전화)
월 납부금액

070 인터넷 전화

월 납부금액
2,020원

와이파이기본 기가안심 (1G)
: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

38,500원

정액형 : 무료통화 50분 제공
초과 시 일반형 요금 동일

6,600원

와이파이기본 기가슬림안심 (500M)
: 일반적인 선택

33,000원

CPG (FAX 연결 장비)
: 건당 30~50원

3,120원

와이파이기본 광랜안심 (100M)
: 최고 가성비

22,000원

와이파이기본 기가결제안심 (1G)
: WIFI + LTE 라우터 제공

41,800원

와이파이기본 기가슬림결제안심 (500M)
: WIFI + LTE 라우터 제공

36,300원

“상품권 증정”

와이파이기본 광랜결제안심 (100M)
: WIFI + LTE 라우터 제공

25,300원

※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15일 기준, 3년 약정 및 결합 할인이 적용된 요금
제(VAT포함)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상품 사양은 ACN
인터넷/IP-TV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빙케어

44,000원

일반형 : 시내/시외 : 41.8원/3분
이동전화 12,87원/10초

인터넷/IP-TV

인터넷
와이파이기본 (2.5G)
: 최대 2.5Gbps 속도

* 장비 임대료 포함

인터넷 + 전화 결합 개통 시
페스트 컨트롤

LG U+ Biz (인터넷 + IP-TV)
월 납부금액

와이파이기본 기가안심 (1G)
: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

33,000원

와이파이기본 기가슬림안심 (500M)
: 일반적인 선택

27,500원

와이파이기본 광랜안심 (100M)
: 최고 가성비

22,000원

기가결제안심 (1G)
: WIFI + LTE 라우터 제공

36,300원

기가슬림결제안심 (500M)
: WIFI + LTE 라우터 제공

30,800원

광랜결제안심 (100M)
: WIFI + LTE 라우터 제공

25,300원

IP-TV 프리미엄 (223채널)

20,900원

IP-TV 베이직 (183채널)

16,500원
* UHD 셋톱박스 임대료(4,400원) 포함

인터넷 + IP-TV 결합 개통 시

Biz 솔루션

38,500원

월 납부금액*

머천트

와이파이기본 (2.5G)
: 최대 2.5Gbps 속도

IP-TV

시큐리티 플랫폼

인터넷

“상품권 증정”
※ 상기 내용은 2021년 8월 15일 기준, 3년 약정 및 결합 할인이 적용된 요금
제(VAT포함)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며, 최신 상품 사양은 ACN
인터넷/IP-TV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네비타

Biz 솔루션 패키지 서비스 : 사장님 플러스 패키지
Biz 인터넷/IP-TV(전화) 서비스

※ 자세한 서비스 안내는 78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CN 머천트 서비스
※ 자세한 서비스 안내는 82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DT 캡스

베네보떼

ACN 시큐리티 플랫폼 서비스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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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뉴트리션 서비스

베네비타
DESIGN YOUR DAY, BALANCE YOUR LIFE

균형잡힌 5대 영양소를 공급하고,
24시간 영양 밸런스를 유지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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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BENE-good, VITA-life의 단순한 어원적 의미를 넘어
건강한 활력이 선순환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리빙케어
페스트 컨트롤

HEALTHY
최적의 밸런스 + 균형잡힌 영양소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선사합니다.
24시간 영양 밸런스를 유지하세요!

시큐리티 플랫폼

NATURAL
머천트

자연에서 엄선한 원료와
첨단 기술의 콜라보레이션
원료 선별부터 제조, 유통까지
최고의 신뢰도를 유지합니다.

Biz 솔루션

LIFE STYLE
베네비타

현대인의 피로, 비만, 활력저하 NO
이제, 베네비타와 함께
활력있고 에너지 넘치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으세요!

베네보떼

베네비타 고객센터

평일 10:00 ~ 19:00

카카오톡채널 채팅 상담

평일 10:00 ~ 19:00
www.acn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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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9800 > ARS 3번

GENERAL 기초영양

밸런스 멀티팩
【섭취방법】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포(4정)를 물과 함께 섭취
• 2,800mg(500mg x 1정, 900mg x 1정, 700mg x 2정)
x 30포 (84g)

•

•

밸런스 멀티팩은 불규칙한 식생활로 영양 밸런스
가 무너진 현대인들을 위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
타민 13종, 미네랄 10종을 제공하는 건강기능식
품입니다. 베네비타 밸런스 멀티팩으로 우리 몸의
영양 균형을 맞추고 건강을 지키세요!

￦

IBO 구매가격 59,000원
소매 판매가격 70,800원

고!

1일 1회, 1회 1포를 200ml의 우유 또는 물에 타서 섭취
35g × 30포 (1,050g)

컴플릿 프로틴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을 2 대 1의 비율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9가지 아
미노산이 함유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으며 한 포
당 12g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곡물맛과 우유맛의 조화로 누구나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

IBO 구매가격 85,000원
소매 판매가격 102,000원

【섭취방법】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150-200ml의 찬물에 타서 섭취
• 4,200mg X 8정 X 4개 (134.4g)

•

자연의 에너지 부스터 베네비타 고! 바쁜 일과와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상큼한 활력 충전제 고!는 고품질의 비타민 B군과
비타민C가 배합되어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
하여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

ACN Korea Brand Guide

•

레스트!

•

90

컴플릿 프로틴

IBO 구매가격
소매 판매가격

44,000원
52,800원

•

1일 1회, 1회 1포를 저녁식사 전 물과 함께 섭취
1,880mg X 30포 (56.4g)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힐링 베네비타 레스트! 과다
한 업무로 지친 분들께 효율적인 에너지 생성과
정상적인 신경 및 근육 기능 유지를 통하여 내 몸
에 활기차고 건강한 습관을 드립니다. 레스트!와
함께 힘찬 내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IBO 구매가격 55,950원
소매 판매가격 67,140원

FLASH 모바일

FUNCTIONAL 기능성
인터넷/IP-TV
리빙케어

화이버 쾌변 젤리

다담홍삼스틱

【섭취방법】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그대로 씹어서 섭취
• 20g× 30포 (600g)

•

￦

IBO 구매가격 58,000원
소매 판매가격 69,600원

1일 1회, 1회 1포(10g)를 그대로 섭취
10g X 30포 (300g)

6년근 국내산 홍삼농축액에 부원료로 산삼 배
양근, 녹용, 동충하초, 벌꿀 및 식물혼합농축액
15종까지 정성껏 담았습니다. 진세노사이드
(Rg1+Rb1+Rg3의 합)가 1포당 7mg/일 함유되
어 있어 면역력 증진 · 피로개선 · 혈소판 응집 억제
를 통한 혈액 흐름 · 기억력 개선 ·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IBO 구매가격
소매 판매가격

시큐리티 플랫폼

화이버 쾌변 젤리는 식물 유래 식이섬유를 제공하
여 원활한 배변을 도와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
니다. 주원료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를
한 포당 3,200mg 함유하고 있으며 부원료로 알로
에겔, 새싹 보리, 인디안구스베리, 푸룬, 차전자피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

페스트 컨트롤

•

57,000원
68,400원

머천트
Biz 솔루션

트리플가드

베네비타 듀오

【섭취방법】

【섭취방법】

1일 3회, 1회 1캡슐(550mg)을 물과 함께 섭취
• 550mg X 90캡슐 (49.5g)

•

•

IBO 구매가격 47,000원
소매 판매가격 56,400원

하루 1포로 챙기는 장 건강 습관, 신바이오틱스
베네비타 듀오.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가 함께 들어간 신바이오틱스(Synbiotics) 제품
인 베네비타 듀오는 프로-프리바이오틱스 두 가지
모두가 주원료로 구성되었으며, 아연과 셀렌까지
주원료로 함유되어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항산화
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베네보떼

￦

1일 1회, 1회 1포 섭취
2g X 30포 (60g)

베네비타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6년
근 홍삼(진세노사이드 3mg/일)과 항산화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브라질산 그린 프로폴리스(총 플라
보노이드 17mg/일),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8.5mg/일)까지, 세 가지 기능성 원료(Triple)
로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Guard)!

•

IBO 구매가격 32,000원
소매 판매가격 3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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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기능성

뷰티 스틱
【섭취방법】

【섭취방법】

1일 1회, 1회 1포 섭취
• 15g X 30포 (450g)

•

•

이너뷰티 시대의 시작, 먹는 수분 트리트먼트 베네
비타 뷰티스틱. 수분 부족으로 고민되는 피부를
위한 뷰티스틱은 자기 무게 1,000 배에 달하는
수분을 잡아주는 히알루론산과 비타민D 1일 권
장섭취량 100%가 함유되었습니다. 시간이 갈 수
록 줄어드는 몸 속 히알루론산, 이제 젤리 1포로 간
단하게 섭취하세요!
￦

IBO 구매가격 42,000원
소매 판매가격 50,400원

밀크 씨슬

1일 1회, 1회 2캡슐 섭취
500mg X 60캡슐 (30g)

노르웨이에서 생산된 하이퀄리티 rTG 오일의 베네
비타 오메가3.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혈행 개선
과 눈 건강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
립니다. 장에서 분해되는 특허받은 장용성 연질캡
슐 제형으로 맛과 향에 대한 거부감없이 간편하
게 섭취하세요!

￦

IBO 구매가격 40,000원
소매 판매가격 48,000원

루테인
【섭취방법】

1일 1회, 1회 2캡슐 섭취
• 600mg X 60캡슐 (36g)

•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밀크씨슬추출물(주원료)과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홍경천
추출물(주원료)의 더블액션! 지치고 피곤한 현대
인을 위한 베네비타 밀크씨슬로 간 건강과 피로 모두
관리하세요!

￦

ACN Korea Brand Guide

•

【섭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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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 3

IBO 구매가격 39,000원
소매 판매가격 46,800원

•

1일 1회, 1회 2캡슐 섭취
130mg X 60캡슐 (7.8g)

온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베네비타 루테인. 장시간
스마트폰에 노출된 우리 아이의 눈부터 하루 종일
모니터를 바라보며 일하는 직장인의 눈, 노화로 점
점 침침해지는 부모님의 눈까지 루테인지아잔틴복
합추출물(주성분)과 베타카로틴 (주성분)이 함유
된 루테인으로 우리 가족의 눈 건강을 관리하세요!

￦

IBO 구매가격 30,000원
소매 판매가격 36,000원

FLASH 모바일

DIET 다이어트
인터넷/IP-TV

씨4 플러스

【섭취방법】

【섭취방법】

•

1일 1회, 1회 1정을 점심식사 30분 전에 물과 함께 섭취
• 800mg X 30정 (24g)

1일 1회, 1회 1캡슐을 취침 30분 전에 물과 함께 섭취
• 605mg X 30캡슐 (18.15g)

지중해 지역의 자연서식 미역과 석류씨 오일추출
물(잔티젠, 주원료)과 꼼꼼하게 고른 다양한 부원
료를 베네비타만의 포뮬러로 배합한 베네비타 씨4
플러스는 섭취 간편하게 바디라인을 가꾸어 드립
니다. 취침 전 하루 1알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완성
하세요!
￦

IBO 구매가격 55,000원
소매 판매가격 66,000원

【섭취방법】

•

•

•

1일 1회, 1회 1포를 200ml의 우유 또는 두유에 타서 섭취
35g X 30포 (1,050g)

칼로리 걱정은 낮추고, 영양은 균형있게! 마시는
곡물 쉐이크 베네비타 쉐이크-잇!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균형있게 함유된 쉐이크-잇!은 곡물영
양소를 그대로 담아, 맛있게 영양 밸런스를 맞춰
주는 프리미엄 식사 대용 제품입니다.

￦

IBO 구매가격 69,000원
소매 판매가격 82,800원

시큐리티 플랫폼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페스트 컨트롤

2019년 최신 다이어트 신소재 시서스 추출물(주
원료)과 비타민B1,B2,B6(주원료)로 새롭게 업그
레이드된 베네비타 씨3 플러스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균형잡힌 바디라인으로 가꾸
어드립니다. 시서스 추출물 300mg이 함유된
씨3 플러스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완성하세요!

쉐이크-잇!

리빙케어

씨3 플러스

IBO 구매가격 99,000원
소매 판매가격 118,800원

프로케어
멀티액션 치약

이지 클린 티

Biz 솔루션

TEA 일반식품

머천트

PROCARE 프로케어

(5+1 번들판매)
의약외품

•

•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치아를 닦는다.
150g x 6튜브 (900g)

￦

IBO 구매가격 34,000원
소매 판매가격 40,800원

1회 1포를 물(온수/냉수) 400ml에 타서 섭취
5g × 30포 (150g)

이지 클린 티는 달지 않은 구수한 곡물 맛으로 23
가지 식물의 영양과 함께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
을 채워주는 가볍고 깨끗한 차(Tea)입니다. 아침
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기 전/후, 입이 심심해서
간식이 생각날 때, 이지 클린 티로 비워주고 채워
주는 상쾌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

베네보떼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함유된 베네비타 프로케어
멀티액션 치약! 유해한 첨가물(CMIT, MIT)은 없애
고 천연 유래 성분을 추가하여 맛과 향 뿐만 아니
라 기능까지 알차게 담았습니다. 충치, 치석, 구취,
잇몸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는 멀티 액션 치약으로
온 가족 구강 건강을 지키세요!

•

•

베네비타

【사용방법】

【섭취방법】

IBO 구매가격 28,000원
소매 판매가격 3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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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패키지

24시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밸런스 키트

5대 영양소가 균형잡힌

베네비타 쉐이크-잇 ! (1)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자연의 에너지 부스터

베네비타 고 ! (1)

상쾌한 아침

베네비타 레스트 ! (1)
￦

IBO 구매가격 159,000원
소매 판매가격 190,800원

￦

IBO 구매가격 124,000원
소매 판매가격 148,800원

￦

IBO 구매가격 210,000원
소매 판매가격 252,000원

24시간 빈틈없이 관리해주는 바디 슬리밍

씨3 플러스 & 씨4 플러스 키트

DAY

NIGHT

활동이 많은 낮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밤

점심식사 30분 전 씨3 플러스 (1)

취침 30분 전 씨4 플러스 (1)

이너뷰티 시대의 시작, 먹는 수분 트리트먼트

뷰티스틱 5+1 패키지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수분충전 '히알루론산의 매직'
+1일 섭취권장량의 비타민D까지 !

뷰티스틱 5박스 + 1박스 무.료.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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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건강한 아름다움, 건강한 다이어트!

베네비타 챌린지팩
4주 베이직 챌린지 팩
리빙케어

씨3 플러스(1) + 씨4 플러스(1) + 쉐이크-잇!(1)
+ 컴플릿 프로틴(1) + 화이버 쾌변 젤리(1)
+ 이지 클린 티(1) + 밸런스 멀티팩(1)
+ 쉐이커(1) 증정
페스트 컨트롤

￦

IBO 구매가격 385,050원
소매 판매가격 462,060원

시큐리티 플랫폼

8주 파워 챌린지 팩

씨3 플러스(2) + 씨4 플러스(2) + 쉐이크-잇!(2)
+ 컴플릿 프로틴(2) + 화이버 쾌변 젤리(2) + 이지 클린 티(2)
+ 밸런스 멀티팩(2) + 베네비타 듀오(2) + 베네비타 고!(2)
+ 뷰티스틱(1) 증정 + 오메가3(1) 증정 + 쉐이커(2) 증정
머천트

￦

IBO 구매가격 899,300원
소매 판매가격 1,079,160원

Biz 솔루션
베네비타
베네보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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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의 재발견!

베네보떼
ACN 코리아의 새로운 토탈 뷰티 브랜드
베네보떼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96

ACN Korea Brand Guide

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에너지
리빙케어

플레더마

페스트 컨트롤

플레더마의 시작

시큐리티 플랫폼

플레더마는 피부 자체의 능력을 끌어올려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궁금증을 가져보았습니다.

머천트

플레더마의 고민
피부에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
유해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최적의
피부 컨디션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적절한 피부 밸런스라고 생각했습니다.

Biz 솔루션

플레더마의 진심
베네비타

플레더마는 오랜 연구와 고민 끝에
최상의 밸런스를 찾아내었습니다.
피부의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유효 성분들을
적절히 배합한 최적의 밸런스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피부가 아닌 자체적으로
빛이 나는 피부 본연의 변화를 선물합니다.

베네보떼

1688-9800 > ARS 3번

평일 10:00 ~ 19:00
www.acn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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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보떼 고객센터

New Blooming Beauty, Fleuderma

플레더마, 진심[眞心]을 담다.
나쁜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좋은 것들만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발효 유산균

정제수 대체 식물추출물 베이스

이데베논

[피부 미생물 환경 개선]

[어성초, 편백수]

[강력한 항산화 성분]
※ 원료적 특성에 한함

가장 피해야 할 20가지 성분 배제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이라는 도서에서는 화장품에서 사용을 피해야할 20가
지 성분의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플레더마는 이 20가지 성분을 배합에서 배제하
였습니다. [향료 제외]

No

알러지
유발 성분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 주의 성분 배제
식약처에서 발표한 화장품에 함유되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 26가지를
배합에서 배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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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Fleuderma Complete Kit
플레더마 컴플리트 키트

리빙케어
페스트 컨트롤
시큐리티 플랫폼
머천트
Biz 솔루션

데일리로 즐기는 플레더마 뷰티 리추얼
민감한 당신의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베네비타

건조함이
느껴질 때
수시로 사용

플레더마와 함께 시작하세요.

플레더마
올인원 마일드
클렌징 젤

플레더마
플레더마
퍼스트 스텝 인텐시브 리프팅
앰플 세럼
에센셜 워터

플레더마
스킨 베리어
인헨싱 크림

플레더마
올데이 마일드
선세럼
SPF50+PA++++

플레더마
안티-더스트
크림 미스트

￦

베네보떼

구성
올인원 마일드 클렌징 젤(1),
퍼스트 스텝 에센셜 워터(1),
안티-더스트 크림 미스트(1),
올데이 마일드 선세럼(1),
스킨 베리어 인헨싱 크림(1),
인텐시브 리프팅 앰플 세럼(1)

IBO 구매가격 262,800원
소매 판매가격 315,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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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Blooming Beauty, Fleuderma

#약산성토너 #데일리각질케어

스킨케어 첫 단계에 바르는 영양수

퍼스트 스텝 에센셜 워터
미백/주름개선 이중기능성 화장품
키위와 레몬추출물이 부드럽게 각질을 케어해
피부결을 정돈해주고, 유산균발효를 통한
발효콤플렉스가 밝은 안색과 윤기나는 피부를 선사합니다.
￦

IBO 구매가격
소매 판매가격

36,000원
43,200원

130ml

#탄력세럼 #미백세럼 #리프팅세럼

잃어버린 탄력을 영양으로 채워주는 영양 세럼

인텐시브 리프팅 앰플 세럼
미백/주름개선 이중기능성 화장품
각종 유효성분들이 전달하는 인텐시브 에너지!
탄력과 기미 집중 케어로 어린 날의 피부를 되찾으세요!
￦

IBO 구매가격
소매 판매가격

66,000원
79,200원

30ml

#수분장벽 #보습장벽

무너진 피부장벽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주는 장벽 케어 크림

스킨 베리어 인헨싱 크림
미백/주름개선 이중기능성 화장품
무너진 피부 장벽을 집중적으로 케어해 장벽강화에 도움.
건강해진 피부를 만나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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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O 구매가격
88,000원
소매 판매가격 105,600원

50g

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약산성클렌징 #저자극세안 #미세먼지세정

마일드한 제형의 클렌징 젤이 선사하는 부드러운 거품세안

올인원 마일드 클렌징 젤

￦

IBO 구매가격
소매 판매가격

34,000원
40,800원

리빙케어

필요한 유수분은 남기고 노폐물은 말끔하게 저자극 클렌징.
겉부터 속까지 촉촉한 수분 케어를 돕는 클렌징 젤!

200ml

페스트 컨트롤

#미세먼지차단 #안개분사
시큐리티 플랫폼

미세먼지는 막아주고 보습은 빼곡하게 채워주는 뿌리는 크림 보습

안티-더스트 크림 미스트
미백/주름개선 이중기능성 화장품
언제 어디서나 충전하는 나만의 크림 보습 미스트.
곱게 내려앉은 크림 미스트 입자가 전달하는 수분과 윤기!

IBO 구매가격
소매 판매가격

34,000원
40,800원

머천트

￦

100ml

Biz 솔루션

#수분자차 #선세럼 #저자극자차

세럼을 바른 듯 촉촉한 자외선 차단제

올데이 마일드 선세럼 SPF50+PA++++
베네비타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삼중기능성 화장품
선크림 유목민을 위한 플레더마의 해답!
산뜻한 세럼타입의 제형으로 번들거림 없이 가볍게 마무리됩니다.
￦

34,000원
40,800원

베네보떼

IBO 구매가격
소매 판매가격

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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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기억될 단 하나의 순간!
ACN 리더십 리트릿

Leadership
Re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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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모바일
인터넷/IP-TV
리빙케어
페스트 컨트롤
시큐리티 플랫폼

세계 각국의
명소에서 펼쳐지는
잊지 못할 순간들!

머천트

편안하고 여유로운 휴식
엄선된 프리미엄 투어
글로벌 리더들과의 교류
새로운 열정의 원천

Biz 솔루션

일상에서 벗어나 가슴 설레는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베네비타
베네보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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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ACN
AUSTRALIA | AUSTRIA | BELGIUM | CANADA | CLOMBIA | CZECH REPUBLIC | DENMARK | FRANCE |
FINLAND | GERMANY | HUNGARY | IRELAND | ITALY | JAPAN | KOREA | MEXICO | NEW ZEA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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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본사 (미국)

캐나다 지사

남미 본사

Concord

Montreal

Mexico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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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HERLANDS | NORWAY | PERU | POLAND | PORTUGAL | SPAIN | SWEDEN | SWITZERLAND |
UNITED KINGDOM | USA

아시아 본사

일본 지사

아시아태평양 본사

유럽 본사

폴란드 지사

Seoul

Tokyo

Sydney

Amsterdam

Wroclaw
www.acnk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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