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RTUAL RUN
GET MOVING WITH

GOOD NUTRITION

CHALLENGE

좋은 영양과 함께 운동을 시작하세요!
새롭게 바뀐 목표 거리 카테고리들을 경험하고 언제 어디서나 고객과 함께 도전하세요!
완주 후 보상까지 놓치지 마세요!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버추얼 런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1단계: 버추얼 런 등록 키트 구매
구매 기간: 8월 3일 (화) ~ 9월 30일 (목)
먼저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버추얼 런 등록 키트를 구매하시고, 참여 코드를 받습니다.
참여 코드는 버추얼 런 등록 시 필요하므로 꼭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참여 코드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버추얼 런 등록 키트는 마이 허벌라이프 온라인 주문(MyHerbalife.com) 또는
전화 주문(1588-7577)을 통해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버추얼 런
어드밴스드 키트

버추얼 런
엔트리 키트

등록 키트 이미지는 참고용이며,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 키트의 구성 및 가격은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모든 등록 키트 구매 시 미화 1달러(약 1,200원)는
지역 카사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HNF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VIRTUAL RUN
2단계: 키트 구매 시 받은 참여 코드로
HerbalifeVirtualRun.com에 등록
등록 기간: 9월 1일 (수) ~ 10월 15일 (금)
버추얼 런 등록 키트 구매 시 받은 전단지에
적혀 있는 참여 코드를 사용하여 버추얼 런에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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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마라톤 시작 후
HerbalifeVirtualRun.com에 데이터 제출
제출 기간: 10월 1일 (금) ~ 10월 31일 (일)
언제 어디서나 달리고/걷고 HerbalifeVirtualRun.com '내 기록 확인'에 기록을 제출하세요.
제출한 기록들은 누적되어 최종 완주 거리가 됩니다. 달리기/걷기 기록을 제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복된 결과 제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택 1:
러닝 앱으로 달리기 기록 동기화하기

선택 2:
직접 제출하기

또는

2.4km
15mins

GPS 기반 러닝 앱을 버추얼 런 웹사이트와
동기화하고 모바일 러닝 앱이 켜져있는
상태에서 달리기/걷기를 진행하세요.
달리기/걷기를 완료하시면
러닝 앱을 끄셔도 됩니다.

러닝 앱을 사용하고 스크린 샷을
제출해주세요. 스크린 샷에는 아래 정보가
모두 포함되여야 합니다:
•달린 날짜

●

•거리(km)

●

●

●

•달린 시간
•평균 달리기 속력(시간/km)

러닝 머신을 사용하는 경우,
거리와 날짜가 포함된 러닝 머신의
계기판 사진을 찍습니다.

*신체 활동을 시작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등록 및 기록 제출 관련 궁금한 점은 support@herbalifevirtualrun.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VIRTUAL RUN
4단계: 완주 보상 수령
2021년 12월 예정

완주자 선물
목표 거리를 완주하면 온라인 인증서와 완주 메달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인증서는 HerbalifeVirtualRun.com '내 기록 확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완주 메달은 2021년 12월 경에 완주하신 모든 참가자들에게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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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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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 뒷면

또한, 더 많이 뛸수록 더욱 많은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한 달, 한정된 기간 동안 다음 누적 거리를 제출한 개인 완주자는
더욱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0km 이상
개인 완주자

200km 이상
개인 완주자

300km 이상
개인 완주자

스웻 밴드
(한정 수량)

드로우 스트링 백
(한정 수량)

언더아머 스포츠 보스턴 백
(한정 수량)

*위의 이미지는 참고용이며,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VIRTUAL RUN
참고:
• 등록 키트는 8월 3일 (화) 부터 9월 30일 (목)까지 마이 허벌라이프 온라인 주문(MyHerbalife.com)

또는 전화 주문을 통해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은 501(c)(3) 비영리 법인 US EIN 51-0523266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재단을

대신해 기부금을 모금합니다.
•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에서 버추얼 런 등록 키트를 구입하면 전단지에 표시된 버추얼 런 이벤트 참여 코드를

받게 됩니다. 해당 참여 코드를 사용해서 버추얼 런에 등록하십시오. 각 등록에는 각각의 고유한 버추얼 런
참여 코드가 필요합니다. 팀 카테고리에 참여하시는 경우, 팀 구성원마다 각각의 고유한 버추얼 런 참여
코드가 필요합니다. 팀의 리더를 포함하여 최대 10명까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 코드는 재발행 되지 않습니다.
• 확인 이메일이 전송되면 모든 등록 절차가 완료된 것입니다.
• 등록 카테고리 변경 및 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021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GPS 기반 앱 또는 실내 러닝 머신을 활용해서 달리거나 걸은 후, 활동 날짜,

거리(km), 달리거나 걸은 시간 및 평균 달리기/걷기 속도(시간/km) 정보가 담긴 증명을 제출하세요.
• GPS 기반 앱 - Strava (스트라바), Adidas (아디다스), MapMyRun (맵 마이 런) 및

러닝 가젯 - Garmin Connect (가르민 커넥트) 등의 앱은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러닝 앱과
동기화하고 나면, 달리기를 시작할 때 앱을 실행하고, 달리기가 완료되면 앱을 종료합니다.
이때 달린 거리는 자동으로 본인의 기록에 반영됩니다.
• 직접 기록을 제출하시는 경우 추천드리는 GPS 기반 러닝 앱은 Strava (스트라바), MapMyRun (맵 마이 런),

Runtastic (런태스틱), Nike (나이키), Google Fit (구글 핏), Run Keeper (런 키퍼)입니다.
러닝 머신 사용자의 경우, 거리와 날짜가 포함된 러닝 머신의 계기판 사진을 찍습니다.
• 모든 결과 및 제출은 2021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 제출된 모든 결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모든 팀원은 완주 메달과 온라인 인증서를 받기 위해 자신이 속한 팀의 완주 기록에 최소 1 개 이상의

달리기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한 완주 기록은 필요한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판명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제출물은

삭제됩니다.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은 재량에 따라 등록 요청사항을 삭제, 편집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본 행사는 호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마카오,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 및

베트남에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는 참가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면책 동의서에 반드시 동의하셔야 합니다.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멤버 서비스 센터(1588-75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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