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거진 기사 활용 주의 사항 
코스모폴리탄, 팝슈가, SELF 매거진 및 얼루어 

 

활용 가능 사항(Do): 

▪ 회사의 포스팅을 재공유 하거나, 리포스트 하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의 경우, 회사 또는 각 마켓의 포스팅과 동일한 포스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게시물

과 예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거진 기사 링크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POPSUGAR: 25 Long-Wearing Lipsticks, Stains, and Creams That Won't Smudge or Smear 

- SELF Magazine: Venus Williams on Freezing Time and Nonnegotiable Bedtimes 

- Cosmopolitan: A Super-Inside Look at the Life of Venus Williams, aka the Icon We All Need Right 

Now 

- Allure: The 13 Most Effective Whitening Toothpastes, According to Dentists 

▪ 회사의 포스팅을 재공유 할 때, @코스모폴리탄, @팝슈가 그리고 @팝슈가뷰티를 태그할 수 있습니다. 

 

활용 불가 사항 (Don’t): 

▪ 어떠한 방식으로든 코스모폴리탄, 팝슈가 또는 SELF 매거진의 로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비너스 윌리엄스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LF 매거진 이미지 예외) 

▪ 잡지 표지나, 잡지 내의 다른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비너스 윌리엄스가 뉴스킨 제품을 후원하거나 좋아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코스모폴리탄 또는 팝슈가가 뉴스킨 제품을 후원하거나, 좋아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비너스 윌리엄스를 태그할 수 없습니다. 

▪ 기사 원문을 임의로 번역, 캡쳐, 편집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포스팅, 내용 및 해시태그 

 

 

팝슈가 관련 컨텐츠 

▪ Instagram 

▪ Facebook 

▪ LinkedIn 

▪ Twitter 

 

번지지 않거나 얼룩지지 않는 립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POPSUGAR 매거진에 실린 뉴스킨 파워립스 폴리시 제

품은 ‘모든 멀티 태스킹 뷰티 매니아들의 꿈’입니다. 확신이 안선다구요? 직접 경험해보세요.  

#PowerlipsPolish #lipcolor #Nuskin 

https://www.popsugar.com/beauty/best-long-lasting-lipsticks-47153458?stream_view=1#photo-47165365
https://www.self.com/story/sleeping-with-venus-williams
https://www.cosmopolitan.com/entertainment/celebs/a37384627/venus-williams-cosmopolitan-cover-october-2021/
https://www.cosmopolitan.com/entertainment/celebs/a37384627/venus-williams-cosmopolitan-cover-october-2021/
https://www.allure.com/gallery/best-whitening-toothpastes
https://www.instagram.com/p/CY6nhqutjQW/
https://www.facebook.com/watch/?v=304633135047385
https://www.linkedin.com/posts/nu-skin-enterprises_powerlips-polish-in-popsugar-activity-6889582322329489408-M6z0/
https://twitter.com/nuskin/status/1483818300404551686


 

 
 

 

 

SELF 매거진 관련 컨텐츠 

• Facebook 

• Instagram 

• Twitter 

• LinkedIn 

 

비너스 윌리엄스가 @selfmagazine에서 에이지락 루미스파를 사용하는 것이 취침시간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필수 스킨케어를 포함한 그녀의 루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우리의 바이오 링

크를 방문하세요! #NuSkin #ageLOCLumiSpa #cleansingdevice #lumispanuskin @pastersnacks 

 

https://www.facebook.com/247022699080/posts/10159137486444081
https://www.instagram.com/p/CZeqpitN_W7/
https://twitter.com/nuskin/status/1488889989140209667
https://www.linkedin.com/posts/nu-skin-enterprises_my-bedtime-routine-venus-williams-on-freezing-activity-6894655680926613504-vOYR


 

 
 

 

 

코스모폴리탄 관련 컨텐츠 

▪ Instagram 

▪ Facebook 

▪ LinkedIn 

▪ Twitter 

 

미국 코스모폴리탄에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비너스 윌리엄스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비너스는 그녀의 최애 스킨케

어 제품으로 루미스파를 꼽았는데요. 그녀가 루미스파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더 보기 또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www.cosmopolitan.com/entertainment/celebs/a37384627/venus-williams-cosmopolitan-cover-october-2021/ 

#Nuskin #Lumispa #ageLOC 

https://www.instagram.com/p/CYol9NtuOoW
https://www.facebook.com/nuskin/photos/a.393069669080/10159102757464081
https://www.linkedin.com/posts/nu-skin-enterprises_nuskin-lumispa-beautydevice-activity-6887167574283575296-pqJz/
https://twitter.com/nuskin/status/1481401880026701830
http://www.cosmopolitan.com/entertainment/celebs/a37384627/venus-williams-cosmopolitan-cover-october-2021/


 

 
 

 
 

 

 

인스타그램 

 

미국 코스모폴리탄에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비너스 윌리엄스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비너스는 그녀의 최애 스킨케

어 제품으로 루미스파를 꼽았는데요. 그녀가 루미스파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더 보기 란을 확인

하세요. #NuSkin #LumiSpa #ageLOC 

 

**인스타그램 피드 게시물은 하이퍼링크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세일즈 리더는 팔로워에게 인스타그램 바이오(소개) 

란을 통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안적으로, 세일즈 리더는 기사 링크를 공유



 

하여 팔로워가 이를 직접 복사하여 브라우저에 붙여 넣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 코스모폴리탄에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비너스 윌리엄스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비너스는 그녀의 최애 스킨케

어 제품으로 루미스파를 꼽았는데요. 그녀가 루미스파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더 보기 또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www.cosmopolitan.com/entertainment/celebs/a37384627/venus-williams-cosmopolitan-cover-october-

2021/ 

#Nuskin #Lumispa #ageLOC 

 

 
 

 

 

 

 

 

 

 

 

http://www.cosmopolitan.com/entertainment/celebs/a37384627/venus-williams-cosmopolitan-cover-october-2021/
http://www.cosmopolitan.com/entertainment/celebs/a37384627/venus-williams-cosmopolitan-cover-october-2021/


 

 

 

 

 

 

 

얼루어 관련 컨텐츠 

▪ Twitter 

▪ LinkedIn 

▪ Instagram 

▪ Facebook 

 

AP24 Whitening Toothpaste featured in Allure 

Here’s something to smile about: Allure featured our AP 24 Whitening Fluoride Toothpaste in its list of  

“The 13 Most Effective Whitening Toothpastes, According to Dentists.” 

See what dentists had to say about our award-winning toothpaste  

at https://www.allure.com/gallery/best-whitening-toothpastes  

#ap24 #upgradeyourselfie #whiterteeth #NuSkin 

https://twitter.com/nuskin/status/1499489791804469259
https://twitter.com/nuskin/status/1499489791804469259
https://www.linkedin.com/posts/nu-skin-enterprises_the-13-whitening-toothpastes-dentists-actually-activity-6905255512837890048-i9iC
https://www.instagram.com/p/Cap-5WiFkPq/?utm_source=ig_web_copy_link
https://www.instagram.com/p/Cap-5WiFkPq/?utm_source=ig_web_copy_link
https://www.facebook.com/nuskin/posts/10159187984669081?__cft__%5b0%5d=AZW--TjzrmXL_ZDDhpxEtS48FU-z8xPO5FrHp8XZCi8KXtZZeS49lSBBdCNbKS875UAIUkAlw5Htnespph448zZVWvjO1AsulGwILHY0MRS9W6ukwWpkNZ0Sds-Cj-7729noXBpUuPq022iZeuq9jrUPSchS_I-R2D6G5Wj0ihgTfOKrnxPugG-RdneqU3cf5mE&__tn__=%2CO%2CP-R
https://www.facebook.com/nuskin/posts/10159187984669081?__cft__%5b0%5d=AZW--TjzrmXL_ZDDhpxEtS48FU-z8xPO5FrHp8XZCi8KXtZZeS49lSBBdCNbKS875UAIUkAlw5Htnespph448zZVWvjO1AsulGwILHY0MRS9W6ukwWpkNZ0Sds-Cj-7729noXBpUuPq022iZeuq9jrUPSchS_I-R2D6G5Wj0ihgTfOKrnxPugG-RdneqU3cf5mE&__tn__=%2CO%2CP-R
https://www.allure.com/gallery/best-whitening-toothpas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