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구 회원한정】신세계 상품권 교환 특전 신청서 

AWARD APPLICATION FORM for exchange of 

SHINSEGAE Gift Voucher 
(KOREA REGION ONLY) 

 
회원 성명(영문) MEMBER’S NAME (MR/MS) 

 
회원번호 

MEMBERSHIP NO:              
회원 등록 전화번호 MEMBER’S PHONE NUMB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Y 월/M 일/D 

등록주소/REGISTERED ADDRESS 우편번호/POST CODE: 

(영문・English） 

모바일 교환권(MMS)을 전송 받으실 핸드폰 번호(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 회원의 2 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에 한합니다) 

Please fill out your mobile phone number which you wish to receive mobile exchange voucher(MMS). 

(Only Member and Relative within the second degree and his/her spouse is acceptable) 

 

 

(ex 010-1234-5678) 

 

공제마일/ 

MILEAGE TO BE DEDUCTED   마일/MILES 

 

6,000 마일 공제로 50,000 원, 3,000 마일 공제로 20,000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특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환마일 수에 상한은 없습니다.  

6,000 miles can be redeemed to KRW50,000, 3,000 miles to KRW20,000 of SHINSEGAE Gift Voucher. 

There is no limit for redemption. 

 

(교환 예/For example) 

 
 

＊JAL 패밀리클럽 회원/For JAL Family Club Member 

마일공제는 각 회원의 마일 중 유효기한이 빠른 마일부터 자동 공제됩니다. 유효기한이 같은 경우에는 본회원의 마일부터 

공제됩니다. 

＊마일공제 후 환불은 불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ileage pool of JAL Family Club (JALFC) members will be automatically applied. Mileage will be deducted in order of expiry date. 

If same expiry dates, mileage will be deducted from JALFC primary member’s account. 

＊Once redeemed, mileage cannot be refunded to your account. 
 

◆유효기한・발송/Validity and Delivery 

【신세계 모바일 교환권(MMS)/ SHINSEGAE Mobile Exchange Voucher(MMS)】 

신청 접수 후, 기재하신 휴대전화 번호로 약 2~3 주 내에 전송됩니다.  

휴대전화 번호 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당사에서는 지지 않습니다. 

모바일 교환권(MMS)의 유효기한은 도착일로부터 60 일이며, 기간 내에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류 상품권 교환처 : 전국의 이마트 상품권 코너 

모바일 교환권(MMS)의 환불, 분실, 도난, 재전송 등에 관하여는 COOP MARKETING 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쿠프 마케팅 고객센터 : 1644-4706 

Mobile Exchange Voucher(MMS) will be sent to the above mobile phone number within 2∼3 weeks from the date of award application. 

JAL is not responsible for any alleged loss caused by miswriting of Mobile phone number. 

Mobile Exchange Voucher(MMS) is valid for 60 days from the arrival date. Please exchange to paper voucher within the period. 

*Where to Exchange : Gift voucher corner of all E-MART. 

Once Mobile Exchange Voucher(MMS) is transmitted, the regulation of COOP MARKETING will apply. 

*COOP Marketing Customer Center : 1644-4706 

날짜/DATE:  회원 자필 서명/MEMBER’S SIGNATURE: 

 

핸드폰 번호 

Mobile Phone Numb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