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 마일리지뱅크 신규 입회신청서
JAL Mileage Bank Application Form for Asia・Oceania Members
●전부 영문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이미 타지구에서 JMB 에 입회하신 분은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Please complete in block letters. If you are a JMB member of other region, you do not need to apply again.
*표시는 필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Mandatory entry.
신청일・Date:

/

/

■성명・Name：*여권상의 영문・Please print your name as appears in your passport.
Mr.

Mrs./Miss.

성별・Gender*

남・M

/

여・F

성・Family Name*
이름・Given 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

년・year

■희망언어・Language :

□日本語

□English

■우편물 수령지・Mailing Address* :

□

■집주소・Home Address*

월・month

일・date

□ 한국어

회사・Office

□中文(简体)
□

□中文(繁體)

집・Home

■우편번호・Post Code：

(영어・English)

TEL* :

Fax :
(영어・English)

■회사명・Company Name：
■부서・Department：
■직급・Title：

휴대전화・Mobile :

(영어・English)
(영어・English)

■회사주소・Business Address

■우편번호・Post Code :

(영어・English)

TEL :

Fax :

■패스워드・PIN*
・6 자리 숫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기입하지 않으시면 일본항공이 설정한 패스워드를 후일 참조하셔야 합니다.
・Please enter a 6-digit PIN. If not entered, you will have to inquire for the PIN set by JAL.
■이메일주소・E-mail Address* :
・JAL 에서는 최신서비스, 캠페인정보를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이러한 이메일 수신에
□ 동의함・Agree
・JAL may contact me via email regarding special JAL promotions and events.
□ 동의하지 않음・Disagree
※다만, 중요한 공지에 대하여는 메일의 수신동의에 관계없이 발신합니다.
※Important messages containing relevant information will be sent regardless of your subscription status.

1.□「JAL 마일리지뱅크 일반규약」을 읽고 동의합니다.
□ I understand and agree to abide by the JMB Ｒules and Ｃonditions.
2.□「한국지구의 JAL 마일리지뱅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읽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I understand JMB Ｐrivacy Ｐolicy in Korea and I agree to collection and using purposes of personal information.
3.□「한국지구의 JAL 마일리지뱅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읽고 개인정보의 제 3 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I understand JMB Ｐrivacy Ｐolicy in Korea and I agree to providing information with third party.
4.□「한국지구의 JAL 마일리지뱅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읽고 등록정보가 일본 내 서버에 보관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I understand JMB Privacy Policy in Korea and I agree to the storage of my registered membership data on servers located within Japan.
*위의 □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put check mark(☑) in the boxes(□) above.

회원서명 Signature

5. (가입회원이 만 14 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회원과의 관계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and relationship (for the member under the age of 14).
법정대리인 성명 Name

관계 Relationship

서명 Signature

※「JAL 마일리지뱅크 일반규약」및「한국지구의 JAL 마일리지뱅크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홈페이지(http://www.kr.jal.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refer to website (http://www.kr.jal.com) for further information of “JMB Rules and Conditions” and “JMB Privacy Policy i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