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가지 자격달성 방법 * 
1.  여행 점수 누적  2. 사이클 생성  3. 디렉터 자격 달성  

 

 

여행 점수 누적 ** 
대상: 모든 직급  

프로모션 기간 동안 여행 점수를 누적시켜 다음 중 한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400-449 여행 점수: 1인 기준 여행 자격1 

• 450-499 여행 점수: 1인 기준 여행 자격1 + 최대 $250 USD 항공권 바우처2 

• 500-599 여행 점수: 1인 기준 여행 자격1 + 최대 $500 USD 항공권 바우처2 

• 600-949 여행 점수: 2인 기준 여행 자격3 

• 950-999 여행 점수: 2인 기준 여행 자격3  + 최대 $500 USD 항공권 바우처2 

• 1,000-1,099 여행 점수: 2인 기준 여행 자격3+ 최대 $1,000 USD 항공권 바우처2 

• 1,100+ 여행 점수: 2인 기준 여행 자격3 + 최대 $2,000 USD 항공권 바우처2 

 

 
 

사이클 생성*** 
대상: 사파이어 이그제큐티브 이하 직급 

•  200-299 사이클 생성 + 100 여행 점수 누적: 1인 기준 여행 자격1 + 최대 $250 USD 항공권 바우처2 

• 300-449 사이클 생성 + 100 여행 점수 누적: 1인 기준 여행 자격1 + 최대 $500 USD 항공권 바우처2 

• 450-549 사이클 생성 + 100 여행 점수 누적: 2인 기준 여행 자격3 

• 550-699 사이클 생성 + 100 여행 점수 누적: 2인 기준 여행 자격3  + 최대 $500 USD 항공권 바우처2 

• 700-849 사이클 생성 + 100 여행 점수 누적: 2인 기준 여행 자격3  + 최대 $1,000 USD 항공권 바우처2 

• 850+ 사이클 생성 + 100 여행 점수 누적: 2인 기준 여행 자격3 + 최대 $2,000 USD 항공권 바우처 2 

 
 

 

디렉터 자격 달성  
대상: 루비 디렉터 이상  

• 2 개월 연속 최고 달성 디렉터 직급 유지† + 최소 100 여행 점수 누적: 1인 기준 여행 자격1 + 최대 $500 USD 
항공권 바우처 2  

• 1 달 동안 최고 달성† 디렉터 직급에서 다음 단계로 승급 + 최소 100 여행 점수 누적: 2인 기준 여행 자격3 + 최대 
$500 USD 항공권 바우처2 

• 유자격 사파이어 이그제규티브로 프로모션에 참가하여 1 개월 동안 유자격 루비 디렉터로 승급  + 최소 100 
여행 점수 누적: 2인 기준 여행 자격3 + 최대 $500 USD 항공권 바우처2 

• 5 개월 연속 최고 달성† 디렉터 직급 유지 + 최소 100 여행 점수 누적: 2인 기준 여행 자격3 + 최대 $1,000 USD 
항공권 바우처2 

 
2021년의 경우, 약 4,359명의 디스트리뷰터가 인센티브 여행 자격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1 점 이상의 여행 점수를 획득한 모든 디스트리뷰터의 약 4%에 
해당됩니다." 

  
1 1인 자격 달성자는 또 다른 1인 자격 달성자와 2인 1실 객실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신이 원하는 룸메이트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객실 공유 여부는 상황에 따라 보장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여행 자격 달성자는 자신의 왕복 항공권을 예약할 책임이 있습니다. 항공권 바우처의 환급은 항공권 구매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행 종료 후 30일 경과 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단, J-오피스(Joffice)의 ‘업로드” 섹션에 항공권 구매 영수증이 제출된 것이 확인된 후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3. 2인 기준 여행 자격 달성자는 액티브 계정의 공동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디스트리뷰터를 게스트로 초대할 수 없습니다. 
* 이 프로모션은 다음 지역 및 국가의 디스트리뷰터에게만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호주, 브루나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크리스마스 섬,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한민국, 태국과 베트남.  프로모션 참가자는 액티브 상태는 물론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없이 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티켓은 양도나 환불이 
불가능하며, 객실은 2인1실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행 참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여행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과 목적지 국가가 요구하는 경우 
비자(입국사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자격 달성자는 원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에 명시된 최소 여행 점수를 누적시켜야 합니다. 여행 점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2배의 여행 점수를 부여하는 이벤트 팩키지나 기타 프로모션 



여행 점수. 단, 팩키지는 자신이 등록된 지연에서 구매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사이클은 매월 1일 직전 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고 달성 직급은 커리어 기간 동안 달성한 가장 높은 직급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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