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가지자격 달성 방법*

여행점수 누적** 
대상: 모든 직급 

디렉터 자격 달성
대상: 루비 디렉터 이상 

• 400-449 포인트: 1인 기준 여행 자격1
• 450-499 포인트: 1인 기준 여행 자격 + 최대 $250 USD의 항공권 바우처2
• 500-599 포인트: 1인 기준 여행 자격 + 최대 $500 USD의 항공권 바우처
• 600-949 포인트: 2인 기준 여행 자격3
• 950-999 포인트: 2인 기준 여행 자격 + 최대 $500 USD의 항공권 바우처 
• 1,000-1,099 포인트: 2인 기준 여행 자격 + 최대 $1,000 USD의 항공권 바우처 
• 1,100 + 포인트: 2인 기준 여행 자격 + 최대 $2,000 USD의 항공권 바우처 

사이클 
자격 달성*** 

대상: 사파이어 엘리트 
이그제큐티브 이하 

• 200-299 사이클 생성 + 여행점수 100 포인트 누적: 1인 기준 여행 자격 + 최대 $250 USD의 항공권 
바우처2

• 300-449 사이클 생성 + 여행점수 100 포인트 누적: 1인 기준 여행 자격 + 최대 $500 USD의 항공권 
바우처

• 450-549 사이클 생성 + 여행점수 100 포인트 누적: 2인 기준 여행 자격 
• 550-699 사이클 생성 + 여행점수 100 포인트 누적: 2인 기준 여행 자격 + 최대 $500 USD의 항공권 

바우처
• 700-849 사이클 생성 + 여행점수 100 포인트 누적: 2인 기준 여행 자격 + 최대 $1,000 USD의 항공권 

바우처
• 850+ 사이클 생성 + 여행점수 100 포인트 누적: 2인 기준 여행 자격 + 최대 $2,000 USD의 항공권 바우처

2개월 동안**** 자신의 최고 달성 디렉터 직급 유지† + 최소 100 포인트의 여행점수  누적
: 1인 기준 여행 자격  + $500 USD의 항공권 바우처

실제유지 디렉터 직급으로부터 차상위 직급으로 승급하여 한달 동안 유지 + 최소 100 포인트의 
여행점수  누적: 2인 기준 여행 자격  + $500 USD의 항공권 바우처

실제유지직급을 기준으로 루비 디렉터로 승급하여 한달 동안 직급 유지  +  최소 100 포인트의 
여행점수  누적: 2인 기준 여행 자격 + 500 USD의 항공권 바우처

5개월 동안 자신의 최고 달성† 디렉터 직급 유지 + 최소 100 포인트의 여행점수  누적: 
2인 기준 여행 자격 +  $1,000 USD 항공권 바우처

1. 1인 자격 달성자는 또 다른 1인 자격 달성자와 2일1조로 편성됩니다. 이 경우 자신이 원하는 룸메이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요청을 수용합니다. 

2. 여행 자격 달성자는 자신의 왕복 항공권을 예약할 책임이 있습니다. 항공권 바우처의 환급은 항공권 
구매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행 종료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단, J-오피스
(Joffice)의 ‘업로드” 섹션에 항공권 구매 영수증이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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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골라, 호주, 바레인, 
베냉, 보츠와나, 브루나이,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콩고, 코트디부아르, 에스와티니, 피지, 
가봉,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인도, 인도네시아, 코트디부아르, 일본, 케냐, 레소토,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뉴질랜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필리핀, 리유니언, 르완다, 세네갈,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탄자니아연방공화국, 태국, 토고,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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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자격 달성자는 하위 자격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저 여행점수를 누적시켜야 합니다. 
*** 사이클은 매월 1일 직전 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고 달성 디렉터 직급†은 연속 기간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고 달성 직급은 지금까지 달성한 직급 중 가장 높은 직급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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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기간 동안 여행점수를 누적시켜 다음 중 한가지 자격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