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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마일즈 회원번호          
 
성  이름  
    

누락 마일리지 적립을 신청하시기 전 아래의 사항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 및 호텔 제휴사: 제휴 항공사 및 호텔 예약 시에 귀하의 회원 번호를 알려 주시고, 체크-인 시 회원 카드를 제시해 주십시오.  
•  여행 & 레저 제휴사: 여행 & 레저 제휴사의 여행 패키지 예약 시 귀하의 회원 번호를 알려 주시고, 대금 결제 시 회원 카드를 제시해 주십시오. 
•  운송수단/소매 상점/레스토랑제휴사: 대금 지불 시 회원 카드를 제시해 주십시오. 
•  마일리지 적립신청일로부터 회원 구좌에 기록이 입력 되기까지는 약 8 주가 소요됩니다. 
•  반드시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누락 마일리지 적립 신청을 해주십시오.  
 
누락 마일리지 적립 신청 방법 

1. 검정색 펜을 이용해 영문 대문자로 누락 마일리지 적립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작성하신 신청서는 아래의 각 제휴사가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아시아 마일즈로 우편발송 해주십시오.   

2. 금융 & 보험, 통신과 전문 서비스 제휴사에서 이체 시 누락된 아시아 마일에 대해서는 해당 제휴사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3. 신청서 접수 후, 누락 마일리지가 구좌에 적립되는데는 약 8 주가 소요됩니다. 
4. 누락 마일리지 적립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시아 마일즈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852 2747 3838. 

누락 마일리지 세부 사항 

항공 제휴사 누락 마일리지 세부사항 – 항공권과 탑승권 원본을 첨부하십시오 
항공사/제휴사 명 항공편 명 탑승일(일/월/년도) 좌석 운임* 항공권 번호 출발지 도착지 
       
       
* First, Business, Economy, discounted Economy 
참고사항 : 1. 이제 온라인 상에서도 캐세이패시픽항공과 드래곤에어의 누락 마일리지 적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asiamiles.com/kr 의 회원 전용지역에 로그-인 

하십시오. 
2.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운임에 한하여 아시아 마일을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3. 일부 할인된 일반석 항공권의 경우 여행거리의 50%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 가이드에 명시되어 있는 약관과 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텔 제휴사 누락 마일리지 세부사항 ‡ – 호텔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십시오 
호텔 체인 호텔 이름 호텔 위치  

(도시/ 국가) 
체크 인 날짜 
(일/월/년도) 

체크 아웃 날짜 
(일/월/년도) 

호텔 영수증 
번호 

화폐단위 / 숙박비 

       
       
‡애스코트 인터내셔널,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리갈 호텔 인터내셔널, 그리고 스타우드 호텔 & 리조트 월드와이드의 경우, 해당 제휴사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수단# / 소매상점#제휴사 누락 마일리지 세부사항 

- 운송수단의 영수증 원본 또는 아시아 마일즈 회원 번호가 기재된 대중 교통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십시오 
제휴사 명 위치 (도시 / 국가) 이용일 (일/월/년도) 영수증 번호 총 지불액 (홍콩달러) ^ 
     
     
#앱솔루트 스파 그룹, 에어로졸, Airport Express(초고속 공항 철도), 콜럼비아, 엘레미스, 에소&모빌, 파이낸셜 타임즈,링크스리로케이션, 노티카, 페트로-캐나다, 폰티
 록포트,이코노미스트, 터보제트, 그리고 보그세탁소의 경우, 해당 제휴사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소 및 최대 지불 규정은(해당되는 경우) www.asiamiles.com/kr 을 참조하십시오. 

레스토랑 제휴사 누락 마일리지 세부 사항  

레스토랑 영수증 원본 또는 아시아 마일즈 회원 번호가 기재된 레스토랑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십시오 
레스토랑 명 위치 이용일 (일/월/년도) 레스토랑 영수증 번호 식사비용 (홍콩달러) + 
     
     
+회당 지불비용 (최소 HKD 300 불, 최대 HKD 10,000 불, 팁 제외).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는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www.asiamiles.com/kr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 레저  제휴사 누락 마일리지 세부 사항 # –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십시오 
제휴사 명 항공편 명 탑승일 (일/월/년도) 좌석 운임 투어 코드 항공권 번호 출발지 도착지 
        
        
 

 

 

 

회원 서명  날짜 일   월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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