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PING INCENTIVE REFUND FORM / INCENTIVO DE COMPRAS FORMATO DE REEMBOLSO

신청날짜:

월

일

FOLIO:

년
환불조건에 순응 하실 때에 환불 처리 됩니다.
"국가 재정 결의안" 에 따릅니다. 여행사를 제시하시면
용이하기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 이름:
여행사 이름:
EMAIL:

관광객 정보

환불

이름:

ADAMANT CORPORATION, S.A. DE C.V.

Cordillera de los Andes 240
Lomas de Chapultepec, C.P 11000
México D.F.

성:

Email:

신용카드:

은행명:

연락처

전화번호:
01800.00.NOTAX
+ 52 (55) 52 02 62 62
+ 52 (55) 55 20 07 96
Email:
info@moneyback.mx

Email:
카드:
집주소:

시와 우편번호:

여권번호.

도 와 국가:

발행 국가:

전화번호:

출발 날짜:

뒤에 있는 조건에 동의합니다.

항공편 또는 선박편(이름과 번호)

www.moneyback.mx

고객 서명

`이 상환 작성지를 제시 하실 때 다음과 같은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여권, 이민서 서류 사본((FMT / 크루즈 ID), 송장, 바우처, 탑승권, 신용카드 번호

GENERAL CONDITIONS

S.A. de C.V. (Moneyback) 와 신청자(외국 관광객)에 쇼핑 환불 일반 규정
튼튼한 기업 S.A. de C.V.의 Moneyback는 물건 구매하고 외국으로 떠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환불을
관리하기 위한 SAT.AGRS.CONCECESION.002/07-005 하에 멕시코 정부의 라이센스 입니다
신청자는 외국관광객 상태이므로 정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일반
주민법을 따라야 하며 자료는 일반 규정 뒤에 부착 되어 있으며 신청자의 진실성에 따라 처리 됩니다.
앞서 말한 Moneyback에 따르면 뒤에 상세하게 나온 구매 상품에 따라 환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구매한 상품이 적용 가능한 바우처나 송장 사본이 있는 Moneyback의 계열회사 이여야 합니다.
• 구매하신 금액이 외국 신용 카드로 최소 $1,200 멕시코 페소 이여야 하며 현금으로 관광객당 $3,000
멕시코 페소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Moneyback 직원이 사본을 검토하여 승인하여 기밀성으로 처리합니다.
• 마찬가지로 관광객은 멕시코에서 출발해서 도와줘야 하면 서류 뒤에 나열된 구매용품을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Moneyback직원에게 위임할 것을 승인합니다.
• 외국 관광객은 멕시코를 출국하고 나서 물품 반품을 신청할 때에는 법률에 준수하며 밀수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 외국 관광객은 쇼핑물품 반품을 인터넷으로 동의하면 Moneyback은 신청한 날로부터 24일 후에 환불
금액이 전송되며 신청자의 전자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제공한 정보가 틀릴 경우 Moneyback은 지연되거나
잘못 되어졌을 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멕시코 법률에 따라 모든 과정이 이루어 지며 멕시코 시티 법원만이 관할권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