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NGO	  VIP 신청 및 이용을 위한 이용 약관 

	  

카드 소지자 할인 혜택 	  

	  

1. MANGO VIP 카드(“카드”)는 한국 내 MANGO 

매장(www.mango.com/mangocard  참조)에서 단일 영수증으로 최소 200,000원 

(정상가)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MANGO VIP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 양식을 정확하게 작성한 후 한국 내 MANGO 매장에서 발급한 

영수증(최소 구입 가격 200,000 원)을 동봉해야 합니다. 
	  

2. 카드 소지자는 한국 내 MANGO 매장(www.mango.com/mangocard  참조) 및 

온라인 매장(mango.com)에서 모든 정상가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카드 

소지자 할인 혜택”)할 수 있습니다. 

	  

3. 할인, 세일, 프로모션 및 특정 비프로모션 품목 구입, 별표(*) 또는 원 (o) 표시가 

부착된 상품 구입, 상품권 또는 할인권을 이용한 구입, 직원 할인을 이용한 구입에는 

카드 소지자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중 할인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2개 카드로 

누적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1. 카드	  소지자가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결제	  전에	  직원에게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카드 소지자의 개인 용도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카드 기능 없음. 본 카드는 신용 카드 또는 후불 카드가 아니며 본 

문서에 나열된 혜택만 제공됩니다. 

	  

3. 카드의 혜택은 카드 등록일로 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카드 분실 및 도난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한	  카드는	  교체	  발급되지	  않습니다. 

	  

수정 및 취소 

	  

PUNTO	   FA,	   S.L.은	   경우에	   따라	   언제라도	   사전	   공지	   없이	   자유	   재량에	   따라	   본	   문서에	  
포함된	  이용	  약관을	  수정하고	  카드	  소지자의	  할인	  혜택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1. MANGO	  VIP	  카드	  신청	  제안은	  제한된	  기간에만	  유효하며	  PUNTO	  FA,	  S.L.의	  자유	  재량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PUNTO	  FA,	  S.L.은	  자유	  재량에	  따라	  신청서를	  거절하거나	  카드	  혜택을	  중단하거나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한	  카드	  교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	  카드	  소지자	  또는	  
관련	  당사자에게	  해당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3. 모든	  카드	  관련	  사안에	  대한	   PUNTO	   FA,	   S.L.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동일	  사안에	  대한	  
어떠한	  서신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4. PUNTO	   FA,	   S.L.은	  해당	  상황에	  관계	  없이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신청자,	  카드	  
소지자	  또는	  다른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카드는	   PUNTO	   FA,	   S.L.의	  자산이므로	  발견	  시	  한국	  내	   MANGO	  매장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모든	  개인	  정보는	  카드	  관리	  및	  MANGO	  제품에	  대한	  상업적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PUNTO	  FA,	  S.L.과	  담당	  부서(주소:	  Pol.	  Ind.	  Riera	  de	  Caldes,	  Mercaders	  9-‐11,	  08184	  Palau-‐
solità	   i	  Plegamans	  (Barcelona),	  SPAIN)에서	  처리	  및	  관리합니다.	  본인	  정보에	  대한	  접근,	  
수정	  및	  취소를	  원하는	  경우	  online@mango.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