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MasterCard
브랜드 서비스 안내장

MasterCard 등급 별 씨티카드 상품과 제공되는 서비스
MasterCard 서비스 등급

상품명

제공 서비스

월드(World)

씨티 프리미어마일 카드

기본 서비스 + 발급사 선택 서비스(일부)

씨티 스카이패스 마스터카드

기본 서비스
+
발급사 선택 서비스(일부)

씨티 아시아나 마스터카드
플래티늄(Platinum)
씨티 NEW 캐시백 카드
NEW 씨티 클리어 카드

기본 서비스
신세계 씨티 리워드 카드
티타늄(Titanium)
씨티 리워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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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사 선택 서비스
WORLD W

서비스 카테고리
Hotel

프리미엄 서비스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국내 특급호텔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

W

P

인천공항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

W

P

Airport
P

인천공항 라운지 무료 입장 서비스

기본 서비스
WORLD W

서비스 카테고리

프리미엄 서비스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국내 및 세계 호텔 예약 할인 - Agoda

W

P

T

해외 특급호텔 및 리조트 특전 – Outrigger Hotels & Resorts

W

P

T

W

해외 럭셔리 크루즈 특전

Travel

Airport

해외 특급 호텔 특전 - 트럼프인터내셔널 호텔

W

P

T

카쉐어링 서비스 특전 - 그린카

W

P

T

국내 렌터카 할인 - 롯데렌터카

W

P

T

해외 렌터카 할인 – Hertz

W

P

T

해외 렌터카 할인 – AVIS

W

P

T

전세계 대표 여행 액티비티 플랫폼 - Kkday

W

P

T

전세계 교통권 & 입장권 & 현지투어 할인 - 내일스토어

W

P

T

뉴욕 여행 특전 - Ohshow.net

W

P

T

제주도 여행 특전 - 제주도닷컴

W

P

T

캐리어 공항 운송 서비스 - 짐좀

W

P

T

인천공항 프리미엄 실내주차 - 국제파킹

W

P

T

공항 밴 서비스 할인 - K VAN

W

P

T

전세계 공항 의전 서비스 할인 (Global Airport Concierg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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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비스
WORLD W

서비스 카테고리

Hotel

Shopping

프리미엄 서비스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국내 특급호텔 식음료 및 객실 할인

W

P

T

국내 특급호텔 스파 할인

W

P

T

국내 특급 리조트 특전

W

P

T

국내 최대 건강간편식 쇼핑몰 특전 - 랭킹닭컴

W

P

T

해외 온라인 직구 보험 – Mastercard E-Commerce Protection

W

P

T

해외 아울렛 특전 – Bicester Village Shopping CollectionⓇ

W

P

T

프리미엄 수행기사 서비스 특전 - 모시러

W

P

T

프리미엄 자동차 케어 서비스 - 카업 (CarupⓇ)

W

P

T

프리미엄 다이닝 서비스 특전 - 포잉 (POING)

W

P

T

프리미엄 여행 전문 매거진 특전 - 내셔널지오그래픽트래블러

W

P

T

포켓 와이파이 할인 - 와이드모바일

W

P

T

꽃/선물 배달 할인

W

P

T

Lifestyle

해외 골프 특전 - 미국 TPC(Tournament Player Course) 골프장 특전
Golf

W

해외 골프 특전 - 코타키나발루 골프장 특전

W

P

T

제주도 골프 특전

W

P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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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MasterCard 발급사 선택 서비스
Hotel
- 국내 특급호텔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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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별 MasterCard 서비스 등급 및 이용 조건
MasterCard 서비스 등급

상품명

월드(World)

씨티 프리미어마일 카드

서비스 제공 호텔

씨티 스카이패스 마스터카드

서비스 제공 횟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전월 카드 사용실적*

가족카드 회원
서비스 제공 여부

30만원 이상

O

월 5회
다음 페이지
참고

월 3회

씨티 아시아나 마스터카드
플래티늄(Platinum)
씨티 NEW 캐시백 카드
NEW 씨티 클리어 카드
발급사 선택 서비스 제외 카드로 서비스 제공되지 않음
신세계 씨티 리워드 카드
티타늄(Titanium)
씨티 리워드 카드
* 발렛파킹 서비스가 제공되는 카드의 실적은 주 카드와 가족카드의 전월 카드 사용실적을 분리해서 산정하며 서비스 제공 횟수도 각각 부여됩니다.
* 서비스 이용 전, MasterCard 서비스 등급 별 서비스 제공 호텔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월 실적 조건														
- 전월 실적 기준: 전월 1일~말일까지 일시불 및 할부 사용액 30만원 이상 (승인 기준. 단, 교통카드 등 무승인 거래는 제외)

5

국내 특급호텔 발렛파킹 서비스
서비스 이용 전 다음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이용 조건, 유의 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WORLD W

제휴처

MasterCard 등급

제휴처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P

W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W

P

비스타 워커힐 서울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풀만

W

P

스위스 그랜드 호텔 (구, 그랜드 힐튼 서울)

W

그랜드 워커힐 서울

W

P

서울 드래곤 시티

W

그랜드 하얏트 서울

W

P

서울 신라 호텔

W

그랜드 하얏트 인천

W

P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W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W

P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W

대구 그랜드 호텔

W

P

인터불고 대구

W

코리아나 호텔

W

더 플라자

P

W

메이필드 호텔

W

P

콘래드 서울

W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W

P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

P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W

호텔 농심 (부산)

P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W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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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호텔 발렛파킹 서비스
•본 서비스는 발급사 선택 서비스로, 보유하신 카드의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제공조건은 해당 발급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레파킹 서비스는 본인 차량에 한해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인 차량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발레파킹 서비스는 호텔 객실 및 식음료 업장 이용고객에게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호텔 영업장 이용 영수증 제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영수증 미 지참시
호텔 규정에 의거, 발레파킹 비용 및 주차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연회 이용고객은 호텔 내부 규정에 의하여 발레파킹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과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 코리아나에서는 2만 5천원 이상 호텔 영업장 영수증 (당일 영수증)제시 시 무료 발레파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수증 미 지참 시 제휴서비스 이용은 제한되며, 발레파킹 서비스 이용요금 및 별도의 주차료는 고객이 호텔에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는 2만원 이상 호텔 영업장 영수증 (당일 영수증) 제시 시 무료 발레파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수증 미 지참 시 제휴 서비스 이용은
제한되며 발레파킹 서비스 이용요금은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여름 성수기, 연말연시, 부산지역 내 국제 행사 시 서비스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드래곤 시티는 다음 4개의 호텔 중 어느 호텔을 이용 하시더라도 무료 발레파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 앤 레지던스
서울 용산, 노보텔 스위트 앰배서더 서울 용산,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서울 용산
•JW 메리어트 제주 리조트 & 스파는 2022년 여름 시즌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발레파킹 서비스 이용시 2~3시간 이내의 주차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호텔 제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는 코엑스 내 전시 또는 행사 시 서비스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차 또는 국가 및 지역 주요 행사 시 호텔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호텔 내부 사정 (폐업, 호텔 내 영업장 부분 리모델링 등)에 의하여 영업장 이용이 불가할 시 서비스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본 서비스는 기타 할인 혜택 및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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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MasterCard 발급사 선택 서비스
Airport
- 인천공항 발렛파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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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별 MasterCard 서비스 등급 및 이용 조건
MasterCard 서비스 등급

상품명

월드(World)

씨티 프리미어마일 카드
씨티 스카이패스 마스터카드

서비스 제공 공항

서비스 제공 횟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전월 카드 사용실적*

가족카드 회원
서비스 제공 여부

30만원 이상

O

월 3회
인천공항
월 5회

씨티 아시아나 마스터카드
플래티늄(Platinum)
씨티 NEW 캐시백 카드
NEW 씨티 클리어 카드
발급사 선택 서비스 제외 카드로 서비스 제공되지 않음
신세계 씨티 리워드 카드
티타늄(Titanium)
씨티 리워드 카드
* 발렛파킹 서비스가 제공되는 카드의 실적은 주 카드와 가족카드의 전월 카드 사용실적을 분리해서 산정하며 서비스 제공 횟수도 각각 부여됩니다.
* 씨티 스카이패스 마스터카드 및 씨티 아시아나 마스터카드의 경우 골드 등급 카드를 소지한 고객에게도 상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전월 실적 조건														
- 전월 실적 기준: 전월 1일~말일까지 일시불 및 할부 사용액 30만원 이상 (승인 기준. 단, 교통카드 등 무승인 거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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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 1여객 터미널 무료 발렛파킹
인천 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에서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WORLD W

제휴처
인천공항
제 1여객 터미널

혜택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 제공 (주차비 별도)

이용 방법

1.
2.
3.
4.
5.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MasterCard 등급
W

P

PLATINUM P TITANIUM T

예약/문의
032-743-5555

지하 1층 단기 주차장 A구역으로 이동 후 녹색 유니폼 착용 공식 대행 직원에게 발렛파킹 요청
모바일 접수증 문자 발송 (문자 발송이 불가한 경우 지류 영수증 발급)
입국 후 차량인수 15분 전 차량 인도 시에 받은 접수증 상의 전화번호로 연락 후 접수번호 및 차량번호로 출차 확인
[출차장] 정산소에서 마스터카드 제시 후 서비스 무료 대상 카드 여부 확인 (지하 3층 A32구역)
[출차장] 차량 인수 후 주차요금 정산 (고객이 별도 정산)

•여객터미널 3층 승용차 전용 도로에서 5분 이상 정차 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차인 경우 또는 국가 주요 행사 등 공항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06:00 ~ 22:00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서비스 이용 시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터카드 인천공항 발렛파킹 서비스는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 업체인 (주)하이파킹에 의해 제공되니 서비스 이용 시 공식 주차대행 업체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비는 별도로 고객에게 청구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업체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출차장 차량 인도 장소 이용은 지하 3층 A32 구영에서만 가능하며, H38 구역은 운영이 임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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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 2여객 터미널 무료 발렛파킹
인천 국제공항 제 2여객터미널에서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WORLD W

제휴처
인천공항
제 2여객 터미널

혜택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 제공 (주차비 별도)

이용 방법

1.
2.
3.
4.
5.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MasterCard 등급
W

P

PLATINUM P TITANIUM T

예약/문의
032-743-0750
032-743-0751

제 2여객터미널의 발렛파킹 전용 도로 및 안내 표지판을 따라 서편 단기 주차장 지하 1층 우측으로 진입
단기 주차장 지하 1층에서 주차대행 요원 및 표지판 안내에 따라 주차구역 110~112번으로 이동 후 접수증 수령 후 차량 접수(알림톡, 문자메시지 발송)
입국 후 접수증의 안내에 따라 동편 단기 주차장 지하 1층으로 209번 고객 대기실로 이동
[출차장] 정산소에서 마스터카드 제시 후 서비스 무료 대상카드 여부 및 주차장소 확인
[출차장] 차량 인수 후 주차요금 정산 (고객이 별도 정산)

•인천 국제공항 제 2여객터미널 출국층 (3층) 승용차 전용 도로에서 5분 이상 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차인 경우 또는 국가 주요 행사 등 공항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스터카드의 인천 국제 공항 제 2여객터미널의 발렛파킹 서비스는 공식 주차대행 업체인 하이그린파킹에 의해 제공되니 서비스 이용 시 공식 주차대행 업체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비는 별도로 고객에게 청구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업체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출차장 차량 인도 장소 이용은 지하 3층 A32 구역에서만 가능하며. H38 구역은 운영이 임시 중단됩니다.
•운영시간은 24시간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서비스 이용시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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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MasterCard 발급사 선택 서비스
Airport
- 인천공항 라운지 무료 입장 서비스

12

상품 별 MasterCard 서비스 등급 및 이용 조건
MasterCard 서비스 등급

상품명

월드(World)

씨티 프리미어마일 카드

서비스 제공 공항

서비스 제공 횟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전월 카드 사용실적*

라운지 서비스 제공 대상 아님
제공

씨티 스카이패스 마스터카드
인천공항
플래티늄(Platinum)

가족카드 회원
서비스 제공 여부

연 2회

없음

씨티 아시아나 마스터카드

(단, 주 카드와 가족카드
회원 제공 횟수 합산)

씨티 NEW 캐시백 카드
NEW 씨티 클리어 카드
발급사 선택 서비스 제외 카드로 서비스 제공되지 않음
신세계 씨티 리워드 카드
티타늄(Titanium)
씨티 리워드 카드
* 상기 서비스는 주 카드와 가족카드 회원의 라운지 무료 이용횟수를 합산하여 연 2회까지 제공됩니다.
* 씨티 스카이패스 마스터카드의 경우 골드 등급 카드를 소지한 고객에게도 상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전월 실적 조건														
- 상기 서비스는 별도의 전월 실적 조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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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라운지 무료 입장 서비스
출국 전 마스터카드 제휴 라운지에서 여유 있는 휴식 및 간단한 식음료를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WORLD W

라운지

MasterCard 등급
동편

제 1여객터미널

위치

운영시간

여객터미널 면세구역 4층 11번 Gate 맞은편

운영 중단

여객터미널 면세구역 4층 42번 Gate 맞은편

07:00 ~ 19:00

여객터미널 면세구역 4층 중앙

07:00 ~ 19:00

스카이허브 라운지

인천공항

서편
제 2여객터미널

PLATINUM P TITANIUM T

마티나 라운지

중앙

P

이용 방법

라운지 안내 데스크에서 항공권과 마스터카드를 제시하시면 서비스 대상 카드 여부 확인 후 무료 입장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COVID-19 상황으로 인해 라운지 운영 중단 또는 운영 시간에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라운지 또는 마스터카드 라운지 서비스 데스크(02-3272-37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스크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스카이허브/마티나 라운지의 동반자 입장료는 고객 부담으로, 마스터카드 제휴가(29,700원/인 - 성인 기준)로 이용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업체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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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MasterCard 기본 서비스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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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세계 호텔 예약 할인 - Agoda
국내 및 해외 호텔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추가 할인 혜택
WORLD W

제휴처

혜택

MasterCard 등급

10% 할인

PLATINUM P TITANIUM T

예약/문의

W

https://www.agoda.com/
ko-kr/krmastercard

Agoda
8% 할인

이용 방법

1. 마스터카드 고객 전용 아고다 예약 사이트(https://www.agoda.com/ko-kr/krmastercard) 진입
2. 프로모션 상품 태그가 있는 숙소 예약 (선결제 숙소만 가능)
3.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 시 할인가 자동 적용

이용 기간

2021년 12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예약 기간)
2021년 12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숙박 기간)

P

T

•상기 서비스는 마스터카드 글로벌 프로모션으로, 해당 예약 페이지에서 결제 시 해외거래로 취급되어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프로모션 상품' 태그가 있는 숙소의 예약 및 결제 시에만 헤택이 적용되며,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해당 전용 사이트에서 정상 결제하셔야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프로모션 상품 태그가 있는 숙소의 경우에도 '숙소에서 요금 결제' 옵션 선택 시 상기 할인 헤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상기 마스터카드 고객 전용 예약 사이트 URL을 통해 진입하지 않은 예약 건의 경우, 본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할인 혜택은 숙박 금액에만 적용되며, 세금 및 추가 요금, 서비스 비용, 고객이 별도로 숙소에 지출한 비용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고다 모바일 App을 통해 프로모션 페이지에 진입한 경우, 2시간 내에 예약을 완료하지 않으면 서비스 혜택 적용이 불가능하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모션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으며 별도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기타 프로모션 및 할인 혜택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휴사인 아고다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본 서비스는 기타 할인 혜택 및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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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급호텔 및 리조트 특전 - Outrigger Hotels & Resorts
하와이 럭셔리 호텔 및 리조트인 Outrigger를 특별한 가격에 방문 하실 수 있습니다.
WORLD W

제휴처

Outrigger Hotels and Resorts
모든 호텔 및 리조트

혜택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예약/문의

P

예약전화번호: 02-733-9038

최저보장요금 기준 10% 할인특가 제공

W

T

이용 방법

예약 전화번호 (02-733-9038)를 통해 마스터카드로 객실 예약을 완료한 후, 호텔 체크아웃 시에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하시면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가능 일정 및 요금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www.outrigger.com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상기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예약 전화번호(02-733-9037)를 통한 사전 예약 후 체크아웃 시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폐업, 영업장 리모델링 등의 호텔·리조트 내부 사정에 의하여 호텔·리조트 내 영업장 이용이 불가할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호텔·리조트 사정에 따라 객실 이용 제한 일자가 적용됩니다.
•본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본 서비스는 기타 할인 혜택 및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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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급호텔 및 리조트 특전 - Trump Hotels
전 세계 트럼프 호텔 및 리조트를 특별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ORLD W

제휴처

혜택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예약/문의

P

트럼프 한국사무소: 02-733-9037

Trump International Hotel & Tower Chicago
Trump National Doral Miami
Trump International Hotel Washington, D.C.
Trump International Hotel Las Vegas
Trump International Hotel & Tower New York
최저보장요금 기준 10% 할인특가 제공

W

T

Trump International Hotel Waikiki
Trump International Golf Links & Hotel Doonbeg
MacLeod House & Lodge at Trump International Golf Links
Albemarle Estate at Trump Winery
Trump Turnberry, A Luxury Collection Resort

이용 방법

트럼프 한국사무소 (02-733-9037)를 통해 마스터카드로 객실 예약을 완료한 후, 호텔 체크아웃 시에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하시면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가능 일정 및 요금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gc.synxis.com/rez.aspx?Chain=12157&IATA=TW9998&promo=PROMCP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상기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트럼프 한국사무소를 통한 사전 예약 후 체크아웃 시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워싱턴 DC 호텔의 경우 객실 당 조식 크레딧 $40을 숙박기간 동안 추가로 제공 드립니다.
•와이키키 호텔의 경우 $60 상당의 2인 조식이 제공됩니다.
•폐업, 영업장 리모델링 등의 호텔·리조트 내부 사정에 의하여 호텔·리조트 내 영업장 이용이 불가할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호텔·리조트 사정에 따라 객실 이용제한 일자가 적용됩니다.
•본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본 서비스는 기타 할인 혜택 및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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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럭셔리 크루즈 특전
마스터카드 World 고객을 위한 월드 클래스 럭셔리 크루즈 셀렉션의 특별한 혜택입니다.
WORLD W

제휴처
Dream Cruises
Norweisian Cruise LineⓇ

혜택

MasterCard 등급

PLATINUM P TITANIUM T

예약/문의

팔래스 스위트 이상 10% 할인
스위트 이상 캐빈당 $200 크루즈 캐시제공 또는 인천국제공항 밴서비스
예약 전화번호:02-733-9033

Crystal River Cruises™
Scenic River Cruises

크루즈정보:
전 객실 타입 캐빈당 $300 크루즈 캐시제공 또는 인천국제공항 밴서비스

Emerald River Cruises

W

www.dreamcruiseline.com
www.ncl.com
www.crystalcruises.com
www.scenic.co.uk
www.emeraldcruises.co.uk
www.rssc.com

Crystal World Cruise
Regent Seven Seas World
Cruises

전 객실 타입 캐빈당 $500 크루즈 캐시제공 또는 인천국제공항 밴서비스

이용 방법

예약 전화번호 (02-733-9033)를 통해 마스터카드로 객실 예약을 완료한 후, 안내에 따라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밴서비스는 door-to-door 서비스로 서울·경기 지역에 한하며, 예약매진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약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예약 기간)

여행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월드 크루즈는 2024년 까지)

•상기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예약 전화번호(02-733-9037)를 통한 사전예약 후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제휴사 사정에 의하여 크루즈 이용이 불가할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본 서비스는 기타 할인 혜택 및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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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서비스 특전 - 그린카
전국 어디서나 회사, 집, 학교, 여행지 등 주위의 가까운 3,200여개 그린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차량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WORLD W

제휴처

그린카

이용 방법

혜택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예약/문의

P

그린카 앱을 통해 예약
(이용방법 참고)
고객 센터 : 080-2000-3000

주중 30% 할인 쿠폰 월 1회 (4시간 이상 대여 시)
주말 30% 할인 쿠폰 월 1회 (12시간 이상 대여 시)

W

T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그린카 앱 다운로드 및 가입/로그인
•그린카 앱 마이페이지 > 결제수단에서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등록
•그린카 앱 이벤트/쿠폰 > 쿠폰몰 > 마스터카드 프리미엄 쿠폰몰에서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인증(최초 1회) 및 쿠폰 다운로드
•차량 예약 시, 마스터카드 프리미엄 쿠폰 사용(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 시에만 쿠폰 적용)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본 서비스는 지역 상황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혜택이 제한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중 4시간 이상, 주말 12시간 이상 대여 시에만 할인 혜택이 적용 됩니다.
•마스터카드 프리미엄 서비스 쿠폰몰 입장을 위해서는 마스터카드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되는 카드 번호 인증이 필요합니다. (최소 1회)
•차량 대여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만 21세 이상, 운전 경력 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즌 별, 일자 별 예약 상황에 따라 예약 불가능한 차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CDW(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제도), 주행 요금, 하이패스 이용료 등은 부가 서비스는 할인 제외됩니다.
•그린카 회원 혜택, 타 멤버십 및 쿠폰 할인의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상세 내용은 제휴사인 그린카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상기 서비스는 다른 각종 혜택 및 할인 쿠폰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그린카 앱 내에서 마스터카드로 결제 하셔야만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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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렌터카 할인 - 롯데렌터카
전국 220개 지점 및 영업소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최신 차종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WORLD W

제휴처

혜택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예약/문의

P

https://www.lotterentacar.net/
tcompany/reserv/pmc.do
고객센터: 1588-1230

내륙
롯데렌터카

- 평일 45%, 주말 및 공휴일 40% 할인
제주

W

T

- 최대 90%까지 별도 할인율 제공 (차종 및 시즌 별 상이, 주중/주말 요금 상이)

이용 방법

(인터넷 예약 시) 마스터카드 전용 페이지에서 예약 후 현장에서 차량 대여 시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
(전화 예약 시)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회원임을 말씀하시고 현장에서 차량 대여 시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고객센터 예약 시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고객임을 말씀하시고, 대여 시 결제카드를 제시하시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24시간 이상 대여 시 할인 적용 됩니다.
•차량 대여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즌별, 일자별 예약 상황에 따라 예약 불가능한 차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CDW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제도), 유류비 등 부가 서비스는 할인 제외됩니다.
•롯데렌터카 회원 혜택, 타 멤버십 및 쿠폰 할인의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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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렌터카 할인 - Hertz
해외에서도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고객을 위한 특별한 가격으로 렌터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ORLD W

제휴처

Hertz

혜택

MasterCard 등급

마스터카드 전용 예약 웹페이지에서 Self-drive 렌트 예약 시 10% 할인 제공
마스터카드 전용 예약 웹페이지에서 Hertz Gold Plus Rewards 멤버십 무료 가입

W

P

T

PLATINUM P TITANIUM T

예약/문의
전용 예약 웹페이지:
www.hertzasia.com/
mastercard
예약센터:1600-2288

이용 방법

1. 마스터카드 전용 예약 웹페이지(www.hertzasia.com/mastercard) 에서 고객이 보유한 프리미엄 마스터카드의 등급을 선택
2. ‘Book Now’를 클릭하여 한글 예약페이지로 이동하여 예약진행 및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
*Gold Plus Rewards 멤버십 무료가입을 위해서는 ‘Enroll Now for Free’ 클릭 후 가입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상기 혜택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벨기에, 브루나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태국, 파키스탄, 프랑스, 필리핀, 호주, 홍콩 내 참여 영업소에서 제공되며,
참여 마켓과 영업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일 최소 24시간 전에(아시아 지역 48시간 전)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상기 혜택은 Hertz Collection을 제외한 Hertz의 모든 차종에 적용되며, 차량 이용 가능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기 혜택은 렌트 시간과 마일리지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외 기타 세금, 수수료, 서비스 옵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약 내용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요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상기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Hertz 예약센터(1600-2288)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문의 시 반드시 마스터카드 고객임을 안내 직원에게 말씀하셔야 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 혜택은 다른 각종 혜택 및 할인 쿠폰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마스터카드로 결제 하셔야만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 혜택은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최소 연령 및 운전면허 보유기간 등의 필수 요건은 Hertz의 이용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비스는 Hertz의 프로모션 제한기간(Blackout Dates)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본 서비스는 기타 할인 혜택 및 프로모션과 중복적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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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렌터카 할인 - AVIS
해외에서도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고객을 위한 특별한 가격으로 렌터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ORLD W

제휴처

혜택

MasterCard 등급

최대 35% 할인 / Avis Preferred 회원 자격 / 차량 무료 업그레이드

W

AVIS
최대 20% 할인 / Avis Preferred 회원 자격 / 차량 무료 업그레이드

이용 방법

P

T

PLATINUM P TITANIUM T

예약/문의

www.avisworld.com/
mastercard-apac

1.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전용 예약 웹페이지(www.avisworld.com/mastercard-apac)에서 여행 일정 입력
2. 마스터카드 카드 등급 선택 후 예약 및 결제 진행
*차량 무료 업그레이드 바우처: www.avisworld.com/avisonline/sg-gb/avis_asiapartners.nsf/c/mastercard-apac+Benefits 에서 바우처 다운로드 클릭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할인율은 표준요금에 적용되며, 국가/지역마다 차량 이용 가능 여부, 시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혜택은 렌트 시간, 마일리지, 보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상기 혜택은 모든 차종에 적용되며, 차량 이용 가능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기 혜택은 상기 전용 예약 웹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 또는 Avis President’s Club/Avis Preferred에 가입 후 회원 할인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회원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 차량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 차량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되며, 무료 차량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차량 픽업 시에 바우처를 카운터 직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상기 혜택은 다른 각종 혜택 및 할인쿠폰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마스터카드로 결제 하셔야만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 혜택은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본 서비스는 기타 할인 혜택 및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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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대표 여행 액티비티 플랫폼 – KKday
전 세계 550개 도시, 3만여개 여행상품을 예약 하실 수 있는 KKday에서 엄선한 전 세계 투어상품을 특별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ORLD W

제휴처

KKday

혜택

국내 투어 상품 5% 할인
해외 투어 상품 10% 할인

MasterCard 등급

W

P

T

PLATINUM P TITANIUM T

예약/문의
예약 전용 웹페이지:
www.kkday.com/ko/affiliate/
whlb/mcpromotion
(쿠폰코드: 5TOURKKDAY)
문의전화: 070-4732-5053
(월 ~ 금 / 10:00 ~ 19:00)

이용 방법

예약 전용 웹페이지 (www.kkday.com/ko/affiliate/whlb/mcpromotion)에서 로그인 후 구매하실 투어상품 선택
쿠폰코드 5TOURKKDAY 입력 후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하시면 자동으로 할인 혜택 적용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예약 기간)
2022년 1월 1월 ~ 2023년 1월 31일 (출발 날짜)

•할인 혜택은 쿠폰코드 입력 후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 시에만 적용됩니다.
•본 혜택은 기타 프로모션, 바우처 등 기타 할인혜택과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입장권, 교통패스 등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매하신 상품의 취소 및 환불 요청 시 상품 페이지 내 명시된 규정대로 처리됩니다.
•KKday 상품 관련 문의는 070-4732-5053 (월~금/운영시간:10:00~19:00) 또는 KKday 사이트 내 채팅 상담 (월~일/운영시간:10:00~19:00)을 통해 가능합니다.
•투어상품 구매 고객의 경우, KKday 앱에서 예약 > 고객센터 > 전화 아이콘을 클릭하여 유선상담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매일 08:00 –22:00)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휴사인 KKday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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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교통권 & 입장권 & 현지투어 할인 – 내일스토어
전 세계 3천여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내일스토어에서 매달 특별한 혜택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WORLD W

제휴처
Naeil Store
내일스토어

혜택

MasterCard 등급

마스터카드 회원 대상 3,000원 특별 할인 쿠폰 (월 1회)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이용 방법

1. 내일스토어(www.naeilstore.com)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전용 이벤트 페이지(www.naeilstore.com/event/2018/022601/index.asp) 내에서 쿠폰 다운로드
3. 투어상품 선택 후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시 쿠폰 적용

W

P

T

PLATINUM P TITANIUM T

예약/문의
02-6262-5090
www.naeilstore.com

•할인 쿠폰은 한 아이디당 월 1회 다운로드 가능하며, 다른 쿠폰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할인 쿠폰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3개월 입니다.
•할인 쿠폰은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할인 쿠폰은 최소 10,000원 이상 구매 시 적용됩니다.
•할인 쿠폰은 일부 프로모션 상품, 특가상품 등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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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여행 특전 - Ohshow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 라스베가스 쇼, 런던 웨스트엔드 뮤지컬 티켓 및 뉴욕 관광 티켓을 예매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인 OhShow 에서
마스터카드 고객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WORLD W

제휴처

혜택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예약/문의

P

www.ohshow.net

자유의 여신상 60분 크루즈 티켓 1+1 제공
Ohshow

- 1인당 1카드 이용 가능 / 1인당 복수의 카드로 구매 불가
- 구매 티켓은 1매 제한 (1매 구매 시 1매 무료 티켓 제공)
- 어른 티켓 구매 기준으로 무료 티켓 제공
(ex. 아동 티켓 구매로 어른 무료 티켓 제공 불가)

W

T

이용 방법

ohshow.net에서 마스터카드로 ‘자유의 여신상 60분 크루즈 티켓’을 결제 하시면 티켓 수령 시 구매 티켓 1매당 추가로 동일한 티켓 1매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최대 1매까지 제공)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무료 티켓은 한 티켓 구매 건당 최대 1매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티켓 수령은 뉴욕 맨하탄 소재 오쇼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수령 시 반드시 결제에 사용한 마스터카드 프리미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복사본 및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오쇼 사무실 영업시간: 월-금 10: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무료 티켓은 현금 또는 다른 혜택으로 대체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하실 수 없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업체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상기 서비스는 다른 각종 혜택 및 할인 쿠폰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마스터카드 카드로 결제 하셔야만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26

제주도 여행 특전 - 제주도닷컴
제주도 여행 전문 여행사인 제주도닷컴에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WORLD W

제휴처

혜택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예약/문의

P

1566-7522
(ARS 안내 시 ‘여행문의’ 선택)

여행상품 할인 및 특전 제공
제주도닷컴

- 패키지 (자유여행, 버스, 골프패키지) 및 단품 (숙박, 관광지 입장권) 결제 시 3% 할인
- 렌터카 결제 시 20% 할인
- 다양한 예약 특전 제공 (면세점 할인, 관광지 우대 할인, 맛집 할인 등)

이용 방법

1. 예약 전화번호 (1566-7522) 연결 후 ARS 안내시 ‘여행문의‘ 선택
2. 상담원 연결 시,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고객임을 말씀하시고 문의 및 예약
3.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W

T

•렌터카 예약 시 지역상황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혜택이 제한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특가 서비스 상품 예약 시 일부기간(연휴, 주말, 성수기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본 서비스는 기타 할인혜택 및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7

캐리어 공항 운송 서비스 할인 - ZIMZOM (짐좀)
국내 및 해외지정 국제공항에서 ZIMZOM을 통해 캐리어 및 골프백을 특별한 가격에 공항↔숙소로 안전하게 운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WORLD W

제휴처

혜택

MasterCard 등급

국내 캐리어 운송 서비스 이용 시 정상요금의 25% 할인
짐좀

해외 캐리어 운송 서비스 이용 시 지역 별 정상요금의 10% 할인
*전용 예약 웹페이지의 요금은 ZIMZOM 표준요금에서 할인된 요금이며, ZIMZOM 일반 사이트

W

에서는 할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용 방법

1. 전용 예약 웹페이지(www.zimzom.co.kr/Mastercard)에서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인증
2. 원하는 서비스 선택 후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할인 가격에 결제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P

T

PLATINUM P TITANIUM T

예약/문의
전용 예약 웹페이지:
www.zimzom.co.kr/
Mastercard
문의전화:1670-7496
(이용시간 10:00–19:00)
*현재 COVID-19로 인해 영업
잠정 중단

•비행기 탑승 또는 도착일로부터 최소 이틀 전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예: 2022년 1월 29일 출국할 경우, 27일 18시까지 신청 가능)
•이용일 기준 이틀 전 18시까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예약·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 취소하실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예약 취소 시, 영업일 기준 최대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정상 미리 수거를 원하시거나 보관 후 배송을 원하시는 경우 물품 당 하루 5,000원의 보관료가 별도 발생합니다.
•다른 판촉행사,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으며 일부 품목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본 서비스는 기타 할인 혜택 및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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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프리미엄 실내주차 – 국제파킹
인천공항에 인접한 실내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하시고, 고급 셔틀차량으로 공항까지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WORLD W

제휴처

국제파킹

혜택
5일 이상 주차 시 1일 주차 무료
주차료 할인가 제공: 11,000원/일 (정상가 15,000원)
심야(0시–5시) 할증 요금(입/출국 각 11,000원) →면제

MasterCard 등급

PLATINUM P TITANIUM T

예약/문의

예약 전화번호:1644-9570
W

P

T

www.kukjeparking.com

장기주차 시 할인 우대가 적용

이용 방법

주차 시
1) 서비스 이용 24시간 전 주차예약 (1644-9570)
2) 인도장* 도착 후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제시 및 서비스 이용가능 여부 인증
3) 예상 이용금액 및 서비스 이용안내 후 차량 인도
4) 전용 차량으로 공항 출국장 이동 (약 15분 소요)
*인도장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173 리치아노 골드
출차 시
1) 공항 착륙 후 픽업 예약 (1644-9570)
2) 지정 게이트**에서 셔틀차량 탑승 후 주차장 이동 (약 15분 소요)
3) 인수장 도착 후 차량 확인
4)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주차비용 결제 후 차량 인수
**인천공항 1터미널 이용고객: 입국장 1번 또는 12번 게이트 건너편 1C, 12C 단체버스 승강장
인천공항 2터미널 이용고객: 입국장 2번 또는 5번게이트 앞 단체버스 승강장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출차장소 이동을 위한 지정 게이트는 변경될 수 있으니 픽업 예약 시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본 서비스는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현장에서 정상 결제하신 회원에 한해 제공됩니다.
•제휴사 내부사정에 의하여 제휴사 영업장 이용이 불가할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본 서비스는 기타 할인 혜택 및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

공항 밴 서비스 할인 – K-VAN
전 차량 방역체계를 갖춘 국내 최고의 공항픽업 전문 서비스로 안전하게 공항까지 이동하세요.
WORLD W

제휴처

혜택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예약/문의

P

www.kvantago.com/mastercard

전용 예약 웹페이지:
K-VAN

이용 방법

인천국제공항 ↔ 목적지 이동 시 10% 할인 (50km 기준/초과 시 추가요금 발생)
김포국제공항 ↔ 목적지 이동 시 10% 할인 (25km 기준/초과 시 추가요금 발생)

W

T

관련문의:1600-8708

전용 예약 웹페이지 (www.kvantago.com/mastercard)를 통한 예약 후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현장 결제
아래 이용 조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차량 세스코 바이러스 케어 설치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보험가입 포함
•유류비, 톨게이트 요금, 기사비용 포함
•심야할증 1 : 20:30-21:59, 06:00–6:59 / (공항 미팅 시간 기준 / 공항으로 출발 시간 기준) 편도 10,000원 추가
•심야할증 2 : 22:00-00:59, 04:30–05:59 / (공항 미팅 시간 기준 / 공항으로 출발 시간 기준) 편도 20,000원 추가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본 서비스는 전용 예약 웹페이지를 통해 예약했을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 합니다.
•이용 48시간 전 취소 시 100%, 이용 24시간 전 취소 시 50% 환불되며, 이용 24시간 이내 취소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현장에서 정상 결제하신 회원에 한해 제공됩니다.
•본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본 서비스는 기타 할인 혜택 및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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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항 VIP 서비스 할인 - Mastercard Airport Concierge™
전 세계 700여개 공항에서 VIP 에스코트 서비스를 특별한 가격에 제공 드립니다.
WORLD W

제휴처

Global Airport Concierge™

혜택
전 세계 700여개 공항에서 제공되는 VIP Meet & Assist 서비스*를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 시 정상가 대비 15% 할인
* VIP Meet & Assist 서비스: 입출국, 환승 시 에스코트 및 일부 지정 공항에서 빠른 입·
출국 심사 제공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이용예약/문의

P

예약 전용 웹페이지:
www.mastercard.
globalairportconcierge.com

W

T

이용 방법

예약 전용 웹페이지 (www.mastercard.globalairportconcierge.com) 방문 후 계정가입 및 로그인 후 예약페이지에서 항공편 정보 및 여정 정보 입력 후 ‘Meet & Assist’ 서비스
추가 및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하시면 할인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며,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하셔야만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본 서비스는 기타 할인 혜택 및 프로모션과 중복적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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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MasterCard 기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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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 호텔 식음료 및 객실 할인
전국 특급호텔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고객을 위한 특별한 F&B 및 객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호텔
JW 메리어트 제주 리조트 & 스파

혜택
식음할인

5% 할인: 외부업장을 제외한 전 업장
- 리테일, 룸 서비스, 프로모션 상품 제외
- 할인 제외 일자: 추석연휴 (9/9~9/12), 연말연시 (12/24, 12/25, 12/31)

식음할인

10% 할인: 카페 원 / 파티세리 / 플레이버즈 / 타마유라 / 더 마고 그릴 / 더 라운지
- Food 메뉴에 한하며 수입 품목 제외
- 할인 제외 일자: 1/1, 2/14, 5/5, 5/8, 12/24-25, 12/31

객실할인

10% 할인
- 당일 소매가 기준
- 객실 상황에 따라 예약이 제한될 수 있음(upon availability)
- 할인 제외 일자: 12/24, 12/31

식음할인

10% 할인: A La Maison Wine & Dine
- Food 메뉴에 한함

객실할인

5% 할인
- Best Unrestricted Rate (당일 기본 판매가) 또는 Seasonal Package

식음할인

10% 할인: 외부업장을 제외한 전 업장
- 프로모션 메뉴 및 연회 제외
- 할인 제외 일자: 12/24, 12/31

객실할인

5% 할인
- 객실패키지 (단, 시즌별 스페셜 패키지 할인 불가)
- 할인 제외 일자: 12/24, 12/31

식음할인

10% 할인: 테라스, 스테이크 하우스, 카우리, 텐카이, 제이제이 마호니스
- 델리, 수입 제품 및 리테일 아이템 제외
- 할인 제외 일자: 법정 공휴일, 12/20~12/31

객실할인

한강 뷰 무료 업그레이드
- 객실패키지 이용 시
- 서비스 제외 일자: 법정 공휴일, 1/2, 7/16~8/28, 12/24~31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 앤 레지던스 서울 용산

그랜드 워커힐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

WORLD W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예약/문의

W

P

T

‘22년 여름 오픈예정

W

P

T

02-6282-6262

W

P

T

02-2223-7500

W

P

T

1670-0005

W

02-79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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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 호텔 식음료 및 객실 할인
WORLD W

대상 호텔

혜택
식음할인

10% 할인: 갤
 러리 라운지, 99밸리, 차이나 하우스, 제주핫팟, 녹나무, 그랜드 치킨,
유메야마, 까페8
- 할인 제외 일자: 법정 공휴일, 1/1, 2/14, 12/24, 12/25, 12/31

객실할인

10% 할인
- 공식 홈페이지 Best Available Rate 기준
- 할인 제외 일자: 법정 공휴일, 1/1, 2/14, 12/24, 12/25, 12/31

식음할인

10% 할인: Food Exchange, THE 26

객실할인

5% 할인
- Best Unrestricted Rate (당일 기본 판매가) 또는 Seasonal Package

식음할인

10% 할인: 외부업장을 제외한 전 업장
- 할인 제외 일자: 12/24, 12/25, 12/31

객실할인

10% 할인
- 당일 판매가 기준
- 프로모션, 패키지 상품 제외
- 할인 제외 일자: 12/24, 12/25, 12/31

식음할인

10% 할인: 푸드 익스체인지, 고메바
- 할인 제외 일자: 1/1, 12/24, 12/25, 12/31

객실할인

10,000원 할인
- 객실 패키지에 한함
- 할인 제외 일자: 1/1, 12/24, 12/25, 12/31

식음할인

10% 할인: Food Exchange, THE 26

객실할인

5% 할인
- Best Unrestricted Rate (당일 기본 판매가) 또는 Seasonal Package

식음할인

10% 할인: 어반 키친, 이스트 게이트, 로비 라운지
- 20인 이상의 연회 행사 제외
- 할인 제외 일자: 5/5, 12/24, 12/25, 12/31

객실할인

10% 할인
- 객실 패키지에 한함 (단, 루프탑 패키지 제외)
- 메리어트 홈페이지에 판매 중인 패키지에 한함
- 할인 제외 일자: 5/4~5/7, 5/20~5/28, 12/24~12/31

그랜드 하얏트 제주

노보텔 스위트 앰배서더 서울 용산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

대구 메리어트 호텔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예약/문의

W

P

T

064-907-1234

W

P

T

02-2223-7501

W

P

T

02-531-6000

W

P

T

02-3425-8000

W

P

T

02-2223-7501

W

P

T

053-32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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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 호텔 식음료 및 객실 할인
WORLD W

대상 호텔
대구 그랜드 호텔

혜택
객실할인

50% 할인
- 대구지역 내 국제 행사 시 할인율 변경

식음할인

10% 할인: 라망시크레, 팔레드신, 마크다모르
- 리테일 상품 제외, 음료·주류할인은 호텔 제조 음료·주류에 한하여 할인
- 대관 연회행사, 갈라디너, 프로모션 상품 할인 제외
- 할인 제외 일자: 12/23~12/25, 12/30~12/31

레스케이프 호텔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예약/문의

W

P

T

053-742-0001

W

P

T

02-317-4000

객실할인

10% 할인
- 시즌 패키지에 한함
- 할인 제외 일자: 12/23~12/25, 12/30~12/31

롯데호텔 서울

식음할인

10% 할인: 외부업장을 제외한 전 업장

W

02-771-1000

롯데호텔 월드

식음할인

10% 할인: 외부업장을 제외한 전 업장

W

02-419-7000

식음할인

10% 할인: 외부업장을 제외한 전 업장
- 분할계산, 테이크 아웃, 연회행사 (10인 이하 고객 할인 적용 가능),
리테일상품 (쿠키, 음료, 주류) 제외
- 할인 제외 일자: 법정 공휴일, 주말(토, 일)

메이필드 호텔
객실할인

5% 할인
- Best Available Rate 기준

식음할인

10% 할인: 클레오, 블라인드 스팟, 럼퍼스 룸
- 할인 제외 일자: 1/1, 2/14, 12/24, 12/25, 12/31

객실할인

10% 할인
- 패키지 or 객실 (Best Available Rate)
- 할인 제외 일자: 1/1, 2/14, 12/24, 12/25, 12/31

식음할인

10% 할인: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문바
- Food 메뉴에 한함
- 할인 제외 일자: 1/1, 12/24, 12/25, 12/31

객실할인

10% 할인
- 당일 최저보장 요금 기준
- 패키지 상품 제외
- 할인 제외 일자: 1/1, 12/24, 12/25, 12/31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W

P

T

02-2660-9000

W

P

T

02-2076-2000

W

P

T

02-225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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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 호텔 식음료 및 객실 할인
WORLD W

대상 호텔

혜택
식음할인

10% 할인: 전 업장 (외부업장 제외)
- 프로모션 메뉴 및 연회 제외
- 할인 제외 일자: 12/24, 12/31

객실할인

5% 할인
- 객실패키지 (단, 시즌별 스페셜 패키지 할인 불가)
- 할인 제외 일자: 12/24, 12/31

객실할인

30% 할인
- 패키지 상품 제외

식음할인

10% 할인: ConneXions, FEAST, YUE, Bb

객실할인

30% 할인 (객실 정상가) or 5% 할인 (객실 패키지)
- 스페셜 패키지 상품 제외

식음할인

10% 할인: (리테일 상품 제외) 더킹스, 풀하우스 테라스, 로비 라운지 앤 바,
1955 그로세리아 레스토랑
- 할인 제외 일자: 1/1, 2/14, 5/5, 12/24, 12/25, 12/31

객실할인

15,000원 할인
- 객실: Room Only (기본가) 예약 시
- Ambatel 홈페이지 및 Direct call 예약에 한함
- 할인 제외일자: 1/1, 2/14, 5/5, 12/24, 12/25, 12/31

식음할인

10% 할인: 오크 레스토랑 & 바

객실할인

5% 할인
- 호텔 패키지 or 객실 판매가
- 호텔 다이렉트 부킹 및 제휴카드 사전 결제 시

식음할인

10% 할인: In Style, A La Maison Deli
- Food 메뉴 및 Bakery에 한함

객실할인

5% 할인
- Best Unrestricted Rate (당일 기본 판매가) or Seasonal Package

식음할인

10% 할인: 모모 카페, 모모 & 모먼츠 라운지, 사푼사푼 까페
- 할인 제외 일자: 1/1, 2/14, 3/14, 5/5, 5/8, 12/24, 12/25, 12/31

객실할인

10% 할인
- 객실 패키지에 한함
- 할인 제외 일자: 12/22 ~ 25, 12/30, 12/31

비스타 워커힐 서울

서울가든호텔

쉐라톤 그랜드 인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서울 용산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MasterCard 등급

PLATINUM P TITANIUM T

예약/문의

1670-0005

W

P

T

W

P

T

02-710-7111

W

P

T

032-835-1000

W

P

T

02-2275-1101

W

P

T

02-3466-7000

W

P

T

02-2223-7503

W

P

T

02-221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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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 호텔 식음료 및 객실 할인
WORLD W

대상 호텔

혜택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예약/문의

W

P

T

02-2638-3000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식음할인

10% 할인: 모모 카페, 모모바
- Food 메뉴에 한하여 테이블당 최대 10인까지 할인적용
- 할인 제외 일자: 1/1, 2/14 ,5/5, 5/8, 12/24, 12/25, 12/31

파크 하얏트 부산

식음할인

10% 할인: 다이닝룸, 리빙룸
- 스페셜 이벤트 및 프로모션 기간, 불꽃 축제일 제외
- 할인 제외 일자: 12/24, 12/25, 12/31

W

P

T

051-990-1234

호텔농심

객실할인

50% 할인
- 패키지 상품 제외
- 호텔 다이렉트 부킹 시

W

P

T

051-550-2100

식음할인

10% 할인: The Peer 1972
- 코스메뉴 이용 시
W

P

T

02-2171-7000

객실할인

무료 업그레이드
- 호텔 다이렉트 부킹 시

호텔코리아나

이용 방법

호텔 식음매장 이용 및 객실 예약 시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고객임을 말씀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본 서비스 혜택은 고객이 해당 호텔로 직접 예약·방문 시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류, 음료, 미니바, 룸서비스, 연회행사, 프로모션 메뉴, 갈라디너, 소매상품 및 호텔 내 외부업장 이용 시 위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다른 각종 혜택 및 할인 쿠폰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호텔 객실 할인은 본인 사전 예약 및 현장에서 마스터카드로 결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별도 표기가 없는 이상 객실 할인은 객실 정상가 기준이며 호텔 별 객실 예약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JW 메리어트 제주 리조트 & 스파는 2022년 여름 시즌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본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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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 호텔 스파 할인
전국 특급호텔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고객을 위한 특별한 스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호텔

혜택

WORLD W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예약/문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정상가 10% 할인
- 스파 및 테라피 상품에 한함

W

P

T

02-2276-3282

JW 메리어트 제주 리조트 & 스파

5% 할인
- 전신 바디 프로그램에 한함
- 페이셜 프로그램 리테일 상품 제외

W

P

T

‘22년 여름 오픈 예정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 앤
레지던스 서울 용산

5% 할인
- 리테일 상품 제외

W

P

T

02-2223-7150

그랜드 하얏트 서울

10% 할인
- 스파 트리트먼트 상품 90분 이상 이용 시
- 할인 제외 일자: 법정 공휴일, 주말(토, 일), 7월~8월(금, 토, 일), 12/20~31

그랜드 하얏트 제주

10% 할인
- 트리트먼트 상품에 한함
- 할인 제외 일자: 법정 공휴일, 토요일, 1/1, 2/14, 12/24, 12/25, 12/31

W

P

T

064-795-6300

10% 할인
- 할인 제외 일자: 12/24, 12/25, 12/26, 12/30, 12/31

W

P

T

02-310-7800

10% 할인
- 트리트먼트 상품에 한함
- 할인 제외 일자: 12/23~12/25, 12/30~12/31

W

P

T

02-317-4006

10% 할인
- 스파 트리트먼트 상품에 한함
- 프로모션 상품 제외

W

P

T

02-2090-8060

20% (주중) / 10% (주말) / 10% (스파 갤러리 상품)
- 바디 트리트먼트, 스파패키지, 헤드스파에 한함
- 테일러드 포 유어 센스, 반얀데이 제외

W

P

T

02-2250-8115

10% 할인
- 스파 트리트먼트 상품에 한함
- 할인 제외 일자: 12/24, 12/31

W

P

T

02-2022-0405

더 플라자

레스케이프 호텔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비스타 워커힐 서울

02-799-8808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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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 호텔 스파 할인
국내 특급 호텔 스파에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호텔

WORLD W

혜택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예약/문의

쉐라톤 그랜드 인천

5% 할인

W

P

T

032-833-8311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15% 할인
- 트리트먼트 상품에 한함

W

P

T

051-743-6105

10% 할인
- 할인 제외 일자: 모든 주말(금, 토, 일), 불꽃 축제일, 특별 프로모션 기간, 1/1, 12/24~25, 12/31

W

P

T

051-990-1440

파크 하얏트 부산

이용 방법

호텔 스파 예약 시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고객임을 말씀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본 서비스는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현장에서 정상 결제하신 회원에 한해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다른 각종 혜택 및 할인 쿠폰, 호텔 내 스파 패키지, 시즌 별 패키지 상품, 프로모션 상품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스파 업장에서 판매되는 소매상품은 할인이 제외됩니다.
•JW 메리어트 제주 리조트 & 스파는 2022년 여름 시즌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폐업, 영업장 리모델링 등의 호텔 내부 사정에 의하여 호텔 내 영업장 이용이 불가할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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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 리조트 특전
소노 호텔 앤 리조트 소노캄 전 지역 이용 시 객실 할인 특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노캄 고양, 소노캄 여수의 라운지 이용 시 본인 및 동반 1인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WORLD W

제휴처

혜택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예약/문의

P

예약 페이지: https://www.
sonohotelsresorts.com/
mv.dp/dmparse.
dm?menuCd=5569000

소노캄 고양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소노캄 제주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객실 예약 시 할인 특가 제공

소노캄 델피노

소노캄 고양
소노캄 여수

W

T

라운지 이용 시 20% 할인
(본인 및 동반자 1인)

이용 방법

1. 객실 이용 시
- 소노호텔앤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확정하신 후 현장에서 소지하신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를 제시 및 결제하시면 됩니다.
*메뉴 > 통합예약 > 바우처/계약사 객실예약 > 프로모션 번호(55021558) 입력
2. 라운지 이용 시
- 현장에서 소지하신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를 제시하신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통합예약센터: 1588-4888
(09:00 – 18:00, 연중 무휴)

•상기 서비스는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현장에서 정상 결제하신 회원에 한해 제공됩니다.
•소노캄 라운지 입장의 경우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소지자 본인 및 동반 1인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약, 취소 등 모든 규정은 제휴업체의 정책에 따라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다른 각종 혜택 및 할인 쿠폰 및 패키지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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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대 건강간편식 쇼핑몰 특전 – 랭킹닭컴
국내 최대 건강간편식 전문 플랫폼 랭킹닭컴에서 마스터카드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닭가슴살은 물론 다이어트 도시락, 간식 등 건강간편식 제품을 지금 랭킹닭컴에서 만나보세요.
WORLD W

제휴처

혜택

MasterCard 등급

P

랭킹닭컴

T

PLATINUM P TITANIUM T

적립율

3배 적립 (3%)

랭킹닭컴 어플리케이션 또는 공식사이트에서 주문 후
배송완료 시 랭킹닭컴 포인트 적립 혜택
W

이용 방법

랭킹닭컴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에서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 시 적립 혜택
공식 웹사이트: https://www.rankingdak.com/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6배 적립 (6%)

•일부 품목 및 브랜드는 적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랭킹닭컴에서 진행중인 타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랭킹닭컴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에서 마스터카드로 결제 하셔야만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02-6405-8088 / admin@foodnam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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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직구 보험 – Mastercard E-Commerce Protection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고객을 위해 제공되는 해외직구 보험을 통해 배송오류 및 파손 걱정없이 해외직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ORLD W

제휴처

혜택

AIG Korea

해외 직구 거래에 대한 미배송/불완전 배송 및 제품 작동 불량 보상
- 미배송/불완전 배송된 경우
- 배송된 제품이 물리적인 충격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 방법

전용 웹페이지 (kr.mycardbenefits.com)에서 보험금 청구 양식을 제출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31일

MasterCard 등급

W P

T

PLATINUM P TITANIUM T

카드 회원당 최대 보상액

문의

1 사고당: 23만원
연간총액: 23만원

1566-1864
(평일09:00–18:00,
주말및공휴일제외)

•본 서비스는 마스터카드 제휴 업체인 AIG Korea를 통해 제공되며,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구입제품의 미배송 / 및 또는 불완전 배송 및 배송료: 판매자가 별도로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정 배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품이 배송되지 않는 경우로서 판매자가 미배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다른 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배송된 제품의 손상으로 인한 작동 불량: 배송된 제품이 물리적인 충격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판매자 또는 배송업체가 배송일로부터 60일이내에 환불해주지 않은 경우 다른
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상 한도, 조건 등에 대해서는 제공업체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본 서비스는 기타 할인 혜택 및 프로모션과 중복적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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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아울렛 특전 – Bicester Village Shopping CollectionⓇ
1,000여개 유명 브랜드 부띠끄를 경험하실 수 있는 유럽 명품 아울렛 Bicester Village Shopping CollectionⓇ에서 마스터카드 고객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WORLD W

제휴처

Bicester Village
Shopping CollectionⓇ

이용 방법

혜택

쇼핑 패키지 15% 할인
10% 할인 혜택의 VIP Pass 무료발급

MasterCard 등급

W P

T

PLATINUM P TITANIUM T

예약

마스터카드 전용 페이지:
www.tbvsc.com/en/partner-offers/mastercard-global-prem

•쇼핑 패키지 할인 시
- 마스터카드 전용 페이지(www.tbvsc.com/en/partner-offers/mastercard-global-prem)를 통한 예약 시 프로모션 코드(COSMCARD813) 입력
•VIP Pass 무료발급시
- 마스터카드 전용사이트(www.tbvsc.com/en/partner-offers/mastercard-global-prem)에서 원하시는 아울렛 빌리지 클릭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상기 혜택은 유럽 7개 국가 9개 위치의 명품 아울렛 빌리지에서 제공 됩니다:
- 영국 런던 인근 Bicester Village
- 아일랜드 더블린 인근 Kildare Village
- 프랑스 파리 인근 La ValléeVillage
-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 Las RozasVillage
-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 La Roca Village
- 이탈리아 밀란, 볼로냐 사이 FidenzaVillage

- 벨기에 브뤼셀, 앤트워프, 퀠른 사이 Maasmechelen Village
-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Wertheim Village near Frankfurt
- 독일 뮌헨 인근 Ingolstadt Village
•VIP Pass는 추가할인 기간(Further Reduction) 또는 프로모션 제한기간 (Blackout Period)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본 서비스는 기타 할인 혜택 및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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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수행기사 서비스 특전 - 모시러
모시러 앱에서 실버&키즈 케어, 쇼핑, 골프장, 쇼핑, 공항 이용 시 수행기사 서비스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휴처

모시러

이용 방법

혜택

마스터카드 10% 상시 할인

WORLD W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문의

P

고객센터
(1522-4556, 월~금
10:00~18:00, 공휴일 제외)

W

T

1.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Apple iOS 앱스토어에서 “모시러”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합니다.
2. 로그인 > HOME > 사이드메뉴 > 결제카드 관리 > 마스터카드를 결제카드로 등록 합니다.
3. 카드 등록 시 10% 상시 할인 쿠폰이 발급되어 쿠폰관리함에 저장 됩니다.
4. 실버, 키즈, 골프, 쇼핑, 공항 등 모시러 앱 서비스를 결제 시 할인 적용됩니다.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상기 서비스는 최소 1일전 예약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예약취소는 예약한 이용 일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며 취소 수수료는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사 배정 후 이용일시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행사, 할인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서비스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업체의 정책에 따라 제공됩니다.
•예약 집중으로 드라이버 배정 지연 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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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자동차 케어 서비스 – CarupⓇ
각종 오염 및 스크래치로 변질되고 손상되는 차량을 복원하고 내/외부 모두 케어해주는 프리미엄 차량관리 전문 서비스
WORLD W

제휴처

카업 (CarUp)

혜택

할인율

프리미엄 카 케어 서비스
디테일링 세차, 유리막 코팅, 프리미엄 광택, 실내 클리닝

20%

(픽업/딜리버리 비용 별도 청구 : KRW 20,000)

30%

패키지 카 케어 서비스

30%

(무료픽업/딜리버리)

50%

MasterCard 등급
P

PLATINUM P TITANIUM T

예약/문의

T

http://www.carup.net/mastercard
W
P

T

고객센터 : 1644-3564
(주중 09:30~17:30 /토, 일 및
법정휴일 휴무)

W

이용 방법

Mastercard 고객 전용 Car up 웹사이트 (http://www.carup.net/mastercard) 접속  원하는 서비스 선택  시공 정보 및 예약일 지정  Mastercard 카드결제
 주문정보 확인 및 매장안내  서비스 시공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상기 서비스는 최소 1일전 예약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예약취소는 예약한 이용 일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며 취소 수수료는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사 배정 후 이용일시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약의 취소 또는 변경은 24시간 전까지 하셔야 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취소의 경우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최대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전 변경 또는 취소없이 예약 당일 방문하시지 않는 경우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는 패키지상품에 한해 제공되며, 시공점 기준 반경 서울 5Km, 기타 7Km 범위 내에서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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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다이닝 혜택 - 포잉(Poing)
서울, 수도권 최고의 레스토랑 3,000여곳을 전문 에디터가 엄선하여 소개하는 프리미엄 레스토랑 플랫폼 포잉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WORLD W

제휴처

포잉(Poing)

혜택

포잉 앱에서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시, 티켓 사용 완료일 기준
익월 15일 이내 레드 포인트 2% 추가 적립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예약/문의

P

포잉 고객센터:
contact@poing.io

W

이용 방법

1.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포잉’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2. '마이포잉 > 설정 > 간편결제 > 카드등록'에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등록 후 해당 카드를 이용하여 포잉 다이닝 티켓 상품 결제
3. 방문일 기준 익월 15일 이내 2% 추가 포인트 적립 (기본 적립 0.5–3% + 추가 2% 적립)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T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레드 포인트 추가적립 혜택이 제공됩니다.
•레드 포인트란 포잉 다이닝 티켓 결제 시 현금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추가 적립 혜택은 방문일 기준 익월 15일 이내 결제하신 포잉 계정으로 자동 적립됩니다.
•레드 포인트는 적립 후 1년 이내 미사용 또는 회원탈퇴 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잉 서비스 이용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상품에 한하여 포잉 레드 포인트 적립 또는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상품 구매 시 별도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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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여행 전문 매거진 특전 -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여행을 넘어 탐험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매거진이 마스터카드 고객을 위한 20% 특별 할인 혜택을 진행합니다.
제휴처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이용 방법

혜택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정기구독 결제 시 20% 할인

WORLD W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문의

P

정기구독 담당 고객센터
02-763-8600
magazine@agcomm.co.kr

W

T

1.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웹사이트 (www.natgeotraveler.co.kr) 방문 및 회원가입
2. 마스터카드 고객 전용 페이지(https://www.natgeotraveler.co.kr/mastercard)로 진입해 페이지 상단의 정기구독 할인신청 버튼 클릭
3.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 시 20% 특별 할인가 적용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매거진은 매월 25일 발행되며, 구독 신청 월은 선택 가능합니다.
•1년 정기구독권은 총 12호 매거진을 구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업체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50

포켓 와이파이 할인 – 와이드모바일
와이파이도시락은 세계 각 국가별 이동통신사의 3G/4G (LTE)신호를 Wi-Fi신호로 바꿔주는 새로운 개념의 데이터로밍 서비스입니다.
데이터를 도시락처럼 간편하게 휴대하며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른 Wi-Fi를 사용할 수 있는 와이드모바일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WORLD W

제휴처
와이드모바일
와이파이도시락

혜택

마스터카드 전용 페이지에서 와이파이도시락 15% 할인가로 제공

이용 방법

마스터카드 전용 페이지에서 방문하는 국가 선택 후 마스터카드로 결제하시면 할인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MasterCard 등급

W

P

T

PLATINUM P TITANIUM T

예약/문의
https://ap.widemobile.
com/?mastercard
1566-9070 (24시간)

•Mastercard 15% 예약 할인 (이하 “할인”) 은 https://ap.widemobile.com/?mastercard에서 마스터카드로 결제시 적용됩니다.
•마스터카드 전용 페이지에서 예약할 경우 와이드모바일 회원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고가 없는 경우 대여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예약정보가 잘못 등록된 경우 직접 고객센터 (번호 1566-9070)로 연락 하셔야 수정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업체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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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배달 할인 서비스 - 유어버스데이
WORLD W

제휴처
꽃, 선물 배달 할인 서비스
(유어버스데이)

혜택
10% 할인
20% 할인

이용 방법

상단의 연락처를 통해 마스터카드 고객임을 말씀하시고 문의 및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MasterCard 등급
P

T
W

PLATINUM P TITANIUM T

예약/문의
02-3460-6900
yourbirthday.co.kr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업체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상기 서비스는 다른 각종 혜택 및 할인 쿠폰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마스터카드로 결제 하셔야만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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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MasterCard 기본 서비스
G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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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골프 특전 - TPC (Tournament Player Course)
PGA 대회로 유명한 회원전용의 TPC골프장에서 라운딩 및 프라이빗 클럽 입장하실 수 있는 혜택을 마스터카드 World Elite 및 World 고객을 위해 제공합니다.
WORLD W

제휴처
TPC
TPC
TPC
TPC
TPC
TPC
TPC
TPC
TPC
TPC
TPC

이용 방법

Sawgrass
Boston
Craig Ranch
Deere Run
Harding Park
Kuala Lumpur
Louisiana
Michigan
Piper Glen
Potomac
Prestancia

혜택
TPC
TPC
TPC
TPC
TPC
TPC
TPC
TPC
TPC
TPC

River Highlands
River’s Bend
San Antonio
Scottsdale
Southwind
Stonebrae
Sugarloaf
Summerlin
Treviso Bay
Twin Cities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예약/문의

PGA Tour Experience
- PGA 골프 토너먼트 코스에서 라운딩
TPC 전용 고객센터

Private Club Access
- 일년에 한 번 각 Private Club 입장기회 제공/Amenities 이용
Course to Yourself
- 첫 번째 티타임 우선 예약

W

080-908-1075
(평일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용가능 혜택은 각 TPC 코스마다 다릅니다.

TPC를 위한 Mastercard Travel & Lifestyle Services 고객센터 (080-908-1075)를 통해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지원은 ARS 연결후 ‘2’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혜택은 상세 웹페이지 (https://specials.priceless.com/en-ap/searchResults?Keyword=TPC&issuerId=&productId=)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최소 14일 전에 예약하셔야 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혜택은 이용이 가능할 경우에 제공되며(subject to availability), 골프장의 상황에 따라 혜택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의 World 마스터카드 소지자 본인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혜택과 관련된 서비스/상품 비용을 정상가(full-price)로 World 마스터카드로 결제하셔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양도하거나 현금 혹은 다른 상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현장에서 정상 결제하신 회원에 한해 제공됩니다.
•혜택 적용 골프장(이용처)은 사전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본 서비스는 기타 할인혜택 및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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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골프 특전 - 코타키나발루 수트라하버 리조트
해외 특급 리조트 및 골프장에서 마스터카드 고객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WORLD W

제휴처

혜택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예약/문의

P

02-752-6262

그린피 면제
코타키나발루
수트라하버 리조트

- 4인 경기 시 마스터카드 본인 1인 그린피 무료
객실 할인

W

T

- 수트라하버 클럽 및 스위트 객실 25% 할인

이용 방법

상단의 연락처를 통해 마스터카드 고객임을 말씀하시고, 해당 리조트 객실 예약 및 결제 시 골프 특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그린피 면제 및 할인은 객실 투숙 시에만 적용됩니다.
•현지에서는 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반드시 해당 연락처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출발 전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성수기 특별요금 및 취소 규정 등은 제공업체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상기 서비스는 다른 각종 혜택 및 할인 쿠폰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마스터 카드로 결제 하셔야만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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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골프 특전 - 제주도닷컴
제주도의 유명 골프장에서 그린피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WORLD W

제휴처

오라, 리온, 세인트포, 엘리시안,
파미우스, 아덴힐, 사이프러스

혜택

그린피 주중 15%, 주말 10% 할인

이용 방법

1. 예약 전화번호 (1566-7522) 연결 후 ARS 안내 시 ‘여행문의‘ 선택
2. 상담원 연결 시,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고객임을 말씀하시고 문의 및 예약
3. 프리미엄 마스터카드로 결제

이용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PLATINUM P TITANIUM T

MasterCard 등급

예약/문의

P

예약 전화번호: 1566-7522
(ARS안내 시 ‘여행문의’ 선택)

W

T

•성수기 기간에는 상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제공되는 할인율은 골프장 사정으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3인이상 라운딩 시에만 적용 (2인 라운딩은 별도 문의. 추가 그린피 발생)
•골프 예약시 최소 7일전까지 사전예약 하셔야 합니다.
•본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본 서비스는 기타 할인 혜택 및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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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카드 글로벌 서비스 이용 안내
•전 세계 어디서나 마스터카드 글로벌 서비스 센터를 통해 카드와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상담원과 연결되어 다음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지원 가능)
-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신고
- 긴급 현금 서비스
- Mastercard, Maestro 및 Cirrus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ATM 위치 안내
•그 외의 긴급 상황의 경우, 카드를 발급받으신 은행/카드사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국가 마스터카드 글로벌 서비스 전화번호
주요 국가
한국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미국

1-636-722-7111

1-800-307-7309

캐나다

1-800-307-7309

뉴질랜드

0800-44-9140

그리스

00-800-11-887-0303

대만

00801-10-3400

네덜란드

0800-022-5821
0800-819-1040

괌

0079-811-887-0823

주요 국가

말레시이아

1-800-804594

독일

싱가포르

800-1100-113

스웨덴

020-791-324

001803-1-887-0623

스위스

0800-89-7092

일본

00531-11-3886

스페인

900-97-1231

중국

10-800-110-7309

영국

0800-96-4767

태국

001-800-11-887-0663

오스트리아

0800-21-8235

이탈리아

800-870-866

인도네시아

필리핀

1-800-1-111-0061

호주

1800-120-113

홍콩

800-966677

터키
프랑스

00-800-13-887-0903
0-800-90-1387

•상기 주요 국가 이외의 전 세계 전화번호는 마스터카드 홈페이지 (http://www.mastercard.com/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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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마스터카드 서비스 이용 안내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서비스라 함은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플래티늄, 티타늄, 다이아몬드, 월드, 월드 엘리트) 고객을 위해 마스터카드에서 제휴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약 혹은 카드 결제 시 마스터카드 회원임을 해당 서비스 제공사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이용 또는 요금 결제 시 서비스 제공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카드를 제시 또는 마스터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서비스 이용은 서비스 제공 업체의 성수기, 공휴일 (크리스마스, 설날, 공휴일 전일, 기타 주요 행사기간 등)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용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할인서비스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정상가 (소비자가) 기준으로 할인율이 적용되며, 모든 혜택 및 할인율은 현금 혹은 다른 상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사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서비스는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다른 판촉행사, 해당 서비스 제공사의 다른 특전, 할인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프리미엄 마스터카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사의 개별 이용 약관이 있는 경우 그 약관과 서비스 제공사의 이용 조건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사유 발생 등)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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