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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서비스 등급 상품명 제공 서비스

인피니트(Infinite)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기본 서비스+발급사 선택 서비스(일부)

시그니처(Signature) 
씨티 프리미어마일 카드

기본 서비스+발급사 선택 서비스(일부)
씨티 NEW 프리미어마일 카드

플래티늄(Platinum)

갤러리아 씨티카드 프레스티지

기본 서비스+발급사 선택 서비스(일부)

갤러리아 씨티카드 플래티늄

갤러리아 한화 CMA 카드

대백 씨티카드

대백 씨티카드 아인스

신세계 씨티 아시아나 플래티늄 카드

신세계 씨티카드 콰트로

신세계 플래티늄 카드

씨티 스카이패스 비자카드

씨티 스카이패스 플래티늄 카드

씨티 아시아나 플래티늄 카드

카카오뱅크 씨티카드 기본 서비스+영 프리미엄 서비스

신세계 씨티 리워드 카드

기본 서비스

씨티 NEW 캐시백 카드

씨티 리워드 카드

씨티 멀티플러스 카드

씨티 메가마일 스카이패스 카드

씨티 클리어 카드

Visa 등급 별 씨티카드 상품 및 제공되는 서비스

* Visa 브랜드 서비스는 플래티늄 이상 등급의 카드에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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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카테고리 프리미엄 서비스 Visa 등급

Hotel 국내 특급호텔 발렛파킹 서비스

Airport
인천공항 발렛파킹 서비스 

김포공항 발렛파킹 서비스

I S P

I S P

I

발급사 선택 서비스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기본 서비스

서비스 카테고리 프리미엄 서비스 Visa 등급

Travel

Visa Luxury Hotel Collection

Hotels.com 할인 서비스

Hertz 해외 렌터카 서비스

AVIS 해외 렌터카 서비스

Rentalcars.com 할인 서비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항 픽업 서비스 

굿럭(goodlugg) 해외여행 캐리어 배송/보관 할인 서비스

굿럭(goodlugg) 인천공항 입국시 짐 찾기 대행 및 배송 서비스

Booking.com 캐시백 서비스 

movv 이동 서비스 할인 혜택 

Airport 공항 의전 서비스(yQ Meet & Assist)

Hotel

국내 특급호텔 F&B 할인 서비스

국내 특급호텔 객실 및 패키지 할인 서비스

국내 특급호텔 프리미엄 스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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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비스

특정 상품 전용 서비스

Visa Young Premium 서비스

서비스 카테고리 프리미엄 서비스 Visa 등급

Shopping

신세계 면세점 VIP 멤버쉽 혜택 제공

현대백화점 면세점 VIP 멤버쉽 혜택 제공

캐치패션 추가 캐쉬백 혜택

E-Commerce 구매 보호 보험 혜택

Lifestyle

레인지엑스 골프이용 혜택

온라인 교육 플랫폼 할인 혜택 

Visa 컨시어지 서비스

하와이 올로마나 골프장 혜택

서비스 카테고리 프리미엄 서비스 해당 상품

프레스티지 카드

전용 서비스
프레스티지 카드 보유 고객만을 위한 서비스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서비스 카테고리 프리미엄 서비스 해당 상품

Travel

진에어 빠른 체크인 및 수하물 우선 하기 서비스

카카오뱅크 씨티카드

벅시 Door-To-Door 공항 리무진 할인 서비스

굿럭(goodlugg) 해외여행 캐리어 배송/보관 할인 서비스

Hotel 국내 부티크 호텔 숙박 및 F&B 할인 서비스

Lifestyle
제주 특급 호텔 로비 라운지 서비스

곤트란 쉐리에 우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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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Visa 발급사 선택 서비스

Hotel
- 국내 특급호텔 발렛파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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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서비스 등급 상품명 서비스 제공 호텔 서비스 제공 횟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전월 카드 사용실적*

가족카드 회원
서비스 제공 여부

인피니트(Infinite)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다음 페이지
참고

월 5회
30만원 이상 O

시그니처(Signature) 
씨티 프리미어마일 카드

씨티 NEW 프리미어마일 카드 70만원 이상 X

플래티늄(Platinum)

갤러리아 씨티카드 플래티늄

월 3회 30만원 이상 O

갤러리아 프레스티지 카드

갤러리아 한화 CMA 카드

대백 씨티카드

대백 씨티카드 아인스

신세계 씨티 아시아나 플래티늄 카드

신세계 씨티카드 콰트로

신세계 플래티늄 카드

씨티 스카이패스 비자카드

씨티 스카이패스 플래티늄 카드

씨티 아시아나 플래티늄 카드

카카오뱅크 씨티카드

발급사 선택 서비스 제외 카드로 서비스 제공되지 않음

신세계 씨티 리워드 카드

씨티 NEW 캐시백 카드

씨티 리워드 카드

씨티 멀티플러스 카드

씨티 메가마일 스카이패스 카드

씨티 클리어 카드

상품 별 Visa 서비스 등급 및 이용 조건

* 가족카드 회원에게도 발렛파킹 서비스가 제공되는 카드의 경우, 주 카드와 가족카드의 전월 카드 사용실적을 분리해서 산정하며 서비스 제공 횟수도 각각 부여됩니다.

** 서비스 이용 전, Visa 서비스 등급 별 서비스 제공 호텔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로는 무료 발렛파킹 이용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실물카드를 제시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월 실적 산정 기준               

  - 씨티 NEW 프리미어마일 제외한 나머지 카드: 전월 1일~말일까지 일시불 및 할부 사용액 30만원 이상 (승인 기준. 단, 교통카드 등 무승인 거래는 제외)   

- 씨티 NEW 프리미어마일 카드: 전월 1일~말일까지 일시불 및 할부 사용액 70만원 이상 (승인 기준. 단, 교통카드 등 무승인 거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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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호텔 발렛파킹 서비스

서비스 이용 전 다음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이용 조건, 유의 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휴처 Visa 등급

그랜드 워커힐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앰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

글래드 강남 코엑스센터

글래드 여의도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더 플라자

르 메르디앙 & 목시 서울 명동

레스케이프 호텔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서울가든호텔

서울 드래곤 시티

비스타 워커힐 서울

제휴처 Visa 등급

그랜드 조선 부산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틴 조선 부산

파크 하얏트 부산

호텔 농심 

JW 메리어트 제주 리조트&스파

힐튼 경주

제휴처 Visa 등급

대구 메리어트 호텔

소노캄 고양

소노캄 여수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호텔 인터불고 대구

세인트존스 호텔

호텔 오노마 대전 오토그래프 컬렉션

제휴처 Visa 등급

서울신라호텔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

안다즈 서울 강남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콘래드 서울

파크 하얏트 서울 

포시즌스 호텔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호텔 리베라 청담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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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호텔 발렛파킹 서비스

•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으로 해당 호텔의 객실 및 식음료 업장(연회장 제외) 이용을 위해 내방한 회원 본인에 한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기 서비스 이용 시 호텔 정책에 따라 해당 호텔을 이용한 영수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영수증 미지참시에는 별도의 발렛파킹 비용과 주차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연회 참석 및 국가 주요행사 시에는 상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이용 고객의 집중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비스는 발급사(카드사 또는 은행) 내부 규정 및 발급 상품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상 호텔이 발급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이용 전 반드시 

소지하신 비자 프리미엄 카드의 발급사로 서비스 적용 여부를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 횟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발렛파킹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상기 서비스 이용 시 발렛파킹 비용 및 1일 3시간 이내의 주차비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용 시간 초과 시 주차금액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서비스 제외기간

이용 기간

유의 사항

주차 시 호텔 현관에서 도어맨에게 발렛파킹을 요청하면, 도어맨이 차량을 인도받고 주차티켓을 교부

차량 인수 시 도어맨에게 주차티켓과 비자 프리미엄 카드를 제시

도어맨이 소지한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서비스 제공

서울드래곤시티는 복합호텔로서 아래의 4개 호텔 중 어느 호텔을 이용 하시더라도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서울 용산, (2) 노보텔 스위트 앰배서더 서울 용산, (3)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 (4)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서울 용산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의 경우 코엑스 내 전시 또는 행사 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 조선 부산, 세인트 존스 호텔: 호텔 정책에 따라 당일 호텔 이용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 발렛파킹 및 무료 주차 서비스가 제공되며, 영수증 미지참 시에는 발렛파킹 이용 요금과 주차요금 모두를 현장에서 지불하셔야합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업장 이용 후(3만원 이상) 주차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무료 발렛파킹 및 3시간 무료 주차 서비스가 

제공되며, 주차 미 등록 시에는 발렛파킹 이용 요금과 주차요금 모두를 현장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레스케이프 호텔: 호텔 정책에 따라 당일 호텔에서 3만원 이상 이용한 영수증(스타벅스 업장 제외)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 발렛파킹 및 3시간 무료 주차 서비스가 

제공되며, 영수증 미지참 시에는 발렛파킹 이용 요금과 주차요금 모두를 현장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 코리아나: 호텔 정책에 따라 당일 호텔에서 2만 5천원 이상 이용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 발렛파킹 및 3시간 무료 주차 

서비스가 제공되며, 영수증 미지참 시에는 발렛파킹 이용 요금과 주차요금 모두를 현장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발렛파킹 만차 시 3시간 무료 주차권이 배부되며, 해당 서비스 이용 한도(횟수) 1회가 차감됩니다.

파크 하얏트 서울: 호텔 정책에 따라 당일 호텔에서 2만원 이상 이용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 발렛파킹 및 3시간 무료주차 서비스가 제공되며, 영수증 
미지참 시에는 발렛파킹 이용 요금과 주차요금 모두를 현장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호텔 정책에 따라 당일 호텔에서 3만원 이상 이용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 발렛파킹 및 3시간 무료주차 서비스가 제공되며, 영수증 
미지참 시에는 발렛파킹 이용 요금과 주차요금 모두를 현장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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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Visa 발급사 선택 서비스

Airport
-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발렛파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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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서비스 등급 상품명 서비스 제공 공항 서비스 제공 횟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전월 카드 사용실적*

가족카드 회원
서비스 제공 여부

인피니트(Infinite)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인천공항 / 김포공항 공항별 월 5회
30만원 이상 O

시그니처(Signature) 
씨티 프리미어마일 카드

인천공항 월 3회

씨티 NEW 프리미어마일 카드 70만원 이상 X

플래티늄(Platinum)

갤러리아 씨티카드 플래티늄

30만원 이상 O

갤러리아 프레스티지 카드

갤러리아 한화 CMA 카드

대백 씨티카드

대백 씨티카드 아인스

신세계 씨티 아시아나 플래티늄 카드

신세계 씨티카드 콰트로

신세계 플래티늄 카드

씨티 스카이패스 비자카드

씨티 스카이패스 플래티늄 카드

씨티 아시아나 플래티늄 카드

카카오뱅크 씨티카드

발급사 선택 서비스 제외 카드로 서비스 제공되지 않음

신세계 씨티 리워드 카드

씨티 NEW 캐시백 카드

씨티 리워드 카드

씨티 멀티플러스 카드

씨티 메가마일 스카이패스 카드

씨티 클리어 카드

상품 별 Visa 서비스 등급 및 이용 조건

* 가족카드 회원에게도 발렛파킹 서비스가 제공되는 카드의 경우, 주 카드와 가족카드의 전월 카드 사용실적을 분리해서 산정하며 서비스 제공 횟수도 각각 부여됩니다.

**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로는 무료 발렛파킹 이용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실물카드를 제시하시고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월 실적 산정 기준               

  - 씨티 NEW 프리미어마일 제외한 나머지 카드: 전월 1일~말일까지 일시불 및 할부 사용액 30만원 이상 (승인 기준. 단, 교통카드 등 무승인 거래는 제외)   

- 씨티 NEW 프리미어마일 카드: 전월 1일~말일까지 일시불 및 할부 사용액 70만원 이상 (승인 기준. 단, 교통카드 등 무승인 거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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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발렛파킹 서비스

제휴처 혜택 Visa 등급

제 1 여객터미널

주차 시

1.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 발렛 전용차로 및 발렛 안내표지판을 따라 지하1층 단기주차장 방향 도로 진입

2. 안내표지판을 따라서 지하1층 단기주차장 A구역으로 이동

3. 공식 주차대행 직원(오렌지색 유니폼)에 차량 상태 점검 후 차량 열쇠 인도 및 차량 접수증(SMS 발송) 수령

출차 시

1.  차량보관증에 명기되어 있는 인수장(단기 주차장 지하3층 동, 서편)으로 이동하여 차량보관증 및 Visa 프리미엄 

카드 제시 후, 주차권과 차량 열쇠 인수

2. 주차장 출차 시 주차요금 정산

제 2 여객터미널

주차 시

1.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발렛 전용차로 및 발렛 안내 표지판을 따라 단기 주차장 도로로 진입

2. 단기 주차장 지하 1층 서편 주차구역 110~112번으로 이동

3. 공식 주차대행 직원(오렌지색 유니폼)에 차량 상태 점검 후 차량키 인도 및 차량 접수증(알림톡, SMS 발송)수령

출차 시

1. 차량 접수증(알림톡, SMS)에 명기되어 있는 인수장(단기 주차장 지하 1층 동편 주차구역 210번 앞)으로 

   이동하여 차량 접수증 및 Visa 프리미엄 카드로 승인 후, 차량 열쇠 인수

2. 주차장 출차 시 주차요금 정산 (단, 발렛요금 정산 후 주차요금 사전 결제 가능)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발급사(카드사 또는 은행) 내부 규정 및 발급 상품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발급사가 있사오니, 반드시 이용 전 소지하신 Visa 프리미엄 카드의 발급사로 서비스 적용 여부를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횟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발렛파킹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기 서비스는 발렛파킹 비용에만 적용되므로, 주차비용은 별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3층 여객터미널 승용차 전용 도로에서 5분 이상 정차 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 주요 행사 등 공항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항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 명절 기간 또는 공항 주차장 만차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7/15~8/31, 명절: 설날/추석)

•상기 서비스는 COVID-19 등 국가 방역 사태 및 공항 지침에 의거, 별도 고지 없이 서비스 이용이 불가 혹은 축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I PS

이용 전 상품 별 Visa 서비스 등급 및 이용 조건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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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발렛파킹 서비스

제휴처 혜택 Visa 등급

국내선

주차 시

1.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 층 2층 고가 위 진입 후 대기 중인 공식 주차대행 직원(오렌지색 유니폼)에게

    주차대행 서비스 요청

2. 차량 상태 점검 후 차량 열쇠 인도 및 차량 보관증 수령

출차 시

1. 출발지 항공기 탑승 전 차량 보관증에 있는 연락처로 차량 출차 요청

2. 국내선 도착 1층 주차대행 요금 정산소에서 차량 보관증과 Visa 프리미엄 카드 제시 후 차량 인수

3. 주차요금 정산은 무인정산기 또는 유인정산소에서 별도 진행

 * 안내 : 도착 후 출차 요청 시 30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출발지 항공기 탑승 전

            미리 전화로 차량 출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주차 시

1.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출발 층 2층 고가 위 진입 후 대기 중인 공식 주차대행 직원(하늘색 유니폼)에게

    Visa 프리미엄 카드 제시

2. 차량 상태 점검 후 차량 열쇠 인도 및 차량 보관증 수령

출차 시
1. 도착 후 차량 보관증에 있는 연락처로 차량 출차 요청

2. 국제선 도착 1층 국가 행사 전용주차장 요금 정산소에서 주차요금 정산 후 차량 인수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발급사(카드사 또는 은행) 내부 규정 및 발급 상품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발급사가 있사오니, 반드시 이용 전 소지하신 Visa 프리미엄 카드의 발급사로 서비스 적용 여부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렛파킹 서비스 제공 시간은 05:30~20:30이나, 차량 출차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 횟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발렛파킹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기 서비스는 발렛파킹 비용에만 적용되므로, 주차비용은 별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국가 주요 행사 등 공항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항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 명절 기간 또는 공항 주차장 만차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7/15~8/31, 명절: 설날/추석)

•상기 서비스는 COVID-19 등 국가 방역 사태 및 공항 지침에 의거, 별도 고지 없이 서비스 이용이 불가 혹은 축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단, 국제선 발렛파킹 서비스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운영, 4월 1일부터 운영종료)

I

이용 전 상품 별 Visa 서비스 등급 및 이용 조건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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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Visa 기본 서비스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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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Luxury Hotel Collection

전 세계 900여 개 최상급 프리미엄 호텔에서 다양한 혜택 제공

제휴처 혜택 Visa 등급

Visa Luxury Hotel

Collection

전 세계 900여 개 최상급 프리미엄 호텔에서 Visa 인피니트/시그니처 카드 회원만을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 Best Available Rate 제공

 -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

 - 오후 3시 Late Check-out 서비스*

 - 무료 조식 제공 (2인)

 - US$25 상당의 식음료 이용권 제공

 - 무료 in-room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 VIP 게스트 우대 서비스**

    * 객실 업그레이드, Late Check-out 및 무료 인터넷 이용 서비스는 가능 시에만 제공됩니다.

    ** VIP 게스트 우대 서비스는 호텔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S

이용 방법

이용 기간

Visa Luxury Hotel Collection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후 Visa 인피니트/시그니처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http://www.visaluxuryhotels.com/  

   (상기 웹사이트는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인피니트/시그니처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다른 판촉 행사, 해당 호텔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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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s.com 할인 서비스

전 세계 수십만 개 호텔과 2천 9백만 개 실제 숙박 리뷰를 보유하고 있는 Hotels.com에서 Visa카드로 결제 시 최대 8% 할인 제공

제휴처 혜택 Visa 등급

Hotels.com 할인 서비스
전 세계 수십만 개 호텔과 2천 9백만 개 실제 숙박 리뷰를 보유하고 있는 Hotels.com에서 Visa 카드로 결제 시 

최대 8% 할인 제공
I S P

이용 방법

이용 기간

Hotels.com 프로모션 웹사이트(http://kr.hotels.com/visa)를 통해 예약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프로모션 웹사이트: http://kr.hotels.com/visa 에서 카드정보 입력 > 할인코드 VISA8 입력 > 적용 버튼 누름 

   (Hotels.com 일반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예약 완료 (단, 2023년 3월 31일까지 반드시 숙박을 완료하여야 함)

•상기 서비스는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고 Visa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Hotels.com 프로모션 웹사이트 (http://kr.hotels.com/visa)를 통해 예약 시에만 제공되며, Hotels.com 일반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예약 시 결제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예약 후 호텔에서 후결제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혜택은 만 18세 이상 고객에게만 제공됩니다.

•할인은 객실 요금에만 적용되며, 인원 추가, 전화 통화, 취소 수수료, 주차 및 기타 부과금을 포함하여 세금이나 수수료 등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서비스는 패키지 상품 (예: 호텔+항공), 단체여행서비스를 통한 예약, 호텔에서의 후결제, 최저가 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호텔에 대한 예약, 외국 통화로 숙박 요금을 지불하는 예약의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 예약 건에 대한 소급 적용도 불가합니다.

•상기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호텔 목록은 Coupon Exclusion template (hotels.com) 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참여 호텔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당 1개 코드(또는 쿠폰)으로 제한되며, 다른 혜택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서비스를 이용한 예약의 경우 Welcome RewardsTM 숙박을 적립하거나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Hotels.com의 이용약관이 적용되며 (http://kr/hotels.com/customer_care/terms_conditions.html 참조), 모든 예약은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주최는 Hotels.com이며, 본 이용약관은 영국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해석됩니다.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판촉 행사,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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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tz 렌터카 서비스

세계 최대 렌터카 업체인 Hertz에서 Visa 프리미엄 카드 회원만을 위해 렌털 시 다양한 혜택 제공

제휴처 국가/혜택 프로모션 코드 Visa 등급

10% 할인 서비스

(Self–drive car rental)

혜택 1: 10% 할인

 - 지역: 호주, 뉴질랜드, 유럽*, 아시아^, 미국, 캐나다 (만 1일 이상 임차)

혜택 2: 10% 할인 + 1일 요금 무료 

 - 지역: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만 6일 혹은 8일 이상 차량 이용 시)

혜택 3: 10% 할인 + 추가 10% 할인 

 - 지역: 호주, 뉴질랜드 (만 6일 이상 차량 이용 시)

혜택 4: 10% 할인 + 차량 한 단계 무료 업그레이드

 - 지역: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만 5일 이상 임차 시)

CDP# 83181
I S P

이용 방법 예약은 차량 픽업 24시간 전 (아시아의 경우 48시간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 웹사이트 : http://hertzasia.com/visa/kr

- 예약 시, 할인 번호 CDP#83181 및 해당 프로모션 쿠폰(PC) 번호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혜택의 제공은 보장되지 않으며, 대여 시점에 혜택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각 혜택 별 아래 이용 약관을 확인하세요. 10% 할인은 기본 혜택이며, CDP 번호가 부여된 혜택은 PC번호가 부여된 혜택과 동시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 1: 10% 할인 (만1일 이상 임차 시)

  - 반드시 예약 시 해당 CDP번호 83181 을 입력하셔야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행사 참여 영업소에서 개인여가용 사전예약 할인요금(Affordable Rate)으로 셀프드라이브 예약 시 적용됩니다.

  - 예약 및 차량 픽업 기간은 2023년 9월 30일 까지이며, 행사 참여 국가 및 지역은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유럽*,아시아^입니다.

  - 본 행사는 모든 차량 등급에 적용됩니다. (Hertz Collection 제외)

  - 유럽*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본섬, 영국), 아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홍콩,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혜택 2: 10% 할인 + 1일 요금 무료  (만6일 혹은 8일 이상 차량 이용 시)

  - 반드시 예약 시 할인 적용이 가능한 CDP번호(83181)와 1일 요금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차 지역별 PC번호를 함께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국/캐나다: PC#210402 (만 8일 이상)      ② 유럽*: PC#113035 (만 6일 이상)      ③ 아시아^: PC#982763

  - 본 행사는 행사 참여 영업소에서 개인여가용 사전예약 할인요금(Affordable Rate)으로 셀프드라이브 예약 시 호주, 뉴질랜드, 유럽*, 아시아^, 미국, 캐나다에 한해 적용됩니다.

  - 예약 및 차량 픽업 기간은 2023년 9월 30일 까지입니다.

  - 최소임차기간은 만 6일 혹은 8일 이며, 임차 당 최대 1일 요금 무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① 미국/캐나다: 스탠다드      ② 유럽*: 중형 이상 (*유럽: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본섬, 영국)

     ③ 호주/뉴질랜드: 콤팩트 이상       ④ 아시아^: 스탠다드 (^아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홍콩,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Hertz 렌터카

- 기본 10% 할인과 추가 혜택 제공 (예약 시 CDP#와 PC#를 함께 입력)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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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tz 렌터카 서비스

세계 최대 렌터카 업체인 Hertz에서 Visa 프리미엄 카드 회원만을 위해 렌털 시 다양한 혜택 제공

이용 방법

•혜택 3: 10% 할인 + 추가 10% 할인

  - 반드시 예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차 지역별 PC번호를 함께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호주/뉴질랜드: PC#210678 (최소 6일이상 임차 시)

  - 본 행사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행사 참여 지역에서 개인여가용 사전예약 할인요금(Affordable Rate)으로 예약시에 한해 적용됩니다.

  - 최소임차기간은 만 6일입니다.

  - 본 행사가 적용되는 임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호주 : Intermediate이상 임차 시      ② 뉴질랜드 : 이코노미 이상 임차 시
   

•혜택 4: 10% 할인 + 차량 한 단계 무료 업그레이드

  - 반드시 예약 시 할인 적용이 가능한 CDP번호(83181)와 1일 요금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차 지역별 PC번호를 함께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국/캐나다: PC#960470      ② 유럽*: PC#213161 (*유럽: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본섬, 영국)

     ③ 아시아^: PC#960945 (^아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홍콩,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 예약 및 차량 픽업 기간은 2023년 9월 30일 까지입니다.

  - 본 행사는 행사 참여 영업소에서 개인여가용 사전예약 할인요금(Affordable Rate)으로 셀프드라이브 예약 시 호주, 뉴질랜드, 유럽*, 아시아^, 미국, 캐나다에 한해 적용됩니다.

  - 최소 렌탈기간은 만 5일 이며, 업그레이드 혜택은 현지 차량 수급사정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 차량 한 단계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은 지역 별로 상이하며, 최대 업그레이드 가능 차량등급은 풀사이즈(Full-size) 입니다. (미국, 캐나다: Compact → Standard, 호주, 뉴질랜드: Compact

     → Standard, 유럽: Economy → Mid-size, 아시아: Economy → Mid-size)

이용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9월 30일

•본 혜택은 아태지역에서 발급된 Visa카드 고객에 한해 제공됩니다. 차량 픽업 및 결제 시 유효한 Visa카드를 제시해야합니다.

•반드시 예약 시 할인 적용이 가능한 CDP번호(83181)와 1일 요금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차 지역별 PC번호를 함께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여시점에 혜택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약은 차량 픽업 24시간 전 (아시아의 경우 48시간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단, 혜택 제공이 불가한 기간이 있습니다.

•본 행사는 행사 참여 영업소에서 개인여가용 사전예약 할인요금(Affordable Rate)으로 셀프드라이브 예약 시 적용됩니다. 할인은 시간 및 주행거리 요금에만 적용되며, 세금 및 부가세,    

  기타선택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회 임차 당 1회 혜택이 적용됩니다.

•본 행사는 다른 할인 및 프로모션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Hertz Collection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5세 이상 운전자는 취득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난 유효한 국내/국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예외 적용)

•예약 변경 시, 이용 요금이 변경되거나 혜택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으며 선불요금 혹은 보험용 대체 차량 임차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타 할인 증서, 바우처 및 다른 할인 및 프로모션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Hertz의 일반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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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S 해외 렌터카 서비스

세계 최대의 렌터카 업체인 AVIS가 165개국 5,500 여 곳에서 Visa 프리미엄 카드 회원만을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제휴처 국가/혜택 AWD 코드 Visa 등급

최대 35% 할인

인피니트 및 시그니처 고객에게 할인 제공

 - 스탠다드 요금 최대 35%

 - 인터내셔널 레저 요금 최대 30% 

인피니트 : E438500

시그니처 : K738800

최대 20% 할인

플래티늄 고객에게 할인 제공

 - 스탠다드 요금 최대 20%

 - 인터내셔널 레저 요금 최대 10% 

플래티늄 : O368100 P

I S

이용 방법

이용 기간

AVIS 웹사이트를 통해 AWD 코드 입력 후 예약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AVIS 웹사이트 : www.avisworld.com/visa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상기 서비스는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 제공되며, 반드시 AWD 코드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스페셜 요금, 미니밴, Special Perk 및 기사 포함 대여 서비스는 상기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부가 상품 (ancillary product) 및 카운터 구매 상품은 할인에서 제외 됩니다. 

•상기 혜택은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해야 제공됩니다. 

•예약 가능 지역은 서비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연령에 따라 차량 렌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타 제휴 서비스, 다른 판촉 행사,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각 렌터카 업체의 이용약관에 준하여 제공됩니다.

•할인 혜택은 예약 시점에 적용되며 시간, 마일리지 및 보험 부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카운터에서 구매 가능한 보조 제품들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특별 요금, 브로커 요금, 미니밴, Prestige 나 Select 등의 특전, 기사를 동반하는 렌트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vis의 렌트 표준 약관이 적용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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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프로모션은 다른 혜택, 할인 혹은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인은 차량 렌트 비용에 대해 적용되며, 세금, 수수료, 부가세, 편도 반납 비용 및 카시트, 운전자 추가 비용, 연료비 등의 옵션 비용은 정상 가격으로 청구됩니다.

•모든 렌트 서비스는 표준 이용 약관 및 렌터카 회사 이용 약관('렌트 약관 전문')을 준수하며, 해당 약관은 '옵션(Options)' 화면의 주요정보(important Information)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로모션 기간에는 서비스 재고가 제한적이며, 재고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예약은 선착순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Rentalcars.com의 약관 전문은 https://www.rentalcars.com/en/terms/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ntalcars.com 할인 서비스

Rentalcars.com에서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추가 10% 할인 혜택 제공

제휴처 혜택 Visa 등급

Visa Rentalcars.com 서비스
전세계 160 개국, 5만 3천여 개 지역에서 예약 가능한 세계적인 온라인 렌터카 예약 사이트인 Rentalcars.com에서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추가 10% 할인 제공
I S P

이용 방법

이용 기간

Visa 카드 전용 Rentalcars.com 프로모션 링크를 통해 예약 후 Visa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링크: Rental Cars and Car Rentals from Rentalcars.com (https://www.rentalcars.com/?affiliateCode=visaworld058&enabler=VisaAp1)

(Rentalcars.com 일반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계 1: 전용 링크로 접속합니다.

- 단계 2: 렌트 할 차량을 선택합니다.

- 단계 3: 개인 정보 그리고/또는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예약을 완료합니다. 결제 세부 정보에 유효한 VISA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추가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 페이 나우(Pay Now)를 통한 일부 렌트 서비스는 예약 시 전액 결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밖에는 예약 시 부분 결제 후 차량 픽업 시 잔액을 결제합니다.

- 참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페이 나우(Pay Now)로 결제한 대부분의 렌트 서비스는 픽업 48시간 이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결제 단계에서 프로모션 할인 금액이 자동 적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당시 할인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 추후 할인 적용이 불가합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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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Visa 등급

TBR Luxury Airport 

Transfer Service

TBR Global 픽업 서비스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항 및 도시에서 공항 또는 숙소까지 픽업 서비스 예약 및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추가 최대 20% 할인 제공

 - Visa Infinite: 20% 할인 제공

 - Visa Signature: 15% 할인 제공

 - Visa Platinum: 10% 할인 제공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프로모션 웹사이트(https://www.tbrglobal.com/visa)를 통해 예약 시에만 제공되며,TBR global.com 일반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약은 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 시작 최소 72시간 이전에 서비스 예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48시간 미만을 남겨두고 취소하거나 노쇼일 경우,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추가 정차, 취소/변경 수수료 및 대기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공항 픽업 시에는 대기 시간 60분, 기타 지점에서 픽업 시 대기 시간 15분이 기본으로 허용됩니다.

•고급 공항 이동 서비스로, 차량 탑승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단 타입은 최대 탑승 인원을 3인으로 제한하며, 승합차 형태는 최대 탑승 인원을 6인으로 제한합니다. 

•유모차, 휠체어, 골프백 등을 싣는 경우 차종 변경 및 추가 비용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예정된 서비스 스케줄에서 48시간 미만을 남겨두고 취소하는 경우, 전체 이용 금액의 100%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48시간 미만을 남기고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10의 변경 비용 및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각 공항별로 상이합니다.

•할인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카드일 경우, 차액이 부과됩니다.

•혜택은 다른 프로모션과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항 픽업 서비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시에서 공항에서 숙소, 또는 숙소에서 공항까지 픽업 서비스 특별 할인 제공

I S P

이용 방법

이용 기간

Visa 카드 전용 프로모션 링크를 통해 예약 후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프로모션 링크: https://www.tbrglobal.com/visa

   프로모션 코드는 Visa Korea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visakorea.com/ko_kr/visa-offers-and-perks/tbr-global-chuffeuring/115002)

   *TBR global.com 일반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상기 웹사이트는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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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럭(goodlugg) 글로벌 250개 짐배송/보관 할인 서비스

짐 없는 가벼운 여행을 위한 글로벌 Luggage Service Platform인 굿럭앱(goodlugg)에서 제공하는 모든 짐배송 및 보관 서비스 최대 20% 할인 제공

• 상기 서비스는 비자카드 전용 할인란에 국내에서 발급된 본인의 Visa 프리미엄 카드 앞 6자리 입력 후 해당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상기 서비스는 굿럭앱(goodlugg)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며, 굿럭 웹사이트 외에 현지에서 후 결제하는 경우 (현지에서 추가 짐을 결제하는 경우 등)에는 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결제 단계에서 할인금액이 자동 적용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시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추후 할인 적용이 불가합니다.

• 상기 서비스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굿럭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본인 예약에 한하여 이용횟수 제한 없이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월 1회 혹은 OO 결제 한도내 등) 타 할인쿠폰과의 중복 할인은 불가합니다.

• 모든 서비스 예약은 글로벌 도시의 현지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예약, 결제 및 취소와 관련한 사항은 굿럭의 이용약관 및 취소/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이용 기간

굿럭앱(goodlugg)을 통해 예약 시, “20%할인”결제란에 ‘Visa 카드번호 6자리’ 입력 후 해당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Visa 인피니트, 시그니처 20%할인. Visa 플래티늄 10% 할인)

짐배송은 이용 전일 18:00까지 (두바이는 48시간 전, 현지시간 기준), 짐보관은 이용 당일 3시간 전까지(현지시간 기준) 예약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굿럭고객상담 : 카카오톡 채널 ID: goodlugg 검색 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예약 및 결제 완료

제휴처 주요 국가 혜택 Visa 등급 할인율

글

로

벌

글로벌 실시간 짐 보관

(Real-time Storage)

유럽, 미국, 호주 등 전 세계 250여개 도시

 *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아시아 주요도시  

전 세계 250개 도시에서 9천원대 (짐 1개, 24시간 보관기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변의 호텔 및 짐 보관소를 실시간 검색 후 짐을 보관하는 서비스

호텔-공항 간 당일 짐 배송

(Same Day Delivery)

서울 및 동남아 주요 도시

(서울, 싱가폴, 방콕,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호치민, 

하노이, 다낭, 호이안, 대만 등)

해외호텔에서 공항으로, 공항에서 호텔로 짐을 먼저 보내고 원하는 시간에 

공항데스크에서 짐을 픽업하는 서비스

미국 도시간 당일 짐 배송

(US VIP Delivery)

미국 200여개 국내선 주요공항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등)

국내선으로 미국 도시를 이동시, 출발공항에서 짐을 체크인만 하면, 도착공항 

baggage claim에서 굿럭스탭이 대신 짐을 픽업해서 호텔/에어비앤비 등 

숙소로 6시간내 배송하는 서비스

두바이 홈체크인 & 짐찾기 SKiP

(Home Check-in & SKiP)

두바이↔서울

 * 홈체크인:두바이 호텔에서 인천공항까지 

 * 짐찾기 SKiP:인천공항에서 두바이 호텔까지 

공항수속(보딩패스 수령, 짐 체크인)을 두바이 호텔에서 하고,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는 서비스

국

내

집-호텔간 짐 배송

(Door-to-Door Delivery)

서울↔제주/부산 호텔로 짐배송

 * 서울전지역 및 판교 오피스

 * 제주도 및 부산 전 호텔

여행 전날 집에서 보내면, 다음날 제주/부산 호텔로 배송되는 다이렉트 짐배송 

서비스 (서울 ↔ 제주/부산)

집-골프장 간 골프백 굿샷배송

(Golf Club Delivery)

서울↔제주/부산 골프장으로 골프백 배송

 * 서울전지역 및 판교 오피스

 * 제주도, 부산, 경주, 여수 골프장

집에서 골프장으로, 골프장에서 집으로 오늘 보내면 내일 정확하게 도착하는 

골프백 프리미엄 배송서비스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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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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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럭(goodlugg) 인천공항 입국 시 짐찾기 대행 및 배송 서비스

인천공항으로 입국 내외국인 교통약자의 짐을 대신 찾아 도착지 숙소로 배송 서비스 50% 할인 제공 장애인은 50%, 교통약자는 20% 할인 제공

• 상기 서비스는 비자카드 전용 할인란에 국내에서 발급된 본인의 Visa 프리미엄 카드 앞 6자리 입력 후 해당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상기 서비스는 굿럭앱(goodlugg)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며, 굿럭 웹사이트 외에 현지에서 후 결제하는 경우 (현지에서 추가 짐을 결제하는 경우 등)에는 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결제 단계에서 할인금액이 자동 적용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시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추후 할인 적용이 불가합니다.

• 상기 서비스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굿럭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본인 예약에 한하여 이용횟수 제한 없이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월 1회 혹은 OO 결제 한도내 등) 타 할인쿠폰과의 중복 할인은 불가합니다.

• 모든 서비스 예약은 글로벌 도시의 현지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예약, 결제 및 취소와 관련한 사항은 굿럭의 이용약관 및 취소/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이용 기간

굿럭앱(goodlugg)을 통해 예약 시, “Visa 50%할인 (교통약자의 경우 20% 할인)”결제란에 ‘Visa 카드번호 6자리’ 입력 후 해당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공편 출발 예정시간 3시간 전까지(현지시간 기준) 예약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굿럭고객상담 : 카카오톡 채널 ID: goodlugg 검색 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예약 및 결제 완료

제휴처 사용자 지역 혜택 VISA 등급 할인율

장애인용 배기지프리 서비스

(Baggage-Free Service

for Disability)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및 동반 1인 해외 출발공항 >

서울/경기/제주/부산

집/호텔로 짐 배송

* 서울/제주/부산 전지역

* 경기권 - 분당, 판교, 일산, 과천

해외공항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친 내외국인 교통약자의 짐을 인천공항 

도착 시 짐픽업을 에스코트하여 서울 및 지방(경기,제주,부산) 집/호텔로 

배송하는 서비스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

•인천공항 도착예정 시간이 07:00-16:00인 비행편에 한정

•서울은 도착 당일 22:00까지, 경기/제주/부산은 다음날 19:00까지 배송 

완료

50%

교통약자용 배기지프리 서비스

(Baggage-Free Service

for Mobility-Impaired)

1. 6세미만 영유아 동반자 1인

(*부부는 2인 가능)

2. 65세 이상 고령자

3. 임산부

20%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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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ing.com 캐시백 서비스

예약 금액의 최대 10%를 캐시백해드립니다.

제휴처 혜택 Visa 등급

Booking.com 캐시백 서비스 전 세계 2,800만 개 이상의 숙박 옵션을 제공하는 Booking.com 에서 Visa카드로 예약 시 10% 캐시백 제공 I S P

이용 방법

이용 기간

Booking.com/Visakr 을 통해 Visa 카드로 결제 시 캐시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Step1: Booking.com의 계정을 만듭니다.

- Step2: 캐시백 뱃지가 있는 숙소를 예약합니다.

- Step3: 유효한 Visa 카드로 예약하고 결제합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Booking.com의 계정을 생성하거나 가입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선호 숙박 시설, 여행일자, 룸타입을 선택하고 결제 금액과 예상 캐시백금액을 확인합니다.

•유효한 Visa 카드로 예약을 완료합니다.

•Booking.com의 App을 통한 예약은 본 프로모션에서 제외됩니다.

•취소나 "No Show" 예약 건은 제외됩니다.

•캐시백 지급 처리에는 체크아웃 시점으로부터 64일 이상 소요됩니다. 캐시백 진행 상황은 'Reward & Walle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캐시백은 'Reward & Wallet'(내 계정 > Reward & Wallet) 에 등록된 카드로 입금됩니다.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숙소들은 본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러한 숙소들은 캐시백 뱃지 표시가 없습니다.

•예약 시 포로모션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급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혜택과 관련된 질의 및 민원은 com 고객 서비스 www.booking.com/content/contact-us.html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고객센터: 02-3483-3225)

•영문 약관과 한국어 번역 상에 불일치가 발생 시, 영문 약관을 따릅니다.

•Booking.com과 Visa는 어떤 시점이라도 이용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혜택은 Booking.com의 이용 약관이 적용되며, 분쟁 발생 시, Booking.com과 Visa가 최종 결정권을 갖습니다.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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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v 이동 서비스 할인 혜택 

제휴처 혜택 Visa 등급

인천공항 이동 자택에서 인천공항까지 혹은 인천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시, 이용 금액에서 2만원 할인  

해외공항 이동 
해외공항에서 목적지까지 혹은 해외공항으로 이동시, 이용 금애의 10% 할인 (공항 출도착)

 -  한국, 베트남, 태국,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괌, 사이판, 미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해외자유여행 이동 쇼퍼가 운전하는 전용차량으로 해외에서도 편안하고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 이용 금액의 10% 할인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 혜택을 위해서는 movv 회원에 가입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기준, 연간 각 1회씩 제공 됩니다.)

•결제 단계에서 프로모션 할인 금액이 자동 적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당시 할인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 추후 할인 적용이 불가합니다.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판촉 행사,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비스는 movv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이용 방법

이용 기간

movv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movv.co)에서 프로모션 코드 ‘visamovv’ 입력 후 할인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제 단계에서 프로모션 할인 금액이 자동 적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당시 할인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 추후 할인 적용이 불가합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자유로운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브에서 Visa로 결제시 혜택 제공

I S P

I S P

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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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Visa 기본 서비스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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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Visa 등급

Visa 공항 의전 서비스

(yQ Meet & Assist)

전 세계 약 450여 개 공항에서 제공되는 빠른 입국/출국 서비스를 

Visa 인피니트 카드로 결제 시 정상가 대비 2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전 세계 약 450여 개 공항에서 제공되는 빠른 입국/출국 서비스를 

Visa 시그니처 카드로 결제 시 정상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전 세계 약 450여 개 공항에서 제공되는 빠른 입국/출국 서비스를 

Visa 플래티늄 카드로 결제 시 정상가 대비 1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예약인원이 4명 이하일 경우에만 제공되며 최소 72시간 이전에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하셔야 합니다. 

•취소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 현지 공항의 예약시간 기준으로 48시간 이상 남은 경우: 전액 환불

    - 현지 공항의 예약시간 기준으로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남은 경우: 50% 환불

    - 현지 공항의 예약시간 기준으로 24시간 미만 남은 경우: 전액 환불 불가

•공항 리스트, 이용요금 등 상세한 내용은 Visa 공항 의전 서비스(yQ Meet & Assist)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의전 서비스(yQ Meet & Assist)

전 세계 약 450여 개 공항에서 제공되는 빠른 입국/출국 서비스를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정상가 대비 15~2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I

S

P

이용 방법

이용 기간

Visa 공항 의전 서비스(yQ meet & Assist)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후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링크: www.airportspeedpass.com

(상기 웹사이트는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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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Visa 기본 서비스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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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Visa 등급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서울 용산(서울드래곤시티)

10% 할인

알라메종 와인 앤 다인, FEI (단, Food & Beverage 에 한함, 주류 및 Retail 상품 제외)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
정상가 상시 10% 할인

온달, 금룡, 더뷔페, 파빌리온, 르파사쥬 (단, 프로모션 및 연회 제외, 레노베이션 진행 기간 제외, 일부 상품 제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내 레스토랑 식료 10% 할인

하코네, 웨이루, 그랜드 키친 (단, 음료및 연회에서 발생한 식음 매출, 룸서비스, 로비라운지, 그랜드 델리 프로모션 상품 

및 리테일 아이템 제외, 12/23~25, 12/30~31 제외)

타 할인 및 프로모션 중복 적용 불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

정상가 10% 할인

전 업장 (The Deli & Gallery, Teppan 제외) (단, 공휴일, 12/20~31 제외)

현장 결제 시에 한하며, 연회, 룸서비스, 주류 및 음료 제외, 법인카드 서비스 제공 불가

글래드 마포
정상가 상시 5% 할인 

식음업장 운영 상황에 따라 할인 변동률 발생

글래드 여의도
정상가 5% 할인 

그리츠 레스토랑 (단, 12/24~25 제외)

노보텔 스위트 앰배서더 

서울 용산(서울드래곤시티)

10% 할인

THE 26, 메가 바이트 (단, Food & Beverage 에 한함, 주류 및 Retail 상품 제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프로모션 메뉴, 미니바 및 룸서비스, 연회장, 20명 이상 이용 시 서비스 제외, 12/24~25 제외)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

정상가 상시 10% 할인

해당 업장: 푸드익스체인지, 고메바 (단, 더 델리 업장 제외, 1/1, 12/24~25, 12/31 제외)

중복 할인 불가

국내 특급호텔 F&B 할인 서비스

I S

I S

I S

I S P

I S P

I S P

I S P

I S P

I S P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게 국내 67개 호텔 F&B 매장에서 특별 할인 혜택 제공

서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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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Visa 등급

노보텔 엠버서더 서울 용산

(서울 드래곤 시티)

10% 할인

푸드 익스체인지, 운카이 (단, Food & Beverage 에 한함, 주류 및 Retail 상품 제외)

더 플라자

정상가 상시 10% 할인

도윈, 세븐스퀘어, 블랑제리, 더라운지 (음료 및 주류에 한함)

적용 업장 프로모션 중복 적용 불가 (단, 프로모션 상품 할인 제외)

호텔 이용권 및 타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 불가

레스케이프 호텔
10% 할인 

주류의 경우 제조 주류 한정, (단, 미니바 제외, 크리스마스 및 연말 기간 제외, 레스토랑 대관 행사 시 제외)

르 메르디앙 & 목시 서울 명동

호텔 직영 레스토랑 10% 할인

[르 메르디앙 서울 명동] 르미에르 (로비라운지), 라팔레트 파리(올데이 다이닝), 르물랑(델리) 

[목시 서울 명동] 바목시

(단, 외부 라테일 입장, 인룸 다이닝, 연회행사, 르물랑 라테일 아이템 제외, 1/1, 2/14, 12/24~25, 12/31 제외)

최대 할인 가능 인원 20명, 중복 할인 및 프로모션 중복 할인 불가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10% 할인

클레오, 블라인드 스팟, 럼퍼스 룸 (알티튜드, 프리빌리지 제외)

(단, 프로모션, 음료 및 주류, 룸 서비스 제외, 1/1, 9/28~30, 12/24~25, 12/31 제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10% 현장 할인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문바

(단, 주류, 프로모션 및 이벤트 메뉴 제외, 1/1, 12/24~25, 12/31 제외, 그 외 특정일 프로모션이 있는 날짜: 설, 추석 

명절, 2/14, 3/14, 5.5 등 제외)

보코 서울 강남
10% 할인

아마리오 (단, 음료 및 주류 제외, 2/23~31 제외) 타 할인 및 프로모션과 중복 할인 불가

비스타 워커힐 서울

정상가 상시 10% 할인

해당 업장: 명월관, 피자힐, 델비노, 모에기, 리바 

(단, 프로모션 및 연회, 레노베이션 진행 기간 제외, 일부 상품 제외)

세종 호텔
10% 할인

전 업장 (단, 프로모션 메뉴, 음료 및 주류 제외)

국내 특급호텔 F&B 할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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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서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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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Visa 등급

소피텔 엠버서더 서울 호텔 &

서비스드 레지던스

10% 현장 할인

페메종, 쟈뎅 디베르 라티튜드32 (단, 2/14, 5/5, 12/24~25, 12/31 제외)

스위스 그랜드 호텔

정상가 상시 10% 현장 할인

전 업장 (단, 연회 행상, 여향(중식당) 제외, 홈메이드 제품에 한하여 할인 제공 (델리), 룸서비스, 알파인카페 음료 및 주류 

할인 제외, 테라스 라운지는 주류만 제외)

안다즈 서울 강남
10% discount on F&B (Jogakbo Food only) 

(단, 1/1, 2/14, 12/24-25, 12/31 제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정상가 상시 10% 할인 

더킹스(뷔페), 풀하우스 테라스(풀사이드 레스토랑), 로비 라운지 앤 바, 1955 그로세리아 레스토랑(베이커리, 다이닝 포함)

(단, 더 쉐프 테이블, 중식당 '호빈', BQT 제외, 리테일 상품 , 룸서비스, 미니바, 1955 그로세리아 라테일 아이템, 스페셜 

프로모션 메뉴 할인 제외, 1/1, 2/14, 5/5, 12/24-25, 12/31 제외) 중복 할인 불가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
정상가 상시 10% 할인 

오크 레스토랑 & 바 (5층) (단, 프로모션 메뉴나 타 제휴 할인과 중복 할인 불가)

웨스틴 조선 서울

상시 10% 할인

(단, 음료 및 주류, 프로모션 메뉴, 미니바 및 룸서비스(인룸다이닝), 수입 리테일 상품 및 테이크 아웃 와인, 스시조 프라이빗 

스시 오마카세룸, 조식메뉴 제외, 5/5, 12/24-25, 12/31 및 영업장 별 이벤트 진행일 제외)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서울 용산 (서울 드래곤 시티)

10% 할인

해당 업장: 인 스타일, 알라메종 델리, 킹스 베케이션, 더 리본 (단, Food & Beverage 에 한함, 주류 및 Retail 상품 제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내 레스토랑 식료 10% 할인

스카이라운지, 아시안 라이브, 브래서리 (단, 음료 및 연회에서 발생한 식음 매출, 룸서비스, 로비라운지, 그랜드 델리 프로모셔 

상품 및 리테일 아템 제외, 12/23~25, 12/30~31 제외)

타 할인 및 프로모션 중복 적용 불가

코트야드 매리어트 서울 남대문

5% 할인

모모카페, 모모 라운지&바 (단, 주류 할인, 중복할인 불가, 룸서비스, 사푼사푼 카페,  미니바 및 연회장 할인 제외 리테일 상품, 

와인바자, 프로모션 상품 제외, 2/14, 3/14, 5/5, 5/8, 12/24~25, 12/31 제외)

국내 특급호텔 F&B 할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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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서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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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Visa 등급

코트야드 매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정상가 상시 5% 할인 

모모카페, 모모바 (단, 음료 및 주류, 프로모션 및 중복 할인 제외, 2/14, 5/5, 12/24-25, 12/31 제외)

콘래드 서울

10% 할인

37그릴앤바, 아트리오, 플레임즈, 제스트 (단, 버티고, 10G, 누들바 제외, 현장 결제 시에 한함, 특별이벤트 및 해피아워 

형 메뉴는 할인에서 제외, 음료 및 Retail Item은 할인 제외, 세계불꽃놀이일정(10월중), 12/24, 12/31 제외)

파크 하얏트 서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코너스톤, 더 라운지, 더 팀버 하우스 (단, 프로모션 메뉴 및 주류 제외, 1/1, 12/22~25, 12/29~31 제외)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10% 할인

레스토랑 부아쟁, 바 부아쟁, 라운지 & 데크, 마포 에이트 (단, 인 룸 다이닝, 미니바, 연회 제외, 서울세계불꽃축제, 

12/24, 12/31 제외)

호텔 리베라 청담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일부 품목 제외)

호텔 코리아나
코스메뉴 이용 시 10% 할인

The Peer 1972 (단, 연회행사 혜택 불가, 타 프로모션 중복 적용 불가)

AC 호텔 바이 메리어트 

서울 강남

10% 할인

AC 키친 (단, 음료 및 주류 제외, 5/5, 12/24-25, 12/31 제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BLT 포함) (단, 연회, 프로모션, 룸서비스, 리테일 상품 제외, 1/1, 2/14, 3/14, 12/24-25 제외)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카페 원, 더 라운지, 파티세리, 플레이버즈, 타마유라, 더 마고 그릴 (모보 바 제외)

(단, 주류, 음료, 수입품목 및 소매품목, 연회행사 제외, 1/1, 2/14, 5/5, 5/8, 12/24-25, 12/31 제외)

국내 특급호텔 F&B 할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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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Visa 등급

그랜드 조선 부산

정상가 상시 10% 할인

아리아, 팔레드 신, 라운지&바, 조선 델리 (단, 음료 및 주류, 연회, 인룸다이닝, 조선델리 MD상품 제외, 1/1, 5/5, 

12/24~26, 12/31 및 영업장별 이벤트일 제외)

클럽 조선 멤버쉽, 타 카드사, 타 프로모션과 중복 할인 및 혜택 적용 불가

웨스턴 조선 부산

정상가 상시 10% 할인

셔블, 오킴스, 까밀리아, 파노라마라운지, 조선델리 (단, 연회, 인룸다이닝, 조선델리 리테일 상품 및 와인, 미니바, 

조선델리 비치 제외, 영업장 별 이벤트 진행일 또는 프로모션 메뉴 할인 제외, 1/1, 5/5, 12/24~25, 12/31 제외)

파크 하얏트 부산

정상가 상시 10% 할인

다이닝룸, 리빙룸 (라운지 및 파티세리, 룸서비스 제외)

(단, 특정기간, 불꽃축제일, 스페셜 프로모션 및 연회, 12/24~25, 12/31 제외)

기타 할민 및 혜택과 중복 적용 불가

제휴처 혜택 Visa 등급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10% 할인

더블루(양식당) 뷔페 (단, 중복 할인 불가, 유선 예약 필수)

랜딩관 (제주신화월드)

메뉴 정상가대비 상시 5% 할인

직영 업장에 한함 (단, 알코올 음료, 워터파크 내 업장 및 프로모션 메뉴(할인 세트 메뉴 포함) 제외, 타 할인 혜택 중복 

적용 불가)

메리어트관 (제주신화월드)

메뉴 정상가대비 상시 5% 할인

직영 업장에 한함 (단, 알코올 음료, 워터파크 내 업장 및 프로모션 메뉴(할인 세트 메뉴 포함) 제외, 타 할인 혜택 중복 

적용 불가)

서머셋 (제주신화월드)

메뉴 정상가대비 상시 5% 할인

직영 업장에 한함 (단, 알코올 음료, 워터파크 내 업장 및 프로모션 메뉴(할인 세트 메뉴 포함) 제외, 타 할인 혜택 중복 

적용 불가)

신화관 (제주신화월드)

메뉴 정상가대비 상시 5% 할인

직영 업장에 한함 (단, 알코올 음료, 워터파크 내 업장 및 프로모션 메뉴(할인 세트 메뉴 포함) 제외, 타 할인 혜택 중복 

적용 불가)

국내 특급호텔 F&B 할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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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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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Visa 등급

오션스위츠 제주호텔
정상가 상시 15% 할인 (조식, 석식)

중복 할인 불가

제주 오리엔탈 호텔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음료 및 주류 제외)

파르나스 호텔 제주

상시 10% 할인

CONFETTI (ALL-Day Dining) (단, 주류, 음료, 프로모션 메뉴 제외, 1/21~23, 9/28~10/2, 12/23~25, 12/30~31 

제외) 타 할인 및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 불가

호텔 토스카나
정상가 20% 할인

카라라 외 전 업장 (단, 음료 및 주류 제외) 조식의 경우 사전 예약가로 적용

히든 클리프 호텔 & 네이쳐
15% 현장 할인

파노라마, 비욘드, 치치 (단, 시즌 프로모션 메뉴, 주류 및 룸서비스 제외)

JW 메리어트 제주 리조트

& 스파

정상가 상시 5% 할인

전 업장 (단, 라테일, 룸서비스, 프로모션 제외, 구장 설 연휴, 추석 연휴, 연말연시 12/23~25, 12/30~31 제외)

WE 호텔 제주
상시 10% 할인, 아메리카노 1+1 제공 

다채 레스토랑 (단, 조식 및 프로모션 메뉴 제외) 아메리카노 1+1 서비스는 테이크 아웃만 적용

국내 특급호텔 F&B 할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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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Visa 등급

그랜드 하얏트 인천
10% 현장 할인

그랜드 카페, 레스토랑 8 (단, 법인 및 체크카드 제외, 주말 (토, 일 석식에 한함) 및 레스토랑 8 델리 제외)

대구 메리어트 호텔

정상가 10% 할인

어반 키친, 이스트 게이트, 로비 라운지 (단, 주류, 음료, 프로모션 메뉴 및 상품 제외, 레스토랑 서비스 중 20인 이상의 

예약 또는 연회성 행사는 할인에서 제외, 12/24~25 제외)

타 할인 및 프로모션 중복 적용 불가

더위크앤 리조트
10% 할인

(단, 주류 및 조식 뷔페 제외)

라한셀렉트 경주
정상가 10% 현장 할인

더 플레이트 (단, 주류, 룸서비스, 연회 제외)

세인트존스 호텔

정상가 상시 10% 할인

앙빵, 오크랩, 경양식1982, 더그라운드 

추가 할인 및 타 쿠폰 이용 불가, 프로모션 중복 이용 불가 

소노캄 고양
10% 할인

죽림(중식당), 세프스키진(뷔페) (단 최대 4인까지, 음료 및 주류 제외, 프로모션 메뉴 제외)

소노캄 여수
10% 할인

마레첼로 (단, 음료 및 주류, 20인이상 단체, 대관성행사, 할인상품 제외)

수안보파크호텔 정상가 상시 10% 할인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정상가 상시 10% 할인

오크 레스토랑, 파노라믹 65 (단, 프로모션 상품 및 타 카드사 중복 할인 불가, 연회장 룸서비스 제외)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

정상가 상시 15% 할인

모모 카페, 모모 바 (단, 최대 8인까지 할인 적용, 연회 또는 기업 행사에는 이용 제한, 12/24~25, 12/31, 1/1 제외)

국내 특급호텔 F&B 할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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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Visa 등급

호텔 오노마 대전

오토그래프 컬렉션

5% 현장 할인

올데이 다이닝 뷔페 레스토랑(타운하우스), 이탈리안 레스토랑(오노마라운지) (단, 음료 및 주류, 리테일 제품 및 

프로모션, 타운하우스 현장 할인 조식은 제외 (점심, 저녁만 할인 가능), 5/5, 12/24~25, 12/31 제외) 

호텔 탑스텐
조식 뷔페 상시 10% 할인

(단, 객실 이용객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카드 소지자 본인 외 1명까지 해당)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정상가 10% 현장 할인

토파즈 (단, 주류, 룸서비스, 연회 제외)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
정상가 10% 현장 할인

더 플레이트 (단, 주류, 룸서비스, 연회 제외)

홀리데이 인 광주

5% 할인

전 업장 (단, 룸서비스, 미니바, 연회, 주류, 12/24~25, 12/31 제외)

프로모션 메뉴 할인 적용 가능

힐튼 경주
5% 할인

전 업장 (단, 5만원 이상 결제 시에 한하며, 음료 및 주류, 연회 제외)

국내 특급호텔 F&B 할인 서비스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호텔 룸서비스, 미니바, 연회행사, 임대 업장 이용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호텔 내부 프로모션,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다른 회사와의 

   프로모션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 기간에도 호텔의 사정(주요행사, 리노베이션 등)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별도 사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호텔 별 혜택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서비스 참여 호텔의 F&B 매장에서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결제 전에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함을 미리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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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전화번호 Visa 등급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서울 용산(서울 드래곤 시티)

객실 Best Unrestricted Rate(당일 기본 판매가)에서 5% 할인
02-2223-7000

호텔패키지 시즈널 패키지 상품 5% 할인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 호텔패키지

호텔패키지 연중 패키지 정상가 상시 5% 할인

타 프로모션 중복 할인, 시즌 별 스페셜 패키지 할인 불가

(단, 체크인 시 반드시 비자 프리미엄 카드 제시 후 서비스 적용)

02-2022-000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객실

우대요금 (BFR: Best Flexible Rate) 10% 할인

(단, 12/23-25, 12/30-31 제외)
02-555-5656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패키지

호텔 패키지 Direct 예약 시 스탠다드룸에서 시티뷰(한강전망) 무료 업그레이드

(단, 체크인 시 가능할 경우에 한함, 법인 카드 서비스 제공 불가, 법정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 1/2, 5/6, 7/15-9/2, 10/1-2, 12/20-31 제외)

02-797-1234

글래드 강남 코엑스 센터 객실

일-목요일 정상가 40% 할인

금-토요일 정상가 30% 할인

(단, 12/24, 12/31 제외)

02-6474-5000

글래드 마포 객실 정상가 상시 40% 할인 02-2197-5000

글래드 여의도 객실 정상가 40% 할인 02-6222-5000

노보텔 스위트 앰배서더

서울 용산(서울 드래곤 시티)

객실 Best Unrestricted Rate(당일 기본 판매가)에서 5% 할인
02-2223-7000

호텔패키지 시즈널 패키지 상품 5% 할인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호텔패키지
호텔패키지 이용 시 드링크 쿠폰 2매 제공

앙뜨레 (단, 12/24-25 제외)
02-531-6520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
호텔패키지

호텔패키지 상시 1만원 할인

(단, 중복 할인 불가, 1/1, 12/24-25, 12/31 제외)
02-3425-8000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서울 드래곤 시티)

객실 Best Unrestricted Rate(당일 기본 판매가)에서 5% 할인
02-2223-7000

호텔패키지 시즈널 패키지 상품 5% 할인 

국내 특급호텔 객실 및 패키지 할인 서비스

I S

I S

I S

I S P

I S P

I S P

I S P

I S P

I S P

I S P

I S P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게 국내 77개 호텔의 객실 및 패키지 특별 할인 혜택 제공

서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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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호텔 객실 및 패키지 할인 서비스

제휴처 혜택 전화번호 VISA 등급

더 플라자 호텔패키지

호텔패키지 정상가 상시 3만원 할인

(단, 호텔 시즌 패키지에 한하여 적용)

호텔 이용권 및 타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 불가

02-310-7710

레스케이프 호텔 호텔패키지
객실 패키지 10% 할인

(단, 시즌 패키지 한정, 12/23-25, 12/30-31 제외)
 02-317-4000

르 메르디앙 & 목시 서울 명동 호텔패키지

객실 패키지 10% 할인

(단, 메리어트 공식 홈페이지 판매 중인 패키지에 한해 가능, 5/5-6, 12/23-24, 12/30-31 

제외) 사전 예약시 카드 멤버 확인 후 할인 제공

 02-2184-7000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호텔패키지 호텔 패키지 정상가 상시 10% 할인 02-2090-8025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객실

호텔패키지

BAR(Best Available Rate) 10% 할인

일부 패키지 제외
 02-2076-2000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객실
10% 현장 할인 (사전 예약 시)

Best Available Rate 기준 (단, 패키지 및 할인 상품 제외)
02-2250-8074

보코 서울 강남 객실
BFR의 8% 할인

(단, 5/5-7, 12/23-25, 12/31 제외)
02-542-0112

비스타 워커힐 서울 호텔패키지

호텔패키지 연중 패키지 정상가 상시 5% 할인

타 프로모션 중복 할인 불가, 시즌별 스페셜 패키지 할인 불가

체크인 시 비자 프리미엄 카드 제시 후 서비스 적용

02-2022-0000

서울가든호텔 객실 정상가(Rack rate) 상시 35% 할인 02-710-7111

세종호텔 호텔패키지 온라인 홈페이지 공사가 기준 객실 패키지 5% 할인 02-3705-9115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

& 서비스드 레지던스
호텔패키지

객실 패키지 10% 할인

(단, 사전 예약 필수, 1/1, 12/24-25, 12/31 제외)
02-2092-6000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서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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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호텔 객실 및 패키지 할인 서비스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서울 지역

제휴처 혜택 전화번호 VISA 등급

스위스 그랜드 호텔
객실 정상가 상시 30% 할인

 02-2287-8400
호텔패키지 호텔 패키지 정상가 상시 5% 할인

안다즈 서울 강남 객실
10% discount on rooms (based on DPS) 

(단, 12/23-25, 12/30-31 제외)
02-2193-1234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객실
Room Only (기본가) 예약시 15,000원 할인

(단, Ambatel 홈페에지 및 Direct call 예약에 한하여 혜택 제공)
02-2275-1101

부대시설
필라테스 클래스 10% 할인 적용

웰니스센터 내 필라테스 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객실 홈페이지 예약 시 객실(Room only) 및 패키지 5% 할인

(단, 예약 시 제휴 카드 결제 건 사전 요청 필수)
02-3466-7000

호텔패키지

웨스틴 조선 서울 객실 Rack Rate 기준 30% 할인 02-317-0404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서울 용산(서울 드래곤 시티)

객실 Best unrestricted Rate(당일 기준 판매가)에서 5% 할인
02-2223-7000

호텔패키지 시즈널 패키지 상품 5% 할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객실
우대요금 (BFR: Best Flexible Rate) 15% 할인

(단, 12/23-25, 12/30~31 제외)
02-3452-2500

코트야드 매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패키지

객실 패키지 10% 할인

(단,12/24, 12/31 제외)
02-2211-8111

코트야드 매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
호텔패키지

시즌 패키지 상시 10% 할인

(단, marriot.com 홈페이지 판매상품에 한함, 중복 할인 불가, 선결제 및 멤버 요금은 제외

5/4-6, 9/29-30, 10/7-8, 12/31-24, 12/31 제외)

02-6946-7000

코트야드 매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객실 Best Available Rate (홈페이지 공시가) 상시 10% 할인
02-2638-3000

호텔패키지 호텔 패키지 정상가 상시 10% 할인 (단, 12/24-25, 12/29-31 제외)

콘래드 서울 객실
Best Available Rate 5% 할인

(단, 세계불꽃놀이일정(10월 중), 12/24, 12/31 제외)
02-613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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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 하얏트 서울 객실 표준 요금 기준 10% 할인 02-2016-1234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객실

당일 스탠다드 요금에서 10% 할인 

(단, 공식 웹사이트 기준, 프로모션 가격 제외, 중복 할인 불가, 1/1. 12/23-25, 12/30-31, 

불꽃축제 기간 제외)

02-3395-6000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객실
공식 홈페이지 Flexible 요금 10% 할인

(단, 서울세계불꽃축제, 12/24, 12/31 및 프로모션/패키지 상품 제외) 
02-6410-1000

호텔 리베라 청담 객실 정상가 상시 30% 할인 (사전 예약 필수) 02-3438-4000

호텔 코리아나 객실
가능 시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

(단, 호텔로 고객 직접 예약 시 서비스 제공, 타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 불가) 
02-2171-7842

AC 호텔 메리어트 서울 강남 객실
객실 상용 요금 (Daily Best Rate) 에서 10% 할인 (전화 예약 필수)

(단, 12/23-25, 12/31 제외)
02-2050-6000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객실

Bar Rate 기준 10% 할인 

(단, 12/23-24, 12/30-31 제외)
02-2276-3000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객실

Bar 요금에서 주중/주말 10% 할인

(단, 객실 상황에 따라 예약이 제한될 수 있음, 10/16-19, 12/23-24, 12/30-31 제외)
02-6282-6262

국내 특급호텔 객실 및 패키지 할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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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조선 부산 객실

정상가 기준 주중 (월-목) 40% 할인

정상가 기준 주말 (금,일) 30% 할인

정상가 기준 토요일, 성수기 20% 할인

성수기: 여름성수기 및 공휴일 전일-공휴일 등, 1/1, 1/20-24, 2/28-3/1, 5/4-7, 5/26-

28, 6/2-6, 7/14-8/20, 9/27-10/9, 12/22-24

(단, 12/25, 12/31 제외)

051-922-5000 I S P

부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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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조선 부산 객실

정상가 주중 (일-목) 40% 할인

정상가 주말 (금, 토, 공휴일 전일) 30% 할인

여름 성수기(7/21-8/19) 20% 할인

주말요금적용일: 1/22-23, 2/28, 4/30, 5/4, 6/4-5, 9/27-28, 10/1-2, 10/8, 12/24

(단, 12/31 제외)

051-749-7001

파크 하얏트 부산 객실

스탠다드 객실 하얏트 일일 요금 기준 10% 할인

사전 예약 필수, 기타 할인 및 혜택과 중복 적용불가, 상위 객실로의 업그레이드 및 인원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할인 적용 불가, 예약 시 호텔 상황에 따라 이용 제한될 수 있음

(단, 시즌 패키지 및 객실 할인 프로모션 제외, 1/1, 1/21-23, 2/25-28, 5/5-6, 5/27, 

6/3-5, 7/29-31, 8/5, 8/12-14, 9/28-10/2, 10/7-8,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불꽃축제일, 

12/23-25, 12/31 제외)

051-990-1237

호텔 농심 객실 정상가 상시 50% 할인 051-550-2100

제휴처 혜택 전화번호 VISA 등급

더 스위트 호텔 제주 객실

디럭스 객실 타입 예약 시, 패밀리 타입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예약 시 객실 상황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불가할 수 있음

(단,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 및 연휴기간, 여름 성수기(7.15-8/31) 제외)

064-738-3800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객실

시내전망(스탠다드) 객실

정상가 주중 50% 할인

정상가 주말 및 공휴일 40% 할인

정상가 성수기 30% 할인

성수기: 7/21-8/26, 유선 예약 필수

064-729-8100

랜딩관 (제주신화월드)

객실
제주신화월드 공식 홈체이지 Daily 판매가 기준 5% 할인

비자 프리미엄 서비스 회원 전용 예약 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에 한함

1670-8800

부대시설

신화테마파크 자유 이용권 할인

윈터 시즌 40% 할인 / 일반 시즌 25% 할인 (정가 대비 할인)

(단, 본인 포함 최대 4인까지 적용)

국내 특급호텔 객실 및 패키지 할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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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전화번호 VISA 등급

메리어트 관

(제주신화월드)

객실
제주신화월드 공식 홈페이지의 Daily 판매가 기준 5% 할인

비자 프리미엄 서비스 회원 전용 예약 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에 한함

1670-8800

부대시설

신화테마파크 자유 이용권 할인

윈터 시즌 40% 할인 / 일반 시즌 25% 할인 (정가 대비 할인)

(단, 본인 포함 최대 4인까지 적용)

서머셋

(제주신화월드)

객실
제주신화월드 공식 홈페이지의 Daily 판매가 기준 5% 할인

비자 프리미엄 서비스 회원 전용 예약 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에 한함

1670-8800

부대시설

신화테마파크 자유 이용권 할인

윈터 시즌 40% 할인 / 일반 시즌 25% 할인 (정가 대비 할인)

(단, 본인 포함 최대 4인까지 적용)

신화관

(제주신화월드)

객실
제주신화월드 공식 홈페이지의 Daily 판매가 기준 5% 할인

비자 프리미엄 서비스 회원 전용 예약 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에 한함

1670-8800

부대시설

신화테마파크 자유 이용권 할인

윈터 시즌 40% 할인 / 일반 시즌 25% 할인 (정가 대비 할인)

(단, 본인 포함 최대 4인까지 적용)

오션스위츠 제주 호텔 객실
정상가 상시 20% 할인 및 선착순 업그레이드 제공

(단,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에 한함)
064-720-6000

제주오리엔탈 호텔
객실

주중(일~목)에 한하여 정상가 50% 할인

주말(금,토) 및 바캉스/연휴기간에 한하여 정상가 40% 할인  

바캉스 기간: 7/24-8/23 1588-1235

부대시설 남자 사우나 50% 할인

파르나스 호텔 제주 객실
우대요금 (BFR: Best Flexible Rate) 10% 할인

(단, 1/21-23, 9/28-10/2, 12/23-25, 12/30-31 제외)
064-801-5555

호텔 토스카나 객실

호텔 공식 홈페이지 전 타입 5% 할인 (풀빌라 객실 제외)

객실 예약시 조식 2인 1회 무료 & 바우처 2만원 (박수무관 1회)

(단, 호텔 유선 사전 예약시 적용 가능, 특정 패키지 및 이벤트 중복 적용 불가)

064-735-7000

히든 클리프 호텔 & 네이처 호텔패키지

패키지 10% 현장 할인

히든 클리프 호텔 & 네이쳐 다이렉트 부킹 (https://www.hiddencliff.kr) 예약 시 적용되며, 

제휴 카드 결제 사전 요청에 한함 (단, 프로모션 제외)

064-752-7777

WE 호텔 제주 객실
정상가 기준 30% 할인

유선을 통한 사전 예약에 한함 (단, 7/23-8/31 제외)
064-73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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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하얏트 인천 객실 호텔 일일 요금의 10% 할인 032-745-1000

대구 메리어트 호텔 호텔패키지

패키지 5% 할인 

루프탑 패키지 제외, 메리어트 홈페이지 판매 중인 패키지에 한해 가능

(단,4/29-5/6, 6/3-5, 7/22-8/14, 9/28-10/3, 10/9-10, 12/23-24, 12/3-31 제외)

053-327-7000

더위크앤 리조트

객실 Bar 10% 할인

032-745-0000
부대시설

글로우펏 20% 할인

아쿠아 벤쳐 20% 할인 (7-8월 제외)

(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라한 셀렉트 경주 객실

주중(일-목), 금요일 Bar Rate 10% 할인

토요일, 성수기 Bar rate 5% 할인 

성수기 라한셀렉트 경주 규정에 따름 

타 할인 및 제휴 중복 할인 불가

054-748-2233

세인트존스 호텔 객실 Bar Rate 예약 시 5% 할인 033-660-9000

소노캄 고양
객실

BAR(Best Available Rate) 요금의 7-10% 할인

객실 및 요일 별로 할인율이 상이 031-927-7700

부대시설 사우나 50% 할인

소노캄 여수
객실

BAR(Best Available Rate) 요금의 5-10% 할인

객실 및 요일 별로 할인율이 상이 061-660-5800

부대시설 사우나 50% 할인

소노펠리체 비발디파크
객실

사전 유선 예약 시 BAR(Best Available Rate) 요금의 7-16% 할인

객실 및 요일 별로 할인율이 상이, 투숙 시 웰컴드링크(커피) 2잔 제공 1588-4888

부대시설 소노펠리체 클럽하우스 수영장&사우나 40% 할인

소노펠리체 빌리지 비발디파크
객실

사전 유선 예약 시 BAR(Best Available Rate) 요금의 8-15% 할인

객실 및 요일 별로 할인율이 상이, 투숙 시 웰컴드링크(커피) 2잔 제공 1588-4888

부대시설 소노펠리체 클럽하우스 수영장&사우나 40% 할인

소노펠리체 빌리지 델피노

객실
사전 유선 예약 시 BAR(Best Available Rate) 요금의 7-16% 할인

객실 및 요일 별로 할인율이 상이
1588-4888

부대시설
오션플레이&사우나 주중 50%, 주말 30% 할인

(단, 본인 및 동반 3인까지)

국내 특급호텔 객실 및 패키지 할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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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전화번호 VISA 등급

수안보파크호텔
객실

주중 정상가 상시 40% 할인

주말(금-토, 성수기, 공휴일 전일) 정상가 상시 30% 할인
043-846-2331

부대시설 투숙객에 한하여 노천온천 사우나 정상가 상시 5,000원 할인

쉐라톤 그랜드 인천

객실 상용요금 기준 10% 할인

032-835-1000
부대시설

피트니스 및 수영장 무료 (단, 1/20-23, 5/5-6, 6/22, 6/29, 8/5, 8/12-14, 8/19, 9/28-

30, 10/1-3, 10/7-8, 12/23-24, 12/30-31 제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 객실 공시가 상시 20% 할인 (단, 12/23-24, 12/30-31 제외) 031-8060-2222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 객실
판매가 10% 현장 할인 (단, 객실만은 이용 불가하며 호텔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에 한하여 예약 가능)
033-560-1111

호텔 오노마 대전 오토그래프 

컬렉션
호텔패키지

객실 정규 패지키 한정 10% 할인

(단, 호텔 공식 홈페이지 상 노출 된 패키지&프로모션만 가능)
042-259-8007

호텔 인터불고 대구 객실 정상가 상시 50% 할인 053-602-7171

호텔 탑스텐
객실

정상가 주중(월-목) 65% 할인

정상가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공휴일) 50% 할인

정상가 성수기 20% / 극성수기 10% 할인

성수기 : 1/21-23, 9/28-10/2, 12/23-25 극성수기 : 1/1, 7/21-8/19, 12/30-31

프로모션 및 패키지와 중복 할인 불가

033-530-4800

부대시설 투숙 시 금진온천, 아쿠아파크 요금 할인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객실

주중(일-목), 금요일 Bar Rate 10% 할인

토요일, 성수기 Bar Rate 5% 할인

성수기는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규정에 따름, 타 할인 및 제휴 중복 할인 불가

061-463-2233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 객실

주중(일-목), 금요일 Bar Rate 10% 할인

토요일, 성수기 Bar Rate 5% 할인

성수기는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 규정에 따름, 타 할인 및 제휴 중복 할인 불가

052-251-2238

홀리데이 인 광주 객실

직접 예약 시 전 객실 상품 1만원 할인 (단, 12/24-25, 12/31, 국제행사 기간 제외)

객실 점유율, 당일 예약 요청에 따라 예약 및 혜택 이용에 제한 받을 수 있음

중복 할인(Employee rate, friends&family rate, earlybird, flash 상품 등), 그룹 및 단체 

예약 불가, 대상 카드로 결제 시 프론트 데스크에서 현장 할인 적용

062-610-7000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기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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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호텔 객실 및 패키지 할인 서비스

•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상기 서비스는 호텔 룸서비스, 미니바, 연회행사, 외부 업장 이용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호텔 내부 프로모션,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다른 회사와의 

프로모션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 기간에도 호텔의 사정 (주요행사, 리노베이션 등)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별도 사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호텔 별 혜택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이용 기간

각 호텔 대표번호를 통하여 유선 예약 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선 예약 시 반드시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임을 미리 고지하셔야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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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Visa 등급

그랜드 하얏트 서울 스파 트리트먼트 10% 할인 (90분 이상) (단, 토-일 & 공휴일, (7월-8월은 금-일), 12/20-31 제외)

더 플라자 정상가 기준 10% 할인 (단, 프로모션 상품 제외, 타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 불가, 12/24-26, 12/30-31 제외)

레스케이프 호텔 10% 할인 (단, 프로그램 구매 한정, 시그니처 메뉴 할인 제외)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10% 할인 (단, 프로모션 및 리테일 상품 제외, 프로모션 중복 적용 불가)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10% 할인

디끌라레 스파 (단, 스파 및 제품 구매ㅣ 시 할인 서비스 적용, 동반 1인 할인 적용)

스파 프로그램 진행 시, 딜럭스 세트 무료 제공 (안티 이리테이션 세럼 5ml + 오션스 베스트 크림 5ml)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주중 20%, 주말 10% 할인 

(단, 바디 마사지, 스파 패키지 및 헤드스파에 한함, 테일러드 포 유어 센스, 반얀데이 제외)

스파 갤러리 제품 10% 할인

비스타 워커힐 서울 V 스파 트리트먼트 10% 할인 (단, 12/24, 12/31 제외)

서울 드래곤 시티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서울 용산

  -노보텔 스위트 앰배서더 서울 용산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서울 용산

5% 할인 (단, 중복 할인 불가)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

& 서비스드 레지던스
10% 할인 (단, 사전예약 필수)

안다즈 서울 강남 10% discount (Package excluded, no duplicated discount) (단, 1/1,  2/14, 12/24-25, 12/31 제외)

콘래드 서울 90분 스파 관리에 한해 10% 할인 (단, 동반 1인 포함 최대 2인까지, 주말 및 공휴일 불가)

파크 하얏트 서울 파크 클럽 내 오셀라스 스파 정상가 10% 할인 (단, 1/1, 12/23-25, 12/30-31 제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10% 할인 (단, 프로모션 및 리테일 상품 제외 )

국내 특급호텔 프리미엄 스파 할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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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게 국내 23개 호텔의 스파 할인 혜택 제공

서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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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Visa 등급

그랜드 조선 부산 주중 15%, 주말 및 공휴일 10% 할인 (단, 사전 예약 필수)

파크 하얏트 부산
주중(월-목요일)에 한하여 10% 할인 (단, 1/1, 부산불꽃축제일, 12/24-25, 12/31, 특별 프로모션 기간 제외)

사전 예약 필수, 기타 할인 및 혜택과 중복 적용 불가

제휴처 혜택 Visa 등급

파르나스 호텔 제주 본에스티스 스파 상시 20% 할인 (단, 1/21-23, 9/28-10/2, 12/23-25, 12/30-31, 이외 모든 공휴일 제외)

히든 클리프 호텔 & 네이처 보떼에르 스파 바이 록시 땅 10% 할인 (단, 록시땅 스파 이벤트 프로모션 상품 제외)

JW 메리어트 제주 리조트 & 스파 전 바디 프로그램 상시 5% 할인 (단, 페이셜 프로그램, 리테일 제외, 기타 프로모션 및 중복 할인 불가)

WE 호텔 제주 10% 할인 (단, 패키지 및 프로모션 프로그램 제외, 사전 예약 필수)

국내 특급호텔 프리미엄 스파 할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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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Visa 등급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 정상가 상시 5% 할인 (단, 프로모션 및 이벤트 상품, 제품 구매 할인 적용 불가)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Visa 프리미엄 컨시어지를 통하여 반드시 사전 예약하셔야 하며, 해당 호텔에 직접 예약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스파 별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Visa 프리미엄 컨시어지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다른 판촉 행사,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다른 회사와의 프로모션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 기간에도 호텔의 사정(주요행사, 리노베이션 등)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이용 기간

Visa 특급호텔 스파 서비스는 Visa 프리미엄 컨시어지를 통해 유선 예약 후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Visa 컨시어지에 전화하시어 Visa 프리미엄 서비스 안내 센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Visa 인피니트 컨시어지 : 080-4880-880       - Visa 시그니처 컨시어지 : 080-4840-880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부산 지역

제주 지역

기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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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Visa 기본 서비스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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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지점 Visa 등급

신세계면세점

VIP 혜택

Visa 인피니트 회원에게 신세계면세점 블랙패스 혜택 제공 (최대 20% 할인)

각 영업점 안내데스크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의 Visa 인피니트 카드와 여권 제시시 즉시 발급

(유효기간: 2023년 12월 31일 까지)

국내 전점

 - 명동점

 -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

 -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 부산점 

1661-8778

Visa 시그니처/플래티늄 회원에게 신세계면세점 골드 멤버십 혜택 제공 (최대 15% 할인)

각 영업점 안내데스크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의 Visa 시그니처/플래티늄 카드와 여권 제시 

시 즉시 발급

신세계 면세점 VIP 멤버쉽 혜택 제공

I

S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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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비스는 세일 상품, 일부 품목은 제외되며, 각 브랜드별 사정에 의하여 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제공되며, 온라인 매장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면세점 자체 세일 등의 프로모션 할인, 타 우대 혜택 및 할인 쿠폰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신세계 면세점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멤버십카드 제시 및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신세계 면세점에서 Visa프리미엄 카드 고객에게 면세점 VIP 멤버십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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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지점 Visa 등급

현대백화점 면세점

VIP 혜택

Visa 인피니트 회원에게 현대백화점 면세점 블랙 멤버 혜택 제공 

 - 인도장 우선 인도 서비스

 - 최대 20% 할인

각 영업점 안내데스크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의 Visa 인피니트 카드와 여권 제시시 즉시 발급

(유효기간: 발급 당해 년도 말까지 유효)

국내 전점

 - 무역센터점

 - 동대문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멤버십데스크 위치

 - 무역센터점 10F

 - 동대문점 13F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안내데스크

1811-6688

Visa 시그니처/플래티늄 회원에게 현대백화면세점 골드 멤버십 혜택 제공

 - 최대 15% 할인

각 영업점 안내데스크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의 Visa 시그니처/플래티늄 카드와 여권 제시 

시 즉시 발급

현대백화점 면세점 VIP 멤버쉽 혜택 제공

I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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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여권과 동일 명의의 Visa 프리미엄 카드를 지참하고 현대백화점면세점을 방문한 고객에 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BLACK 멤버십은 최대 20%, GOLD 멤버십은 최대 15% 상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면세점 가입 고객은 제외, 할인율은 브랜드별 상이)

•BLACK 멤버십 등급은 발급일로부터 당해년도 연말까지 유효하며 GOLD 멤버십은 발급을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상기 서비스는 세일 상품, 일부 품목은 제외되며, 각 브랜드별 사정에 의하여 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면세점 자체 세일 등의 프로모션 할인, 타 우대 혜택 및 할인 쿠폰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이용 기간

현대백화점 면세점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멤버십카드 제시 및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현대백화점 면세점에서 Visa프리미엄 카드 고객에게 면세점 VIP 멤버십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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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VISA 등급

캐치패션 최대 3% 

추가 캐쉬백 혜택

아래 캐치패션 파트너 사 중 매달 선정된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추가 캐쉬백 혜택 제공 (최대 3% 캐쉬백)

 *  파트너사: Mytheresa, Matches fashion, Farfetch, 24S, SSENSE, Mr Porter, Net-a-porter, Yoox, Luisa via Roma, 

   LN-CC, Harvey Nichols, Selfridges&Co, Harrods 등

 *  상기 파트너사는 캐치패션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캐치패션 추가 캐쉬백 혜택

I S P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인피니트, 시그니처 및 플래티넘 카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단, 법인카드 제외)

•상기 서비스는 이용방법에 따라 캐치패션 홈페이지의 Visa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인증 후 해당 파트너사에서 구매, 결제 시에만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 이용 시 구매금액 환율 및 세부 캐쉬백 산정 기준은 캐치패션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Visa 프로모션 페이지의 세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캐쉬백 제공에 있어 타 사이트 경유 프로그램 설치 시 또는 캐치패션에서 고지한 할인코드 외 기타할인코드 사용 시 등 일부 사유에 따라 추가 캐쉬백 적립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Visa 

프로모션 페이지의 세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캐시백 산정은 배송비, 관부가세 및 기타 세금을 제외한 순수 상품가에 요율이 적용됩니다. (상품가에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시 품목별 부가세를 제하고 산정이 이루어지므로 실제 결제금액과 

순수 상품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제휴사의 인정된 구매 내역에 대해서 추가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일부 브랜드는 프로모션 행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외 브랜드는 캐치패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24S-Louis Vuitton, Celine and Dior 제외)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이용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캐치패션 홈페이지(www.catchfashion.com)에서 Visa 프로모션 페이지를 통해 캐치패션 ID, 카드소지자명 및 카드번호 인증 후 대상 파트너 사로 이동하여 구매 및 결제 시 

파트너사별 명시된 추가 캐쉬백 혜택 제공

Visa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게 전세계 유명 파트너사와의 정식 제휴로 럭셔리 브랜드의 제품에 대한 검색, 가격 비교, 캐시백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쇼핑 

플랫폼인 캐치패션에서 기존 캐쉬백 외 최대 3% 캐쉬백 혜택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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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VISA 등급

E-Commerce 구매 보호 

무료 보험

Visa Signature 또는 Infinite 카드를 사용하여 온라인 구매를 하는 한, 다음 사례 중 하나에 대해 각각 연간 $200 또는 

$1,000까지의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드립니다.

 - 물품 배송 예정일 30일 이후에도 구매 품목 미배달되는 경우

 - 구매 품목의 잘못된 배송 또는 불완전한 배송이 발생한 경우

 - 구매 품목의 배송 시 물리적 손상을 입은 경우

보상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Visa 인피니트: 총 USD$1,000 한도 (일회 한도 및 연간 한도 $1,000)

 - Visa 시그니처: 총 USD$200 한도 (일회 한도 및 연간 한도가 $200)

E-Commerce 구매 보호 보험 혜택

I S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인피니트, 시그니처 카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이용방법에 따라 Visa AIG 페이지에서 인증 후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국내 및 해외 e-Commerce에 대해 모두 적용되며, 세부 보장 가능 사항 및 내용 등은 Visa AIG 페이지의 Terms & Conditio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비스를 통해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은 Claim For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이용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9월 30일

Visa AIG 홈페이지(www.aig.com/visa/apac)에 방문하여 카드번호 앞 6자리를 입력 후 인증 후, 이용약관(Terms & Condition) 확인 및 Claim Form을 작성하여 Kr_visacard_

claims@aig.com 으로 이메일을 통해 제출. 이용방법, 보상절차 및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가 있을 시 상기 이메일 또는 1566-1864로 문의 바랍니다. 

E-Commerce 구매 보호 보험은 온라인 쇼핑 시 추가적인 보험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며 온라인 구매 관련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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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Visa 기본 서비스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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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엑스 골프이용 혜택

제휴처 혜택 Visa 등급

레인지엑스 이용시

추가 혜택 제공

횟수제 이용시 

 - 10회권 : 추가 1회 제공 / 20회권: 추가 2회 제공 / 30회권 : 추가 3회 제공 

기간제 이용시  

 - 1개월 권 : 추가 3일 제공 / 3개월권 : 추가 9일 제공 / 6개월 권 : 추가 18일 제공 / 12개월권 : 추가 36일 제공

 *이용 지점 

  레인지엑스 대치, 레인지엑스 가로수, 레인지엑스 서래, 레인지엑스 삼성, 레인지엑스 역삼,

  레인지엑스 청담, 레인지엑스 잠실, 레인지엑스 봉은사, 레인지엑스 서초, 레인지엑스 반포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상기 서비스는 다른 판촉 행사, 또는 특전, 할인 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혜택은 1회권 구매시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레인지엑스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이용 기간

래인지엑스 이용권 결제시 Visa 인피니트 및 시그니처 카드로 결제시 상기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실내 골프 연습에 최적화된 론치모니터 시스템 레인지엑스를 활용한 레인지엑스 쇼룸에서 10% 상당 추가 혜택 제공 

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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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플랫폼 할인 혜택 

제휴처 혜택 Visa 등급

Skillshare

스킬셰어 멤버십 40% 할인

 - 신규 Skillshare 사용자에게만 유효한 혜택이며, 유효한 신용 카드 결제가 필요합니다.

 - 다른 혜택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카드 소지자당 1회 사용이 허용됩니다.

 - 유효한 카드 소지 고객에게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평가판에는 Skillshare 서비스 약관이 적용됩니다.

edX

edX 코스 15% 할인 (edx.org)

 - 쿠폰 코드 VISA15를 입력하고 비자카드로 결제하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코드는 개별 수업을 제외한 프로그램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ennX 또는 StanfordX 수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열려 있는 2500개 이상의 수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getSmarter

2U getSmarter온라인 코스 15% 할인 (www.getsmarter.com) 

 - 쿠폰 코드 2UESGSVISA15를 입력하고 비자카드로 결제하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코드는 비자 카드 소지자에게만 유효하며 양도 불가합니다.

 - 이 코드는 현금화나 크레딧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해당 수업의 잔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혜택은 웹사이트에 등록된 특정 2U GetSmarter 온라인 단기 수업 한정으로 적용됩니다.

 - 모든 수업 등록에 적용되는 추가 이용 약관은 GetSmarter 웹사이트:https://www.getsmarter.com/terms-and-

   conditions-for-students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British Council

영어 온라인 코스 10% 할인 (https://englishonline.britishcouncil.org/en/visa/)

 - 해당 페이지에서 예약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비자카드 고객 할인은 다른 프로모션과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상기 서비스는 다른 판촉 행사, 또는 특전, 할인 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지 않은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용 방법

이용 기간

각 교육 플랫폼 또는 혜택 페이지에서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시 상기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세계 유수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코스 등록시 할인 혜택 제공

I S P

I S P

I S P

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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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올로마나 골프장 할인 및 특별 혜택

제휴처 혜택 Visa 등급

올로마나 골프장 

그린피 15% 할인 및

특별 혜택

Visa 인피니트, 시그니처, 플래티늄 카드로 결제시 그린피 15% 할인

연습 볼 1 bucket 무료 제공 (1인당)

오아후섬 동쪽에 위치한 올로마나 골프장은 영화 "쥬라기공원"배경이 된 코올라우 산맥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휴양지 

골프장입니다.

미국 전 오바마 대통령이 사랑한 하와이 골프장으로 유명하며, 미쉘 위가 어린시절 골프선수의 꿈을 키우며 연습한 곳으로써 

가장 하와이 다운 매력을 느껴보세요!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예약 무료 변경은 최초 결제일로 부터 1년 까지는 무료 변경이 가능하며, 예약 무료 취소는 예약일 7일전까지 가능합니다.

•예약은 최소 2인 이상 부터 가능합니다.

•다른 할인 및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올로마나 골프장 이용 규정 및 조건에 따릅니다.

•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이용 기간

www.olomanagolfkinks.com에서 예약 시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Visa 인피니트 및 시그니처 고객은 Visa 컨시어지를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 인피니트 전용 전화: 080-4880-880

 - 시그니처 전용 전화: 080-4840-880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Visa 프리미엄 카드 고객을 위한 단독 혜택, 하와이 올로마나 골프장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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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컨시어지

전 세계 여행 예약, 공연 티켓 예매, 프라이빗 골프 클럽에서의 라운딩, 특별한 날을 위한 저녁 식사 예약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프리미엄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드 분실• 도난 신고 접수, 긴급 카드 발급, 긴급 현금 지원 서비스 등은 지원하지 않으며, 해외 체류 시 발생하는 각종 긴급 서비스에 관련한 사항은 Visa 글로벌 고객 

지원센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래 컨시어지 번호로 연결 후 한국어 안내를 받으시려면 2번을 누르신 후 Visa 컨시어지 연결을 원하시면 3번을 눌러 주십시요.

Visa 인피니트 컨시어지 080 4880 880 Visa 시그니처 컨시어지 080 4840 880

운영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모바일 Visa 컨시어지

이제 Visa 컨시어지 서비스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Visa Concierge”를 입력하시고 앱을 다운로드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체류 시, 체류국 내에서 사용 가능한 Visa 프리미엄 컨시어지 전화 번호

해외 체류 시에 아래의 현지 직통 수신자부담 전화번호를 통해 Visa 컨시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국가의 유선전화를 통해 이용 시에만 적용되며, 해외 로밍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통신사의 해외 로밍 요금이 부과되므로, 이용시 유의 부탁드립니다.

주요 해외 여행 체류국 현지 직통 국제 자동 전화 (IDD)번호

뉴질랜드 0800 103 298

대만 0080 1444 193

마카오 0800 706

말레이시아 1800 805 572

미국 1866 765 9643

싱가포르 800 4481 292

인도 1080 0744 0538

주요 해외 여행 체류국 현지 직통 국제 자동 전화 (IDD)번호

인도네시아 0018 0344 1235

일본 0023 80040 1089

중국 1080 0744 0538

태국 0018 00441 3327

필리핀 1800 1441 0078

베트남 1080 0744 0538

호주 1 800 555 652

홍콩 800 901 869

위에 명시된 국가 이외의 국가 체류 시에는 연결할 수 있는 국제자동전화 (IDD)번호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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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Visa 발급사 선택 서비스

프레스티지 카드 전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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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 카드 전용 서비스

리무진 서비스 및 의전 서비스 아시아 16개국 무료 편도 리무진 서비스 및 의전 서비스 (각 연 2회)

호텔 무료 숙박 서비스

전 세계 주요 프리미엄 호텔에서 연속 4박 이상 숙박 시 무료 1박 서비스

※  호텔에 따라 특정 날짜 또는 5박 이상 예약 시 할인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할인 여부는 예약 전에 반드시 프레스티지 전용라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골프

국내 참여 골프장 주중 본인 무료 그린피(연 4회) / 해외 참여 퍼블릭 골프장 본인 무료 그린피 (연 3회)

※ 이용조건 • 골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상가의 그린피를 결제하는 최소 1명 이상의 동반자가 함께 라운딩 하셔야 합니다.                  

               •예약 증가로 인해 희망하시는 날짜와 지역의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컨시어지 (개인비서 서비스) 프레스티지 고객 전용 여행, 쇼핑, 문화 등 전문 상담 컨시어지 24시간 서비스 제공

이용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아래 서비스는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전용 서비스입니다.

•리무진 서비스 및 의전 서비스는 전월 사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제공

   - 전월 실적 기준 : 전월 1일 ~ 말일까지 일시불 및 할부 사용액 기준 (승인 기준)

   - 전월 사용금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매출이 있는 경우 해당 매출 제외

   - 가족 카드 회원에게는 서비스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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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Visa Young Premium 서비스

카카오뱅크 씨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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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진에어 빠른 체크인 및 수하물

우선 하기 서비스

진에어 홈페이지/모바일 (웹, 앱)을 통해 Visa Young Premium 카드로 국제선 왕복 항공권 결제 시

빠른 체크인 및 수하물 우선 하기 서비스 제공 (연 4회, 이용 시 최대 4인까지)

진에어 빠른 체크인 및 수하물 우선 하기 서비스

진에어 항공편 이용 시 Visa Young Premium 카드 회원을 위한 특별 혜택 제공

• 상기 서비스는 진에어 홈페이지, 모바일 웹사이트, 모바일 앱을 통해 국제선 왕복 항공권을 Visa Young Premium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의 예약 건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단, 앱 카드 및 간편결제로 결제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며, 공항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공항 체크인 시 Visa Young Premium 카드와 함께 유효한 e-Ticket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카드 소지자와 탑승자의 성명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상기 서비스는 연 4회에 한하여 제공되며, 이용 시 최대 4인까지 서비스 제공됩니다.

•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왕복 항공권에 한하여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 가능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한하여 편도 1회 제공됩니다.

• 서비스 제공 가능 공항

   - 빠른 체크인: 인천공항

   - 수하물 우선 하기: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 수하물 우선 하기 서비스는 무료 수하물에 한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추가 수하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 수하물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진에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비스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예약, 결제 및 취소와 관련한 사항은 진에어의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판촉 행사,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진에어 홈페이지(www.jinair.com), 모바일 웹사이트, 모바일 앱을 통해 국제선 왕복 항공권을 결제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항 체크인 시 Visa Young Premium 카드와 함께 유효한 e-Ticket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가능 공항

- 빠른 체크인: 인천공항 출발편 편도

- 수하물 우선 하기: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출발편 편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예약 및 결제 완료 (단, 2024년 3월 31일까지 반드시 탑승을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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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혜택

벅시 door-to-door 

공항 리무진 할인 서비스
공항 전용 차량 공유 서비스 앱인 벅시(BUXI) 앱에서 Visa Young Premium 카드로 결제 시 5천원 할인 제공 (편도 기준 연 4회, 월 2회)

벅시 Door-To-Door 공항 리무진 할인 서비스

여행이나 출장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Visa Young Premium 카드 회원을 위해 공항 전용 차량 공유 서비스인 벅시(BUXI)와 특별 할인 서비스 제공

• 상기 서비스는 벅시 앱을 통해 프로모션 코드 입력 후 Visa Young Premium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며, 프로모션 코드는 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 출발/도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상기 서비스는 편도 기준 연간 4회, 월 2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연간 이용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상기 서비스는 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청주공항으로 이동하거나 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청주공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 상기 서비스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서비스 제휴사인 벅시는 정부가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방역 및 소독지침을 따릅니다. 

• 모든 예약, 결제 및 취소와 관련한 사항은 벅시의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판촉 행사,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이용 기간

벅시 앱을 통해 프로모션 코드 VISA-YP23 입력 후 Visa Young Premium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코드는 인천/김포/김해/청주공항 출발/도착에 한하여 적용되며, 편도 기준 연간 4회, 월 2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예약 완료 (단, 2024년 6월 30일까지 탑승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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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럭(goodlugg) 글로벌 250개 짐배송/보관 할인 서비스

짐 없는 가벼운 여행을 위한 글로벌 Luggage Service Platform인 굿럭앱(goodlugg)에서 제공하는 모든 짐배송 및 보관 서비스 최대 20% 할인 제공

• 상기 서비스는 비자카드 전용 할인란에 국내에서 발급된 본인의 Visa 프리미엄 카드 앞 6자리 입력 후 해당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상기 서비스는 굿럭앱(goodlugg)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며, 굿럭 웹사이트 외에 현지에서 후 결제하는 경우 (현지에서 추가 짐을 결제하는 경우 등)에는 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결제 단계에서 할인금액이 자동 적용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시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추후 할인 적용이 불가합니다.

• 상기 서비스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굿럭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본인 예약에 한하여 이용횟수 제한 없이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월 1회 혹은 OO 결제 한도내 등) 타 할인쿠폰과의 중복 할인은 불가합니다.

• 모든 서비스 예약은 글로벌 도시의 현지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예약, 결제 및 취소와 관련한 사항은 굿럭의 이용약관 및 취소/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이용 기간

굿럭앱(goodlugg)을 통해 예약 시, “20%할인”결제란에 ‘Visa 카드번호 6자리’ 입력 후 해당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Visa 인피니트, 시그니처 20%할인. Visa 플래티늄 10% 할인)

짐배송은 이용 전일 18:00까지 (두바이는 48시간 전, 현지시간 기준), 짐보관은 이용 당일 3시간 전까지(현지시간 기준) 예약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굿럭고객상담 : 카카오톡 채널 ID: goodlugg 검색 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예약 및 결제 완료

제휴처 주요 국가 혜택 Visa 등급 할인율

글

로

벌

글로벌 실시간 짐 보관

(Real-time Storage)

유럽, 미국, 호주 등 전 세계 250여개 도시

 *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아시아 주요도시  

전 세계 250개 도시에서 9천원대 (짐 1개, 24시간 보관기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변의 호텔 및 짐 보관소를 실시간 검색 후 짐을 보관하는 서비스

호텔-공항 간 당일 짐 배송

(Same Day Delivery)

서울 및 동남아 주요 도시

(서울, 싱가폴, 방콕,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호치민, 

하노이, 다낭, 호이안, 대만 등)

해외호텔에서 공항으로, 공항에서 호텔로 짐을 먼저 보내고 원하는 시간에 

공항데스크에서 짐을 픽업하는 서비스

미국 도시간 당일 짐 배송

(US VIP Delivery)

미국 200여개 국내선 주요공항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등)

국내선으로 미국 도시를 이동시, 출발공항에서 짐을 체크인만 하면, 도착공항 

baggage claim에서 굿럭스탭이 대신 짐을 픽업해서 호텔/에어비앤비 등 

숙소로 6시간내 배송하는 서비스

두바이 홈체크인 & 짐찾기 SKiP

(Home Check-in & SKiP)

두바이↔서울

 * 홈체크인:두바이 호텔에서 인천공항까지 

 * 짐찾기 SKiP:인천공항에서 두바이 호텔까지 

공항수속(보딩패스 수령, 짐 체크인)을 두바이 호텔에서 하고,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는 서비스

국

내

집-호텔간 짐 배송

(Door-to-Door Delivery)

서울↔제주/부산 호텔로 짐배송

 * 서울전지역 및 판교 오피스

 * 제주도 및 부산 전 호텔

여행 전날 집에서 보내면, 다음날 제주/부산 호텔로 배송되는 다이렉트 짐배송 

서비스 (서울 ↔ 제주/부산)

집-골프장 간 골프백 굿샷배송

(Golf Club Delivery)

서울↔제주/부산 골프장으로 골프백 배송

 * 서울전지역 및 판교 오피스

 * 제주도, 부산, 경주, 여수 골프장

집에서 골프장으로, 골프장에서 집으로 오늘 보내면 내일 정확하게 도착하는 

골프백 프리미엄 배송서비스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I S

P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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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브릭 호텔

객실 – 예약시 조식 무료 제공(2인 기준)

식음 – 정상가 10% 할인

 - 리프타임 (단, 12/23-1/1 제외)

02-3141-8800

머큐어 앰배서더 서울 홍대

객실 – 스탠다드 주중 132,000원 / 주말 198,000원

          슈페리어 주중 143,000원 / 주말 209,000원

          슈페리어 디럭스 정상가 상시 15% 할인

(단, 사전 유선 예약 필수, 최소 1일 전 예약 필수 (당일 예약 불가), 12/23-1/1 제외)

02-3774-1101

신라 스테이 광화문

객실 – 객실 패키지 5% 할인

 - 신라스테이 공식 패키지에 한하며, 일부 특가 패키지 제외

 - 사전 예약 없이 현장 방문 시, 혜택 제공 불가

식음 – 중, 석식 뷔페 5% 현장 할인

 - 뷔페 레스토랑 cafe

 - 전 지점(단, 제주점 제외) 

 - 단, 조식/돌잔치/연회 및 특선 뷔페 제외

 - 단, 최대 10인 적용 가능, 음료 및 주류 할인 불가, 사전 예약 필수 

02-2230-0700

신라 스테이 구로

신라 스테이 동탄

신라 스테이 마포

신라 스테이 삼성

신라 스테이 서대문

신라 스테이 서부산

신라 스테이 서초

신라 스테이 여수

신라 스테이 역삼

신라 스테이 울산

신라 스테이 천안

신라 스테이 해운대

신라 스테이 제주

소설 호텔
객실 –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 2인 조식 제공

 - 주중에 한하며,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는 객실 상황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
02-507-0505

서머셋 팰리스 서울

객실 – Best Flexible Rate 기준 객실 최대 46% 할인 (단, 7/21-8/21, 12/23-25, 12/29-31 제외)

 - 스튜디오/원 베드룸 디럭스/원 베드룸 이그제큐티브/투 베드룸 이그제큐티브 객실에 한해 적용

 - 해당 카드로 전액 결제 시 혜택 적용, 다른 프로모션 및 혜택과 중복 사용 불가, 사전 예약 필수

 - 조식 포함 (스튜디오, 원 베드룸: 2인 포함, 투 베드룸: 3인 포함)

02-6730-8888

Visa Young Premium 카드 회원에게 국내 30개 부티크 호텔의 객실 및 식음 특별 할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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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객실 – 정상가에서 5% 할인 02-2108-9000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

객실 – 에불루션 주중 런치 & 디너 뷔페 10% 할인

          에불루션 주중 에프터눈 티 세트 10% 할인 

(단, 중복 할인 불가, 음료 및 주류 제외, 12월 페스티브 시즌 (매년 12/1-31) 제외)

02-2160-8900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

객실 – 호텔 공식 홈페이지(Fourpointsguro.com)에 노출되고 있는 당일 상용 요금에서 유선 예약 시 5% 할인

(단, 호텔 사정에 따라 이용 제한일이 있을 수 있음, 타 프로모션과 중복 할인 적용 불가)

식음 – 푸드 5% 할인

 - 테이블 32레스토랑 (단, 레스토랑 사정에 따라 이용 제한일이 있을 수 있음, 타 프로모션과 중복 할인 적용 불가)

02-6905-9500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

객실 – 패키지 10% 할인 (VAT 별도), 부대시설 이용 무료

식음 – 10% 할인 (단, 프로모션 제외)

 - 1층 FIRST FLOOR 레스토랑 (단, 주말 런치/디너만 해당)

 - 16층 라운지 (단, 주말 음료/주류만 해당)

02-2098-0800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객실 – 패키지 10% 할인 (VAT 별도), 부대시설 이용 무료

식음 – 10% 할인 (단, 각 업장별 프로모션 및 호텔의 PKG구성품 제외)

 - 1층 FIRST FLOOR 레스토랑 (단, 주말 런치/디너만 해당)

 - 23층 라운지 (단, 주말 음료/주류만 해당)

02-2220-8888

라마다앙코르 바이 윈덤 

부산 해운대

객실 – 주중(일-목): 슈페리어 더블 80,000원 / 디럭스 트윈 90,000원 / 패밀리 트윈 110,000원

          주중(금): 슈페리어 더블 100,000원 / 디럭스 트윈 110,000원 / 패밀리 트윈 140,000원

          주말(토): 슈페리어 더블 170,000원 / 디럭스 트윈 190,000원 / 패밀리 트윈 220,000원

 - 주말(금) 요금 적용: 2/28, 9/27

(단, 1/21-24, 5/5-6, 7/21-8/14, 9/28-30, 10/1-2, 10/7-8, 11/4, 12/23-24, 12/31, 부산국제영화제, G-STAR

(11/15-18) 제외)

051-610-3000

이비스 앰배서더 부산 해운대

객실 – 비수기: 주중 정상가 70% 할인 / 주말 정상가 40% 할인

          성수기: 정상가 40% 할인 

(단, 여름 성수기, BIFF, 불꽃축제기간, 연말연시, 대형행사기간(BEXCO 등) 제외)

051-63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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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부산 객실 - 정상가에서 5% 할인 051-749-7777

더 그랜드 섬오름

객실 - 사전 예약 시 호텔 웹사이트 가격 기준 객실 20% 할인

 - 예약 방법: 전화 예약 064-800-7200 또는 이메일 예약 reservation@sumorum.com

 - 숙박 시 1년 1회 2인 조식 식사권 무료 제공 및 웰컴드링크 제공

 - 투숙객 부대시설 무료 이용 가능

식음 - 식음료 10% 할인

064-800-7200

랴먀다 대전 호텔 객실 – 정상가 상시 40% 할인 042-540-1000

리디자인 호텔
객실 - 객실 업그레이드 또는 조식 2인 무료제공 

 - 사전 예약 시 택 1
031-284-3434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인천 에어포트

객실 – 유선 예약 시 주중 정상가 기준 50% 할인 / 주말 정상가 기준 40% 할인

 - 주중 예약 시 선착순 디럭스로 업그레이드 제공

(단, 체크인 시 가능 여부 확인 가능, 중복 할인 불가, 1/1, 4/28-5/6, 12/22-24, 12/29-31 제외)

식음 - 유선 예약 시 상시 10% 할인

(단, 알코올 및 주류 제외, 중복 할인 불가, 1/1, 4/28-5/6, 12/22-24, 12/29-31 제외)

032-310-7200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Young Premium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 기간(특별행사, 레노베이션 등)에도 호텔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비스는 호텔 룸서비스, 미니바, 연회행사, 호텔 내의 외부 임대업장 이용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프로모션,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다른 

회사와의 프로모션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명기된 객실의 요금은 부가세 및 봉사료가 포함된 가격 입니다.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별도 사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호텔별 혜택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유의 사항

이용 기간

각 호텔 대표번호를 통하여 유선예약 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선 예약 시 반드시 Visa Young Premium 카드 회원임을 미리 고지하셔야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 2023년 3월 재 오픈 일정과 동시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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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처 라운지 혜택 전화번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더 라운지 앤 바 10% 할인 02-2270-3101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라운지 & 데크 10% 할인 02-6410-1143

호텔 오노마 대전 오토그래프 컬렉션 오노마 라운지 5% 할인 042-259-8063

제주 신화월드

디 아일렛 라운지(메리어트관)

엠 라운지 (메리어트관)

랜딩라운지&델리 (랜딩관)

바온탑 (신화관)

5% 할인 1670-8800

제주 오리엔탈 호텔 르시엘 10% 할인 064-754-8721

호텔 토스카나 까보스코 베이커리 20% 할인 064-735-7050

히든 클리프 호텔 & 네이쳐 치치 15% 할인 064-795-4165

JW 메리어트 제주 리조트 & 스파 로비 라운지 5% 할인 064-803-7777

WE 호텔 제주 아잘리아 라운지
아메리카노 1 + 1

(테이크 아웃만 적용)
064-730-1281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영 프리미엄 카드를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서비스가 적용되며, 해당 카드로 결제 시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다른 특전 및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회 참석 및 국가 주요행사 시에는 상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이용 고객의 집중 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별도 사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호텔 별 혜택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유의 사항

이용 기간

서비스 참여 호텔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원하는 음료 주문 후, 비자 영 프리미엄 카드로 현장 결제 시 할인 서비스 또는 우대 혜택이 제공 됩니다.

프로모션 메뉴 및 세트 메뉴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며, 영 프리미엄 카드를 소지 및 결제한 본인 1인에 하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카드를 소지한 본인에 한해 1일 1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WE 호텔 제주의 경우 아메리카노 주문 시 테이크 아웃을 요청하는 고객에 한하여 아메리카노 1잔이 추가로 무료 제공 됩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Visa Young Premium 카드 회원에게 제주 특급호텔 로비 라운지 이용시 할인 혜택 제공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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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트란 쉐리에 우대 혜택

제휴처 혜택 전화번호

곤트란 쉐리에 (7개 지점)

1. 베이커리 품목 ₩15,000 이상 구매 시 아메리카노 50% 할인

2. 베이커리 품목 ₩20,000 이상 구매 시 아메리카노 무료 증정

* 강남역점, 마포공덕점, 성수역점, 압구정 에스파스점, 잠원점, 청담점, 한남점 한정

0507-1437-3325 (강남역점)

02-701-8860 (마포공덕점)

02-466-2956 (성수역점)

02-511-1050 (압구정 에스파스점)

02-530-5523 (잠원점)

02-515-8860 (청담점)

02-790-8860 (한남점)

INFINITE SIGNATURE PLATINUMI S P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영 프리미엄 카드를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서비스가 적용되며, 해당 카드로 결제 시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상시 서비스는 다른 특전 및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비스의 내용 및 업장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비스는 국제브랜드사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회사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제휴사정에 따라 사전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유의 사항

이용 기간

우대 혜택을 위해서는 비자 영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비자 영 프리미엄 우대 혜택을 요청하셔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강남역점, 마포공덕점, 성수역점, 압구정 에스파스점, 잠원점, 청담점, 한남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비자 영 프리미엄 카드를 소지 및 결제한 본인 1인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기타 음료로 변경이 불가하며, 아메리카노 음료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Visa Young Premium 카드 회원에게 곤트란 쉐리에 아메리카노 할인 또는 무료 증정 서비스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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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조건

본 서비스 패키지에 명기된 모든 혜택의 세부사항은 해당 서비스 제휴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합니다. Visa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해당 혜택이 유효하고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 제공사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의심할 여지를 없애고자, Visa에서는 Visa 카드 소지자를 위해 이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이 혜택을 위한 모든 재화 및/또는 용역의 유일한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 제휴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혜택에 따라 어떠한 재화 및/또는 용역을 구입하게 되면 서비스 제휴사와 재화 및/또는 용역을 구입한 사람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고, Visa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에도, 미래에도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Visa 카드 소지자는 이해하고 인정하며 동의합니다.

이 혜택에 대한 어떠한 재화와 용역이든 이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고자 시도함으로써 Visa 카드 소지자는 다음의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동의합니다.

• 카드 소지자가 어떠한 재화 및/또는 용역이든 이를 구입하거나 구입을 시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 불만 제기, 갈등(“클레임")은 Visa 카드 소지자가 해당 업체와 더불어 직접 해결해야 하며, 

Visa 카드 소지자는 Visa에 맞서 어떠한 권리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앞서 말한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해당 혜택 또는 이 혜택에 따라 제공하는 재화 및/또는 용역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시도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상해, 

사망, 허위표시, 피해 또는 누락과 관련하여 어떠한 손실, 피해, 비용, 또는 권리 청구에 대해서도 Visa에게는(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법적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3 - C1a - 02482호 (2023.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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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