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Visa
브랜드 서비스 안내장

Visa 등급 별 씨티카드 상품 및 제공되는 서비스
Visa 서비스 등급

상품명

제공 서비스

인피니트(Infinite)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기본 서비스+발급사 선택 서비스(일부)

시그니처(Signature)

씨티 프리미어마일 카드
씨티 NEW 프리미어마일 카드

기본 서비스+발급사 선택 서비스(일부)

갤러리아 씨티카드 프레스티지
갤러리아 씨티카드 플래티늄
갤러리아 한화 CMA 카드
대백 씨티카드
대백 씨티카드 아인스
비자 플래티늄 카드
신세계 씨티 아시아나 플래티늄 카드

기본 서비스+발급사 선택 서비스(일부)

신세계 씨티카드 콰트로
신세계 플래티늄 카드
플래티늄(Platinum)

씨티 Affinity 플래티늄 카드
씨티 스카이패스 비자카드
씨티 스카이패스 플래티늄 카드
씨티 아시아나 플래티늄 카드
카카오뱅크 씨티카드

기본 서비스+영 프리미엄 서비스

신세계 씨티 리워드 카드
씨티 NEW 캐시백 카드
씨티 리워드 카드
씨티 멀티플러스 카드

기본 서비스

씨티 메가마일 스카이패스 카드
씨티 클리어 카드
* Visa 브랜드 서비스는 플래티늄 이상 등급의 카드에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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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비스
INFINITE I

서비스 카테고리

프리미엄 서비스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I

Visa 호텔 무료 숙박 서비스
I

Visa Luxury Hotel Collection

S

Hotels.com 할인 서비스

I

S

P

Preferred Hotels & Resorts 서비스

I

S

P

해외 렌터카 서비스

I

S

P

Rentalcars.com 할인 서비스

I

S

P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항 픽업 서비스

I

S

P

Travel

굿럭(goodlugg) 해외여행 캐리어 배송/보관 할인 서비스
공항 카페 할인 서비스
Airport

Hotel

P
I

인천공항 코트룸 무료 서비스

I

P
S

공항 의전 서비스(yQ Meet & Assist)

I

S

P

국내 특급호텔 F&B 할인 서비스

I

S

P

국내 특급호텔 객실 및 패키지 할인 서비스

I

S

P

I

국내 특급호텔 프리미엄 스파 서비스

Shopping

S

S

면세점 할인 서비스

I

S

P

해외 The Bicester Village Shopping Collection 서비스

I

S

P

해외 온라인 쇼핑 혜택

I

S

P

Klook SIM 카드 및 Wi-Fi 상품 할인 서비스

I

S

P

망고플레이트 EatDeal 할인 서비스

I

S

P

골프 클럽 그린피 할인 서비스

I

S

P

Lifestyle

Visa 컨시어지 서비스

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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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사 선택 서비스
INFINITE I

서비스 카테고리
Hotel

프리미엄 서비스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국내 특급호텔 발렛파킹 서비스

I

S

P

인천공항 발렛파킹 서비스

I

S

P

Airport
김포공항 발렛파킹 서비스
NEW 프리미어마일
카드 전용 서비스
프레스티지 카드
전용 서비스

I

NEW 프리미어마일 카드 보유 고객만을 위한 서비스

프레스티지 카드 보유 고객만을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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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Visa 기본 서비스
Travel

4

Visa 호텔 무료 숙박 서비스
전 세계 5천개 이상의 호텔에서 3박의 유료 숙박 마다 1박의 무료 숙박 혜택 제공
INFINITE I

제휴처

혜택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전 세계 5천개 이상의 호텔에서 Visa 인피니트 카드 회원만을 위해 매 4박 중 1박의 무료 숙박 서비스 제공
Visa 호텔 무료 숙박 서비스

이용 방법

단,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시에만 본 혜택을 제공하며, 동일한 호텔에서 연속으로 한번에 4박 이상 숙박 시 매 4박 중
1박의 숙박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며, 무료 숙박 중 세금, 수수료는 제외 됩니다.

I

Visa 호텔 무료 숙박 서비스는 아래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및 Visa 인피니트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https://visa-hotel-nights.inspiredlifestyles.com/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이용 기간 내에 예약 및 결제를 완료하여야 함)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인피니트 카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되며, 반드시 별도로 마련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기 서비스는 Visa 인피니트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Visa 인피니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며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상기 서비스는 동일한 호텔에서 연속으로 최소 4박을 숙박해야 제공 되며, 매 4박 중 1박에 대해 무료 숙박(세금, 수수료 제외)을 제공 합니다. (예: 4박 투숙 시 1박 무료, 8박 투숙 시 2박 무료)
•Visa 인피니트 무료 호텔 숙박 사이트를 통한 예약은 환불되지 않으며 예약 날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예약은 최소 체크인 48시간 전에 해야 합니다.
•예약은 Ascenda Loyality Pte 싱가포르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고객이 선택하는 통화로 선 결제 되고 청구 됩니다.
•고객은 모든 무료 숙박에 대해 세금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약 시에 체크인 시에서 호텔 투숙객으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선택된 시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세금을 제외하고 모든 적용 세금과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기타 표준 호텔 예약 약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visa-hotel-nights.inspiredlifestyles.com 을 참조하십시오.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사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사전 통지 없이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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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Luxury Hotel Collection
전 세계 900여 개 최상급 프리미엄 호텔에서 다양한 혜택 제공
INFINITE I

제휴처

혜택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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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 Luxury Hotel
Coll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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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 객실 업그레이드, Late Check-out 및 무료 인터넷 이용 서비스는 가능 시에만 제공됩니다.
** VIP 게스트 우대 서비스는 호텔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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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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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리스트, 이용요금, 취소수수료 등 상세한 내용 및 이용약관은 Visa Luxury Hotel Collection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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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s.com 할인 서비스
전 세계 수십만 개 호텔과 2천9백만 개 실제 숙박 리뷰를 보유하고 있는 Hotels.com에서 Visa카드로 결제 시 최대 8% 할인 제공
INFINITE I

제휴처
Hotels.com 할인 서비스

이용 방법

혜택
전 세계 수십만 개 호텔과 2천9백만 개 실제 숙박 리뷰를 보유하고 있는 Hotels.com에서 Visa 카드로 결제 시
최대 8% 할인 제공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I

S

P

Hotels.com 프로모션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모션 코드 “VISA8” 입력 후 Visa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프로모션 웹사이트: http://www.hotels.com/visa
(Hotels.com 일반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예약 완료 (단, 2021년 3월 31일까지 반드시 숙박을 완료하여야 함)

•상기 서비스는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고 Visa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Hotels.com 프로모션 웹사이트 (http://www.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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은 객실 요금에만 적용되며, 세금, 수수료 등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패키지 상품 (예: 호텔+항공), 단체여행서비스를 통한 예약, 호텔에서의 후결제, 최저가 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호텔에 대한 예약의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 예약 건에 대한 소급 적용도 불가합니다.
•상기 서비스는 IHC, Marriott, Starwood 계열 호텔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비스를 이용한 예약의 경우 Hotels.comTM Rewards 숙박을 적립하거나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Hotels.com의 이용약관이 적용되며, 모든 예약은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판촉 행사,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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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red Hotels & Resorts 서비스
전 세계 다양한 호텔 및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는 Preferred Hotels & Resorts에서 예약 시 특별한 혜택 제공
INFINITE I

제휴처

SIGNATURE S PLATINUM P

혜택

Visa 등급

프로모션 코드 MKTVWO 입력 후 Visa 카드로 결제 시 혜택 제공
Visa Preferred

- Best Available Rate 대비 10% 할인
- 무료 조식 제공 (2인)

I

S

P

Hotel & Resort 서비스
프로모션 코드 MKTVRO 입력 후 Visa 카드로 결제 시 혜택 제공
- 3박 이상 숙박 시 Best Available Rate 대비 15% 할인

이용 방법

Visa Preferred Hotels & Resorts 프로모션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모션 코드 입력하여 예약 후 Visa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코드
- 10% 할인 및 2인 무료 조식: MKTVWO
- 3박 이상 숙박 시 15% 할인: MKTVRO
- 웹사이트: www.PreferredHotels.com/offers/visa-worlds-offer
(상기 웹사이트는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Visa World Offer에 참여한 호텔에 한하여 제공되며, Preferred Hotel의 모든 제휴 호텔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다른 판촉 행사, 해당 호텔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호텔 리스트, 이용요금, 취소수수료 등 상세한 내용 및 이용약관은 Visa Preferred Hotels & Resorts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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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렌터카 서비스
세계 최대 렌터카 업체인 Hertz에서 Visa 프리미엄 카드 회원만을 위해 렌털 시 다양한 혜택 제공
Hertz 렌터카
- 기본 10% 할인과 추가 혜택 제공 (예약 시 CDP#와 PC#를 함께 입력)
제휴처

10% 할인 서비스
(Self–drive car rental)

최소 5일 이상 예약 시
차량 한단계 업그레이드

국가/혜택
미국 및 캐나다
유럽
호주/뉴질랜드
아시아
미국 및 캐나다 (컴팩트에서 스탠다드. 최대 4-door 풀사이즈까지)
유럽 (이코노미에서 미드사이즈. 최대 4-door 풀사이즈 세단)
호주/뉴질랜드 (컴팩트에서 스탠다드. 최대 4-door 풀사이즈 세단)
아시아 (이코노미에서 미드사이즈. 최대 4-door 풀사이즈 세단)
*한국은 제주에서만 제공

최소 6일 이상 예약 시
1일 무료 렌털 서비스

INFINITE I

미국 및 캐나다
유럽 (미드사이즈 이상)
호주/뉴질랜드 (컴팩트 이상)
아시아

프로모션 코드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CDP# 83181

PC# 960470
PC# 213161
PC# 205625
PC# 960945

I

S

P

PC# 960665
PC# 113035
PC# 205630
PC# 982763

* 해당 유럽국가 :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 해당 아시아국가 : 브루나이,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타이완, 베트남, 한국

이용 방법

Hertz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모션 코드 (CDP# / PC#) 입력 후 예약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Hertz 웹사이트 : http://hertzasia.com/visa/kr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상기 서비스는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 제공되며, 반드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상기 서비스는 반드시 국내에서 발급된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예약 가능 지역은 서비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국내 렌털은 제외됩니다.
•각 국가별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연령에 따라 차량 렌털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만 25세 이하의 경우 추가 렌털비가 청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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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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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alcars.com 할인 서비스
Rentalcars.com에서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추가 5% 할인 혜택 제공
INFINITE I

제휴처
Visa Rentalcars.com 서비스

이용 방법

SIGNATURE S PLATINUM P

혜택
전 세계 160 개국, 5만 3천여 개 지역에서 예약 가능한 세계적인 온라인 렌터카 예약 사이트인 Rentalcars.com에서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추가 5% 할인 제공

Visa 등급
I

S

P

Visa 카드 전용 Rentalcars.com 프로모션 링크를 통해 예약 후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
 로모션 링크: http://www.rentalcars.com/?enabler=visakr&affiliateCode=visakorea
(Rentalcars.com 일반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결제 단계에서 프로모션 할인 금액이 자동 적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당시 할인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 추후 할인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Visa Rentalcars.com 프로모션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에만 제공되며, Rentalcars.com 일반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결제 단계에서 입력하는 카드번호 앞 6자리 확인을 통해 할인을 제공하므로, 별도의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제 단계에서 프로모션 할인 금액이 자동 적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당시 할인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 추후 할인 적용이 불가합니다.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 국가 및 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판촉 행사,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품목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Rentalcars.com의 이용약관을 따르며, Rentalcars.com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발급사 또는 Visa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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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항 픽업 서비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시에서 공항에서 숙소, 또는 숙소에서 공항까지 픽업 서비스 특별 할인 제공
INFINITE I

제휴처

TBR Luxury Airport
Transfer Service

이용 방법

SIGNATURE S PLATINUM P

혜택

Visa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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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모션코드: VI2020)
- Visa Signature: 15% 할인 제공 (프로모션코드: VS2020)
- Visa Platinum: 10% 할인 제공 (프로모션코드: VP2020)

I

S

P

Visa 카드 전용 Rentalcars.com 프로모션 링크를 통해 예약 후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
 로모션 링크: https://www.tbrglobal.com/visa
(TBR global.com 일반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상기 웹사이트는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프로모션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에만 제공되며,TBR global.com 일반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결제 단계에서 프로모션 할인 금액이 자동 적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당시 할인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 추후 할인 적용이 불가합니다.
•상기 서비스는 가용 차량 및 기사가 모두 예약된 경우에 제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예약은 서비스 최소 이용 72시간 전에 예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상기 서비스의 경우 추가 경유, 취소, 변경, 그리고 대기 시간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 취소는 서비스 이용 48시간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48시간 내에 취소가 될 경우 비용이 청구됩니다.
•서비스 이용 48시간 내에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변경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TBR Global Chauffeuring의 이용약관을 따르며, TBR Global Chauffeuring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발급사 또는 Visa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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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럭(goodlugg) 해외여행 캐리어 당일배송/보관 할인 서비스
전 세계 250여 개 도시에서 짐 없는 가벼운 여행을 위한 글로벌 Luggage Platform인 goodlugg.com의 당일 짐배송 및 보관 서비스 특별 할인 제공
INFINITE I

제휴처

해외호텔-공항 간 당일 짐 배송
(Same Day Delivery)

주요 국가

글로벌 실시간 안심 짐 보관
(Real-time Storage)

혜택

동남아 주요 10대 도시

Visa 플래티늄 카드로 결제 시 20% 할인 제공

(싱가폴, 방콕, 오사카, 하노이, 다낭

당일 짐 배송 서비스란: 해외호텔에서 공항으로, 공항에서 호텔로 짐을 먼저

호이안, 쿠알라룸프, 조호바루, 홍콩, 도쿄)

보내고 원하는 시간에 공항데스크에서 짐을 픽업하는 서비스임

유럽, 미국, 호주 등 전 세계 주요 250여 개 도시
* 유럽주요도시(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미국(주요 10대도시), 호주(시드니, 멜버른)
아시아(서울, 싱가폴, 도쿄, 방콕 등)
* 서비스 가능 글로벌 도시는 매월 추가 예정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Visa 플래티늄 카드로 결제 시 20% 할인 제공
안심 짐 보관 서비스란: 주요 100여 개 도시에서 8천원대(24시간 보관기준)의

P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변의 호텔 및 짐 보관소를 실시간 검색 후 짐을 보관하는
서비스임

Visa 플래티늄 카드로 결제 시 20% 할인 제공
미국 국내선 도시간 당일 짐 배송
(US VIP Delivery)

미국 200여 개 국내선 주요공항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등)

미국 당일 짐 배송이란 미국 국내선으로 도시를 이동시, 출발공항에서 짐을
체크인만 하면, 도착공항 baggage claim에서 굿럭스탭이 대신 짐을 픽업해서
호텔/에어비앤비 등 숙소로 6시간내 배송하는 서비스

이용 방법

굿럭 웹사이트 (www.goodlugg.com)를 통해 예약 시, “Visa 20%할인결제”란에 ‘Visa 카드번호 6자리’ 입력 후 Visa 플래티늄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당일 짐 배송은 이용전일 18:00까지 (한국시간 기준), 안심 짐 보관은 이용 당일 3시간 전까지(현지시간 기준) 예약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굿럭 고객상담 : 카카오톡ID @goodlugg 검색 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예약 및 결제 완료

•상기 서비스는 제휴카드할인란에 국내에서 발급된 본인의 Visa 플래티늄 카드 앞 6자리 입력 후 해당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굿럭 웹사이트(www.goodlugg.com)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며, 굿럭 웹사이트 외에 현지에서 후결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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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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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럭(goodlugg.com)의 이용약관 및 취소/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현지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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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Visa 기본 서비스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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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카페 할인 서비스
인천, 김포, 김해공항 내 카페 매장에서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10% 할인 혜택 제공
INFINITE I

제휴처

매장명
파스쿠찌 (1개점)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

위치

운영시간

여객터미널 면세구역 3층 34번 탑승게이트

06:00~22:00

여객터미널 면세구역 3층 18번 탑승게이트

06:30~21:30

탑승동 면세구역 114번 탑승게이트

06:30~21:30

여객터미널 면세구역 3층 6번 탑승게이트

06:00~22:00

여객터미널 면세구역 3층 49번 탑승게이트

06:00~22:00

던킨도너츠 (1개점)

여객터미널 면세구역 3층 266번 탑승게이트

07:00~22:00

크리스피크림도넛 (1개점)

여객터미널 면세구역 3층 243번 탑승게이트

06:00~22:00

여객터미널 면세구역 3층 246번 탑승게이트

06:00~22:00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잠바주스 (2개점)

엔제리너스 (2개점)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I

S

P

엔제리너스 (2개점)
여객터미널 면세구역 4층

24시간 운영

김포공항

공차 (1개점)

국제선 일반구역 2층

06:30~21:00

김해공항

설빙 (1개점)

국제선 면세구역 2층 8번 탑승게이트

06:30~21:30

이용 방법

서비스 참여 매장에서 당일 항공권을 제시하고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판촉 행사,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품목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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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코트룸 무료 서비스
Visa 인피니트/시그니처 카드 회원 본인에게 인천공항 코트룸 무료 서비스 제공
INFINITE I

제휴처

혜택
Visa 인피니트 카드 회원 코트 무료 보관 서비스 (1인당 1벌, 5일)
5일 초과 시 1인/1일당 2,500원 이용료 회원 부담

인천공항 코트룸
무료 서비스
Visa 시그니처 카드 회원 코트 무료 보관 서비스 (1인당 1벌, 2일)
2일 초과 시 1인/1일당 2,500원 이용료 회원 부담

SIGNATURE S PLATINUM P

운영 시간

Visa 등급

인천공항 한진택배 공항센터
운영시간: 06:00~22:00

I

제 1여객터미널 일반구역 3층 서편
032-743-5800
S

제 2여객터미널 일반구역 3층 동편
032-743-5835

이용 방법

인천공항 한진택배 공항센터에서 당일 출발 항공권 및 Visa 인피니트/시그니처 카드를 제시하시면,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인피니트/시그니처 카드 회원 본인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코트룸 무료 서비스의 경우 보관일 5일(인피니트), 2일(시그니처) 초과 시 1인 / 1일당 2,500원 이용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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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의전 서비스(yQ Meet & Assist)
전 세계 약 380여 개 공항에서 제공되는 빠른 입국/출국 서비스를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정상가 대비 15~2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INFINITE I

제휴처

Visa 공항 의전 서비스
(yQ Meet & Assist)

이용 방법

혜택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전 세계 약 380여 개 공항에서 제공되는 빠른 입국/출국 서비스를
Visa 인피니트 카드로 결제 시 정상가 대비 2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I

전 세계 약 380여 개 공항에서 제공되는 빠른 입국/출국 서비스를
Visa 시그니처 카드로 결제 시 정상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S

전 세계 약 380여 개 공항에서 제공되는 빠른 입국/출국 서비스를
Visa 플래티늄 카드로 결제 시 정상가 대비 1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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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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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

2020 Visa 기본 서비스
Hotel

17

국내 특급호텔 F&B 할인 서비스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게 국내 62개 호텔 F&B 매장에서 특별 할인 혜택 제공
서울 지역

INFINITE I

제휴처
골든서울호텔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서울 용산(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풀만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

혜택
정상가 상시 10% 할인
골든하우스(뷔페), 골든뷰(5~10월) (단, 골든하우스 단품 및 조식에 한하며, 중식 상설 뷔페 제외)
정상가 상시 10% 할인
A la Maison Wine&Dine(알라메종 와인 앤 다인) (단, Food 및 Bakery에 한하며, 음료, 주류 및 Retail 상품 제외)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I

S

P

I

S

P

정상가 상시 10% 할인

I

S

전 업장 (단, 스시효, 홍보각 제외)
상가 상시 10% 할인
온달, 금룡, 더뷔페, 피자힐, 파빌리온, 더델리

I

S

P

정상가 상시 10% 할인
그랜드 하얏트 서울

노보텔 스위트 앰배서더
서울 용산(서울드래곤시티)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

I

전 업장 (단, 현장 결제 시에 한하며, The Deli & Gallery 제외, 음료 제외, 1/1, 12/24, 12/25, 12/31 제외)
(단, 법인카드 서비스 제공 불가)
정상가 상시 10% 할인
Food Exchange, THE 26 (단, Food 및 Bakery에 한하며, 음료, 주류 및 Retail 상품 제외)

I

정상가 상시 15% 할인

S

I

전 업장 (단, 20명 미만 고객에 한함, 12/24, 12/25 제외)
정상가 상시 10% 할인

S

P

S

I

S

P

I

S

P

가든 테라스 (단, 20명 미만 고객에 한함, 스낵바 제외)
정상가 상시 10% 할인
푸드 익스체인지, 고메 바 (단, 더 델리 제외, 1/1, 12/24, 12/25, 12/31,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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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호텔 F&B 할인 서비스
INFINITE I

서울 지역

제휴처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혜택
정상가 상시 10% 할인
Food Exchange, THE 26 (단, Food 및 Bakery에 한하며, 음료, 주류 및 Retail 상품 제외)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I

S

P

정상가 상시 10% 할인
더 플라자

라마다 서울 호텔

레스케이프 호텔

르 메르디앙 서울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I

도원, 세븐스퀘어 및 63 레스토랑(5개 업장 - 워킹온더클라우드, 슈치쿠, 백리향, 63뷔페 파빌리온, 백리향 싱타이)
(단, 에릭케제르 및 임대 업장 제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카페 스타시오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제조 주류 한정)

I

S

P

I

S

P

정상가 상시 10% 할인

I

CHEF’S PALETTE (L층 뷔페), LATITUDE 37 (L층) (단, CHEF’S PALETTE 15명 이상 이용 시 5% 할인)
정상가 상시 10% 할인
M Cafe, SODOWE Restaurant (단, 20명 미만 고객에 한하며, 20명 이상 이용 시 5% 할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S

S

I

S

P

I

S

P

정상가 상시 10% 할인
메이필드 호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비스타 워커힐 서울

전 업장 (단, 10인 이하에 한함, 분할계산 불가, 연회/웨딩, 레스토랑 소규모 돌잔치/가족연 등 할인 제외)
(단, 테이크아웃, 기성품목(쿠키, 음료 등) 제외, 음료&주류 할인 제외, 토, 일, 국경일 제외)
정상가 상시 10% 할인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문바, 페스타 다이닝 (단, Food only, 주류 제외, 1/1, 12/24, 12/25, 12/31 제외)
정상가 상시 10% 할인
명월관, 피자힐, 델비노, 모에기, 리바

I

S

I

S

P

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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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호텔 F&B 할인 서비스
INFINITE I

서울 지역

제휴처
세종호텔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스위스 그랜드 호텔
(구 그랜드 힐튼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

웨스틴 조선 서울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서울 용산(서울드래곤시티)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

혜택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프로모션 메뉴, 음료 및 주류 제외)
정상가 상시 15% 할인
피스트. 로비 라운지 바 (단, 12/24, 12/25, 12/31 제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I

S

P

I

S

P

I

S

P

정상가 상시 10% 할인

I

전 업장 (단, 홈메이드 제품에 한하여 할인 제공(델리) , 음료 및 주류 제외, 테라스 라운지는 주류만 제외)
정상가 상시 10% 할인
5층 오크 레스토랑&바

I

정상가 상시 10% 할인

In Style, A La Maison (Deli) (단, Food 및 Bakery에 한함)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음료 및 주류, 외주업장 제외)
정상가 상시 10% 할인
모모카페, 모모 라운지&바 (단, 2/14, 5/5, 12/24, 12/25, 12/31 제외)

S

I

전 업장 (단, 특정 기간, 5/5, 12/24, 12/25, 12/31, 자체 이벤트 진행일 제외, 음료 및 주류 제외)
정상가 상시 10% 할인

S

P

S

I

S

P

I

S

P

I

S

P

I

S

P

정상가 상시 10% 할인
가든키친 (단, 주류, 룸 서비스, 미니 바, 프로모션메뉴 제외)
(단, 1월1일, 2월14일, 5월5일, 5월8일, 12월24-25일, 12월31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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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호텔 F&B 할인 서비스
INFINITE I

서울 지역

제휴처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혜택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정상가 상시 10% 할인
모모카페, 모모바 (단, 프로모션 메뉴, 음료 및 주류 제외, 1/1, 2/14, 5/5, 5/8, 12/24, 12/25, 12/31 제외)
(단, 테이블당 최대 10명까지 할인 가능)

I

S

P

정상가 상시 10% 할인
콘래드 서울

파크 하얏트 서울

호텔 리베라 청담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37그릴앤바, 아트리오, 플레임즈, 제스트 (단, 버티고 및 10G, 누들바 제외)
(단, 음료 및 Retail Item, 특별 이벤트 및 해피아워형 메뉴 제외, 1/1, 12/20~12/31 제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코너스톤, 더 라운지, 더 팀버 하우스 (단, 프로모션 메뉴 및 주류, 1/1, 2/14, 3/14, 12/24, 12/25, 12/31 제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일부품목 제외)
정상가 상시 10% 할인 (BLT 포함)
전 업장 (단,연회, 룸서비스, 리테일 상품은 제외 / 서비스 제외기간 : 1/1, 2/14, 5/5, 12/24, 12/25, 12/31)

I

S

I

S

I

S

P

I

S

P

정상가 상시 10% 할인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I

카페 원, 더 라운지, 플레이버즈, 타마유라, 더 마고 그릴
(단, 모모바 제외, 주류, 음료, 수입품목 및 소매 상품제외, 1/1, 2/14, 5/5, 5/8, 12/24, 12/25, 12/31 제외)

S

부산 지역

제휴처
웨스틴 조선 부산

혜택

Visa 등급

정상가 상시 10% 할인

I

전 업장 (단, 조선델리비치 제외, 1/1, 12/24, 12/25, 12/31 제외)

S

정상가 상시 10% 할인
파크 하얏트 부산

다이닝룸, 리빙룸
(단, 라운지 및 파티세리 제외, 특정기간, 불꽃축제일, 스페셜 이벤트 프로모션 및 12/24, 12/25, 12/31 제외)

I

S

P

I

S

P

정상가 상시 10% 할인
힐튼 부산

다모임, 맥퀸즈바, 맥퀸즈 라운지 적용 가능(IRD & 스위트코너 제외)
(단, 주류 및 음료 제외 / 타 프로모션과 중복 할인 불가, 1/1, 1/24~27, 7/3~8/24, 9/30~10/4, 12/19~31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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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호텔 F&B 할인 서비스
INFINITE I

제주 지역

제휴처

혜택

랜딩 리조트
(제주 신화월드)

정상가 상시 10% 할인

메리어트 리조트
(제주 신화월드)

정상가 상시 10% 할인

르 쉬느아, 제주선, 데판야, 스카이 온 파이브 그릴, 랜딩 다이닝 (단, 외주업장, 음료 및 주류, 프로모션 메뉴 제외)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I

S

P

I

S

P

I

S

P

I

S

P

I

S

P

I

S

P

I

S

P

르 쉬느아, 제주선, 데판야, 스카이 온 파이브 그릴, 랜딩 다이닝 (단, 외주업장, 음료 및 주류, 프로모션 메뉴 제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음료 및 주류, 임대업장, 특별이벤트 제외, 서귀포 KAL 캠핑존 및 야외업장 제외)

서귀포 KAL호텔

정상가 상시 20% 할인
상설 뷔페 (단, 음료 및 주류 제외)

서머셋
(제주 신화월드)

정상가 상시 10% 할인

신화 리조트
(제주 신화월드)

정상가 상시 10% 할인

씨에스 호텔 앤 리조트

오션 스위츠 제주 호텔

르 쉬느아, 제주선, 데판야, 스카이 온 파이브 그릴, 랜딩 다이닝 (단, 외주업장, 음료 및 주류, 프로모션 메뉴 제외)

르 쉬느아, 제주선, 데판야, 스카이 온 파이브 그릴, 랜딩 다이닝 (단, 외주업장, 음료 및 주류, 프로모션 메뉴 제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천제연, 카페 카노푸스
정상가 상시 15% 할인(조식,석식),
정상가 상시 10% 할인(베터플랫-제과제빵) (단, 중복할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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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호텔 F&B 할인 서비스
INFINITE I

제주 지역

제휴처
제주 오리엔탈 호텔

혜택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음료 및 주류 제외)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I

S

P

I

S

P

I

S

P

I

S

P

I

S

P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제주 KAL호텔

전 업장 (단, 음료 및 주류, 임대업장, 특별이벤트 제외, 제주 KAL 캠핑존 및 야외업장 제외)
정상가 상시 20% 할인
상설뷔페 (단, 음료 및 주류 제외)

제주 WE 호텔

호텔 토스카나

히든 클리프 호텔 & 네이쳐

정상가 10% 할인
(조식 및 프로모션 메뉴 제외)
정상가 10% 할인
전 업장
정상가 상시 15% 할인
(단, 시즌 프로모션 메뉴, 주류 제외)

기타 지역

제휴처
그랜드 하얏트 인천

대구 그랜드호텔

수안보 파크 호텔

혜택

Visa 등급

정상가 상시 10% 할인

I

그랜드 카페, 레스토랑8 (단, 레스토랑8(델리), 법인카드, 주말(토,일) 제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음료 및 주류 제외, 프라이빗 다이닝, 커피숍, 로비라운지, 더 키친 제외)
정상가 상시 10% 할인

S

I

S

P

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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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호텔 F&B 할인 서비스
INFINITE I

기타 지역

제휴처
쉐라톤 그랜드 인천

씨마크 호텔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켄싱턴 스타 호텔

켄싱턴 호텔 평창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

혜택
정상가 상시 10% 할인
피스트, 유에, 베네, 미야비, 커넥션, 비플렛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I

정상가 상시 10% 할인
더 레스토랑 (단, 정규 메뉴에 한함, 음료/주류, 프로모션 메뉴 제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특선메뉴, 음료 및 주류 제외)

정상가 상시 5% 할인
전 업장 (단, 프로모션 메뉴, 음료 및 주류 제외)

정상가 상시 15% 할인
전 업장

S

P

I

S

I

S

I

S

P

I

S

P

I

S

P

I

S

P

I

S

P

정상가 상시 10% 할인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

호텔 탑스텐 강릉

해당 업장 : 파크키친, 로쉬카페
(단, 투숙객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바 제외))
정상가 조식뷔페 10% 할인
정상가 식음료 5% 할인
전 업장 (단, 투숙객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하며, 카드 소지자 본인 외 1명까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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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호텔 F&B 할인 서비스
INFINITE I

기타 지역

제휴처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

힐튼 경주

혜택
정상가 상시 5% 할인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I

S

P

I

S

P

전 업장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5만원 이상 결제 시에 한하며, 음료 및 주류 제외)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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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단,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는 비자 인피니트/시그니처 법인 카드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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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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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호텔 객실 및 패키지 할인 서비스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게 국내 71개 호텔의 객실 및 패키지 특별 할인 혜택 제공
INFINITE I

서울 지역

제휴처

혜택

골든서울호텔

객실

정상가 주중 상시 30% 할인
정상가 주말 상시 20% 할인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서울 용산(서울드래곤시티)

객실

Best Unrestricted Rate(당일 기본 판매가)에서 5% 할인

호텔패키지

시즈널 패키지 5% 할인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패키지

정상가 상시 1만 5천원 추가 할인 (단, 호텔에 직접 예약할 경우에 한함)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

호텔패키지

시즌 별 스페셜 패키지 할인 불가
(단, 체크인 시 반드시 비자 프리미엄 카드 제시 후 서비스 적용)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패키지

7/20, 7/27~8/3, 8/10, 8/15~17, 12/24, 12/31 제외
(단, 법인카드 서비스 제공 불가)

노보텔 스위트 앰배서더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객실
호텔패키지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호텔패키지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

호텔패키지

전화번호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02-3397-2000

I

S

P

02-2223-7000

I

S

P

02-2270-3112~3

I

S

정상가 상시 5% 할인
02-2022-0000

I

S

P

고층(10층~16층) 무료 업그레이드 (단, 체크인 시 가능할 경우에 한함)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객실
호텔패키지

Best Unrestricted Rate(당일 기본 판매가)에서 5% 할인
시즈널 패키지 5% 할인
호텔패키지 이용 시 드링크 쿠폰 2매 제공
쿠폰 이용업장 : 안뜨레 및 그랑아Ⅱ(단, 12/24, 12/25 서비스 제외)
정상가 상시 1만원 할인
(단, 1/1, 12/24, 12/25, 12/31 서비스 제외)
Best Unrestricted Rate(당일 기본 판매가)에서 5% 할인
시즈널 패키지 5% 할인

02-797-1234

02-2223-7000

I

I

02-531-6520~1

S

S

I

P

S

02-3425-8000

I

S

P

02-2223-7000

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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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호텔 객실 및 패키지 할인 서비스
INFINITE I

서울 지역

제휴처

혜택

SIGNATURE S PLATINUM P

전화번호

VISA 등급

더 플라자

호텔패키지

정상가 상시 3만원 할인 (단, 시즌패키지에 한하여 제공)

02-310-7710

I

S

라마다 서울 호텔

객실

정상가 상시 30% 할인 (조식 뷔페 최대 2인 무료 제공)

02-6202-2000

I

S

레스케이프 호텔

호텔패키지

정상가 10% 할인 (단, 시즌 패키지 한정)

02-317-4000

I

S

P

객실

정상가 상시 30% 할인 (단, 12/24 제외)

02-3451-8114

I

S

P

르 메르디앙 서울

호텔패키지

정상가 상시 1만원 추가 할인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객실

정상가 상시 30% 할인

02-2050-6000

I

S

P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호텔패키지

정상가 상시 10% 할인

02-2090-8025

I

S

P

메이필드 호텔

객실

정상가 상시 30% 할인

02-2660-9000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객실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객실

비스타 워커힐 서울

호텔패키지

시즌별 스페셜 패키지 할인 불가
(단, 체크인 시 반드시 비자 프리미엄 카드 제시 후 서비스 적용)

세종호텔

호텔패키지

온라인 홈페이지 공시가 기준 5% 추가 할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객실

정상가 10% 현장 할인
(단, Best Available Rate 기준, 패키지 및 할인상품 제외, 사전예약 필수)

정상가 상시 35% 할인

I

S

02-2250-8074

I

S

P

02-710-7111

I

S

P

02-2022-0000

I

S

P

02-3705-9115~6

I

S

P

02-2211-2000

I

S

P

정상가 상시 5% 할인

Best Available Rate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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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I

서울 지역

제휴처

혜택

전화번호
02-2186-6799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객실

정상가 상시 30% 할인 (단, 호텔 사정에 따라 특정일자 이용 불가)

스위스 그랜드 호텔
(구.그랜드 힐튼 서울)

객실

정상가 상시 30% 할인

호텔패키지

정상가 상시 5% 할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

SIGNATURE S PLATINUM P

객실

홈페이지 or 모바일 예약 시 정상가 10% 할인

호텔패키지

홈페이지 or 모바일 예약 시 정상가 5% 할인

Visa 등급
I

02-2287-8400

02-3466-7103

P

S

I

I

S

P

S

* www.oakwoodpremier.co.kr (단, 예약 시 제휴 카드결제라는 사전 요청에 한함)
웨스틴 조선 서울

객실

Rack Rate 기준 30% 할인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객실

Best Unrestricted Rate(당일 기본 판매가)에서 5% 할인

호텔패키지
객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I

S

02-2223-7000

I

S

P

02-3440-8000

I

S

P

시즈널 패키지 5% 할인
정상가 주말(금~일)에 한하여 40% 할인
정상가 주중(월~목)에 한하여 30% 할인
(단, 12/24, 12/31 제외, 사전예약 필수, 객실 상황에 따라 예약이 제한 될 수 있음)

부대시설

02-317-0404

비즈니스 센터 20% 할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패키지

정상가 상시 10% 할인 (단, 12/22~12/24, 12/29~12/31 제외)

02-2211-8111

I

S

P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

호텔패키지

시즈널 패키지 10% 할인 (단, marriott.com 홈페이지 판매 상품에 한함)

02-6946-7000

I

S

P

02-2638-3110~2

I

S

P

객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패키지

콘래드 서울

객실

Best Available Rate(홈페이지 공시가) 10% 할인
정상가 상시 10% 할인 (단, 12/24, 12/31 객실 및 패키지 할인 제외)
Best Available Rate 5% 할인 (단, 세계 불꽃놀이 일정(10월 중), 12/24, 12/31 제외)

02-6137-7000

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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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I

서울 지역

제휴처

혜택

파크 하얏트 서울

객실

당일 표준 요금 기준 10% 할인

호텔 리베라 청담

객실

사전 예약 시 정상가 상시 30% 할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객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객실

SIGNATURE S PLATINUM P

전화번호

Visa 등급

02-2016-1234

I

S

02-3438-4200~1

I

S

P

Bar Rate 로 예약시 10% 할인

02-2276-3000

I

S

P

소매가 10% 할인
(단, 객실 상황에 따라 예약이 제한될 수 있음. 12/24, 12/31 제외)

02-6282-6262

혜택

전화번호

I

S

부산 지역

제휴처

Visa 등급

웨스틴 조선 부산

객실

정상가 주중(일~목) 40% 할인
정상가 주말(금, 토, 공휴일 전일) 30% 할인
여름 성수기(7/20~8/24) 20% 할인 (단, 12/31 제외)

051-749-7001

I

S

힐튼 부산

객실

Best Available Rate 5% 할인
(단, 1/1, 1/24-27, 4/14, 4/30-5/5, 7/11-8/16, 9/29-10/3, 10/8-10, 12/24-31 제외)

051-509-1114

I

S

호텔농심

객실

정상가 상시 50% 할인

051-550-2100

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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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I

제주 지역

제휴처

혜택
객실

부대시설

전화번호

VISA 등급

정상가 상시 60% 할인
웰컴 드링크 2잔(커피or주스) 1회 무료 제공
(단, 성수기(7/20~8/15), 연말 연휴(12/28~12/31) 30% 할인)

골든 튤립 제주 성산

SIGNATURE S PLATINUM P

I

S

P

I

S

P

064-738-3800

I

S

P

064-744-7501

루프탑 무료 입장 (수영장 입장 시, 2인 기준 1회 무료 입장)
(단, 호텔 사정에 따라 부대시설의 운영기간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디럭스 타입 예약 시 패밀리 타입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단, 객실 상황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불가능 할 수 있음)
(서비스 제외 시간 : 설 연휴(2/2~6), 여름 성수기 기간(7/20~8/18), 추석(9/12~15),
크리스마스(12/25))

더 스위트 호텔 제주

객실

랜딩 리조트 (제주 신화월드)

객실

Best Available Rate 10% 할인

1670-8800

I

S

P

메리어트 리조트 (제주 신화월드)

객실

Best Available Rate 10% 할인

1670-8800

I

S

P

서귀포 KAL 호텔

호텔패키지

02-310-6677

I

S

P

서머셋 (제주 신화월드)

객실

Best Available Rate 10% 할인

1670-8800

I

S

P

신화 리조트 (제주 신화월드)

객실

Best Available Rate 10% 할인

1670-8800

I

S

P

씨에스 호텔 앤 리조트

객실

064-735-3000

I

S

P

아모렉스 리조트

객실

064-711-0125

I

S

P

오션스위츠 제주 호텔

객실

정상가 상시 20% 할인 (단,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에 한함)

02-2268-9516

I

S

P

객실

정상가 주중(일~목)에 한하여 50% 할인
정상가 주말(금,토) 및 바캉스/연휴기간에 한하여 40% 할인 (단, 바캉스 기간: 7/24~8/23)

1588-1235

I

S

P

제주오리엔탈 호텔
부대시설

정상가 상시 2만원 할인

정상가 상시 45% 할인
(단, 디럭스 및 전통 한실 제외, 성수기 및 연휴기간 기간 제외)
정상가 상시 10~40% 할인 (객실 타입별 상이함)
(단, 성수기(7/15~8/25) 및 연휴기간 별도 문의)

남자 사우나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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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I

제주 지역

제휴처

혜택

제주 KAL 호텔

호텔패키지

정상가 상시 2만원 추가 할인

제주 WE 호텔

호텔패키지

온라인 홈페이지 공시가 기준 객실 패키지 10% 추가 할인

코델리아 리조트

객실

호텔 토스카나

객실

정상가 상시 10~40% 할인 (객실 타입별 상이함)
(단, 사전 예약에 한하며 성수기(7/15~8/25) 및 연휴기간 별도 문의)
호텔 공식 홈페이지 전 상품 10% 할인
객실 예약 시, F&B바우처 10,000원권 제공(1박 당 1회)

SIGNATURE S PLATINUM P

전화번호

Visa 등급

02-310-6677

I

S

P

064-730-1200~1

I

S

P

070-4548-2200

I

S

P

064-735-7000

I

S

P

02-2277-9999

I

S

P

단, 호텔 유선 예약 시 적용 가능
정상가 10% 할인
히든 클리프 호텔 & 네이쳐

호텔패키지

다이렉트 부킹 예약 시 할인 적용(http://www.hiddencliff.kr)
제휴카드 결제 사전 요청에 한함

기타 지역

제휴처

혜택
객실

경주 코오롱 호텔

Visa 등급

주중(일~목) 70,000원에 제공
주말(금, 토, 연휴 전일) 90,000원에 제공
(단, 벚꽃시즌, 여름 성수기, 크리스마스 연휴, 연말 연시 특별요금 적용)

부대시설

전화번호

1600-8668

I

S

P

사우나 정상가 상시 50% 할인 (단, 투숙객에 한함)
I

S

그랜드 하얏트 인천

객실

호텔 당일 요금기준 10% 할인

032-745-1000

대구 그랜드 호텔

객실

정상가 50% 할인 (단, 대구 지역 국제 행사 시 할인율 변동 발생)

053-742-0001

I

S

P

객실

주중 정상가 상시 40% 할인
043-846-2331~6

I

S

P

(주말(금~토, 성수기, 공휴일 전일) 정상가 상시 30% 할인)

수안보파크
부대시설

노천온천 사우나 정상가 상시 5,000원 할인 (단, 투숙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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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I

기타 지역

제휴처

혜택
객실

쉐라톤 그랜드 인천

씨마크 호텔

부대시설

객실

정상가 상시 30% 할인

SIGNATURE S PLATINUM P

전화번호
032-835-1000

VISA 등급
I

S

P

피트니스, 및 수영장 무료
주중(일~목) 30% 할인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20% 할인
성수기 및 연말 연초 10% 할인

033-650-7000

I

S

032-726-2301

I

S

(성수기 : 7/24~8/16, 12/24~25, 12/31)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켄싱턴 스타 호텔

객실

객실

정상가 상시 30% 할인
정상가 비수기 주중(일~목) 40% 할인
정상가 비수기 주말(금~토) 30% 할인
정상가 성수기 10% 할인 (단, 스위트 제외)

033-635-4001

I

S

P

033-330-5000

I

S

P

(성수기 :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7월 중순~8월 중순, 10월 한달, 연말 연시)

객실

켄싱턴 호텔 평창
호텔패키지

정상가 주중(일~목) 40% 할인
정상가 주말(금~토) 20% 할인
정상가 성수기 10% 할인

정상가 상시 5% 할인
- 주말 요금 적용일: 5/20~5/21, 7/14~7/21, 8/16~8/17
- 성수기 요금 적용일: 2/15~2/17, 5/4~5/5, 7/22~8/15, 9/22~9/24,
12/23~12/24, 12/30~12/31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

객실

정상가 상시 20% 할인

031-8060-2222

I

S

P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

객실

판매가 10% 현장 할인 (단, 객실만은 이용 불가하며 호텔에서 운영하는 웰니스 프로그램
을 이용하는 고객에 한하여 객실 예약 가능)

033-560-1111

I

S

P

호텔 인터불고 대구

객실

정상가 상시 50% 할인

053-602-7171~2

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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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 I

기타 지역

제휴처

라한호텔 목포
(구.호텔현대 목포)

혜택

객실

주중(일~목) 30% 할인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20% 할인
성수기 및 연말 연초 10% 할인

SIGNATURE S PLATINUM P

전화번호

Visa 등급

061-463-2233

I

S

P

052-251-2233

I

S

P

033-530-4800

I

S

P

(성수기 : 7/24~8/16, 12/24~25, 12/31~1/1)

라한호텔 울산
(구. 호텔현대 울산)

객실

주중(일~목) 50% 할인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50% 할인
성수기 및 연말 연초 30% 할인
(성수기 : 7/24~8/16, 12/24~25, 12/31~1/1 호텔 프로모션 상품은 할인 서비스 제외)

객실
호텔 탑스텐

정상가 주중(월~목) 65% 할인
정상가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공휴일) 50% 할인
정상가 성수기 20% 할인/극성수기 10% 할인
(성수기 5.1~5 , 7.17~8.16 , 12.24~27 / 극성수기 12.30~31)

부대시설

투숙 시 금진온천, 아쿠아파크 요금 할인

홀리데이 인 광주

객실

정상가 상시 30% 할인 (단, 국제대회기간(FINA) 사용 불가, 객실 점유율에 따라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음)

062-610-7000

I

S

P

힐튼 경주

객실

정상가 주중(월~금) 50% 할인
정상가 주말(토~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30% 할인 (단, 구정, 벚꽃 성수기(4/2~4/16),
여름 성수기(7/19~8/31), 추석, 신년(12/31~1/1), 연휴기간 제외)

054-745-7788

I

S

P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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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단,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는 비자 인피니트/시그니처 법인 카드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호텔 룸서비스, 미니바, 연회행사, 외부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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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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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호텔 프리미엄 스파 할인 서비스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게 국내 17개 호텔의 스파 할인 혜택 제공
INFINITE I

서울 지역

제휴처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혜택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10% 할인 (단, 패키지 상품, 프로모션, 웨딩 상품 제외)

I

S

10% 할인 (단, 프로모션 상품 제외)

I

S

10% 할인 (단, 프로그램에 한함, 제품 구매 제외, 크리스마스 및 연말 기간 제외)

I

S

10% 할인

I

S

주중 20%, 주말 10% 할인 (단, 바디 마사지 및 스파 패키지에 한함)
스파 갤러리 제품 10% 할인

I

S

비스타 워커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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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서울 드래곤 시티
머큐어 앰배서더 서울 용산
스위트 앰배서더 서울 용산
앰배서더 서울 용산
스타일 앰배서더 서울 용산

5% 할인 (단, 제품 구매 제외)

I

S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아쿠아리스 스파 60분 이상 시, 트리트먼트 2인까지 10% 할인
(단, 8/15, 12/24, 12/25, 12/31 및 공휴일 제외, 프로모션 상품 제외)

I

S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10% 할인 (단, 회원권, 웨딩패키지, 프로모션 상품 제외)

I

S

90분 이상 관리 이용 시 10% 할인

I

S

파크 클럽 스파 10~15% 할인
(월~목: 15% 할인 / 금~일: 10% 할인)

I

S

스파 10% 할인 (단, 리테일 상품 제외)

I

S

더 플라자
레스케이프 호텔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그랜드
-노보텔
-노보텔
-이비스

콘래드 서울

파크 하얏트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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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호텔 프리미엄 스파 할인 서비스
INFINITE I

부산 지역

제휴처
파크 하얏트 부산

혜택
10% 할인 (단, 주중(월~목, 공휴일 전일과 공휴일 제외)에 한함)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I

S

제주 지역

제휴처
씨에스 호텔 앤 리조트

제주 WE 호텔
히든 클리프 호텔 & 네이쳐

혜택

Visa 등급

10% 할인
씨에스 테라피 내 프로그램에 한함

I

S

10% 할인 (단, 패키지 및 프로모션 프로그램 제외. 사전 예약 필수)

I

S

I

S

15% 할인
투숙객 10% 할인

기타 지역

제휴처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

이용 방법

혜택
5% 할인 (단, 프로모션 및 이벤트 상품, 제품 구매 할인 불가)

Visa 등급
I

S

비자 특급호텔 스파 서비스는 비자 프리미엄 컨시어지를 통해 유선 예약 후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컨시어지에 전화하시어 비자 프리미엄 서비스 안내 센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 : 00308-44-0079 (컨시어지 연중무휴 24시간, 인피니트 서비스 안내센터 09:00~18:00)
- 비자 시그니처 컨시어지 : 080-716-0880 (컨시어지 연중무휴 24시간, 시그니처 서비스 안내센터 09:00~18:00)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비자 프리미엄 컨시어지를 통하여 반드시 사전 예약하셔야 하며, 해당 호텔에 직접 예약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스파 별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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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드래곤 시티는 스파 영업이 시작되는 영업시작일부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 기간에도 호텔의 사정(주요행사, 리노베이션 등)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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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Visa 기본 서비스
Shopping

36

면세점 할인 서비스
국내외 주요 면세점에서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5~20% 할인 혜택 제공
INFINITE I

제휴처

혜택
Visa 인피니트 회원에게 신세계면세점 블랙 멤버십 혜택 제공 (최대 20% 할인)
각 영업점 안내데스크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의 Visa 인피니트 카드와 여권 제시 시 즉시 발급

신세계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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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 인피니트 회원에게 현대백화점 면세점 블랙 멤버십 혜택 제공
- 시내면세점 5~20% 할인 및 인도장 우선 인도 서비스
각 영업점 멤버십데스크에서 본인 명의의 Visa 인피니트 카드와 여권 제시 시 즉시 발급
멤버십 유효기간은 발급 당해년도 말일까지 유효

지점
국내 전점
- 명동점
- 강남점
-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
-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 부산점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I

S

P

1661-8778

국내 전점
- 무역센터점
- 동대문점

I

현대백화점 면세점
Visa 시그니처/플래티늄 회원에게 현대백화점 면세점 골드 멤버십 혜택 제공
- 시내면세점 5~15% 할인
각 영업점 멤버십데스크에서 본인 명의의 Visa 시그니처 또는 플래티늄 카드와 여권 제시 시 즉시 발급
멤버십 유효기간은 멤버십 발급일로 부터 3년까지 유효

이용 방법

서비스 참여 면세점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Visa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멤버십데스크 위치
- 무역센터점 10F
- 동대문점 13F

S

P

1811-6688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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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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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The Bicester Village Shopping Collection
Visa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게 유럽 7개국 9개 The Bicester Village Shopping Collection에서 다양한 혜택 제공
INFINITE I

제휴처

혜택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해외 The Bicester Village

VIP 카드 발급을 통한 10% 추가 할인

I

S

P

Shopping Collection

Shopping Express 15% 할인 서비스

I

S

P

이용 방법

10% 추가 할인 서비스
- 해당 국가의 Village Tourist Information 센터 및 The Bicester Village Shopping Collection 내에 위치한 Welcome Centre에 아래 링크에 게재된 QR코드를 보여주시거나,
프로모션 페이지 내용을 Visa 프리미엄 카드와 함께 제시하시면 VIP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 프로모션 링크: https://www.thebicestervillageshoppingcollection.com/visa-apac-euro-guide-en
- 10% 추가 할인 서비스는 발급받은 VIP 카드를 통해 제공되며, 참여 브랜드 및 레스토랑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참여 브랜드 및 The Bicester Village Shopping Collec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hebicestervillageshoppingcollection.com/en/home/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hopping Express 15% 할인 서비스
- The Bicester Village Shopping Collection 웹사이트를 통해 VIP 프로모션 코드 (VSEURO) 입력 후 예약 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travel.thebicestervillageshoppingcollection.com/en/experience/chic-travel/shop/shopping-express
(상기 웹사이트는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0월 31일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일부 브랜드 및 일부 품목에 한하여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아울렛에서 지정하는 특정 기간 동안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판촉 행사,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품목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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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쇼핑 혜택
Visa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게 블루밍데일즈, 키르나 자베테, 파이브 스토리 뉴욕, 루이자비아로마, 까르미나 슈메이커 및 트래블팜 7개 온라인 쇼핑에서 다양한 혜택 제공
INFINITE I

제휴처

혜택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Visa 시그니처 및 인피니트 카드로 \300,000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및 무료배송

블루밍데일즈
(Bloomingdale’s)

이용방법: 온라인 https://www.bloomingdales.com 에서 쇼핑 후 배송 및 청구 정보 제공 시 "Secure Checkout" 페이지에서
프로모션 코드 Visa10을 입력 (단, "YourBrownBag" 페이지에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적용되지 않음)

I

S

Visa 플래티늄 카드로 \30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P

이용방법: 온라인 https://www.bloomingdales.com 에서 쇼핑 후 배송 및 청구 정보 제공 시 "Secure Checkout" 페이지에서
프로모션 코드 VisaPlatinum을 입력 (단, "YourBrownBag" 페이지에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적용되지 않음)
키르나 자베테
(Kirna Zabete)
파이브 스토리 뉴욕
(Fivestory New York)

Visa 시그니처 및 인피니트 카드로 결제 시 15% 할인

Visa 시그니처 및 인피니트 카드로 결제 시 15% 할인
이용방법: 온라인 https://fivestoryny.com 에서 프로모션 코드 VCE15를 입력
Visa 시그니처 및 인피니트 카드로 500유로 이상 구매 시 12%, 800유로 이상 구매 시 15% 할인

루이자비아로마
(Luisaviaroma)

이용방법: 온라인 https://www.luisaviaroma.com/ko-fr/landing/visa-signature-korea 에서 프로모션 코드 VISAKR15를 입력
Visa 플래티늄 카드로 300유로 이상 구매 시 10% 할인
이용방법: 온라인 https://www.luisaviaroma.com/ko-fr/landing/visa-platinum-korea 에서 프로모션 코드 VISAKR10을 입력

까르미나 슈메이커
(Carmina Shoemaker)
트래블팜
(TravelPharm)

이용 기간

I

S

I

S

I

S

이용방법: 온라인 https://www.kirnazabete.com 에서 프로모션 코드 visakorea를 입력

Visa 플래티늄 카드로 결제 시 10% 할인
이용방법: 온라인 https://www.carminashoemaker.com/ 에서 프로모션 코드 VISAKR을 입력
Visa 플래티늄 카드로 결제 시 10% 할인
이용방법: 온라인 http://thenz.kr/ 에서 프로모션 코드 THENZ1을 입력

P

P

P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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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쇼핑 혜택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프리미엄 카드 결제 시에만 유효합니다.
•상기 서비스는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할인 코드를 입력하고 온라인 결제를 위한 유효한 Visa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결제 시 프로모션 코드를 제시하십시오.
•상기 서비스는 일부 브랜드 및 일부 품목에 한하여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블루밍데일즈 혜택 제외 품목: 여성: All Saints, Alo Yoga, ATM, Canada Goose, Comme Des Garcons PLAY, Herno, Maximilian Fur Services, Moose Knuckles, Whistles, The Kooples.
보석: Lagos, John Hardy. MEN: All Saints, Armani, Canada Goose, Herno, Moose Knuckles, Reiss, Suitsupply, The Kooples, Vilebrequin.
다음의 제품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Mens Tech/ Electronics, Dress Shirts, Neckwear and Formalwear.
홈: RADEN, Tumi, Slip. 커틀러리와 러그포함 제품은 제외됩니다.
무료배송 혜택에 다음의 품목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Bakeware, Barware, Cookware, Cutlery, Dinnerware, Dinnerware set, Drinkware, Flatware, Luggage, Electrics, Rugs, Serveware.
- 루이지비아로마 혜택 제외 품목: 본 혜택은 보석, 시계 등 다음의 브랜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Gucci, Balenciaga, Givenchy, Stone Island, Moncler
•상기 서비스는 타 프로모션, 할인 서비스, 쿠폰 등과 결합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현금 및 다른 상품으로 교환 적용도 불가합니다.
•상기 서비스는 해당 온라인 상점에서만 유효합니다.
•상기 서비스에 관련된 상품, 서비스 및 정보는 해당 참여 가맹점에 의해 직접 판매되고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혜택에 관련된 책임과 의무는 각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상기 서비스에 적용되는 상품은 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서비스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운송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사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세금과 서비스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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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ook SIM 카드 및 Wi-Fi 상품 할인 서비스
다양한 여행 액티비티를 손쉽게 예약할 수 있는 클룩에서 SIM 카드 및 Wi-Fi 상품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INFINITE I

제휴처

SIM 카드 및 Wi-Fi 상품
할인 서비스

이용 방법

SIGNATURE S PLATINUM P

혜택

클룩에서 SIM 카드 및 Wi-Fi 상품 Visa 인피니트, 시그니처 및 플래티늄 카드로 결제 시 상시 10% 할인 혜택 제공
단, 매월 1회만 사용 가능하며, 최대 할인 금액은 USD 15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클
 룩은 여행 관련하여 다양한 여행 액티비티, 철도티켓 및 패스, 숙소 Wifi 및 SIM 카드, 교통 수단 등을 손쉽게 예약,
구매할 수 있는 여행 플랫폼 입니다.

Visa 등급

I

S

P

Klook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프로모션 코드 "VISAKLK10" 입력 후 Visa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https://Klook.com/ko/

이용 기간

2020년 5월 6일 ~ 2020년 12월 31일

•상기 서비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상기 서비스는 클룩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예약 시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신용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상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비자 카드 소지자는 결제 페이지에서 쿠폰코드 "VISAKLK10"를 입력해야 합니다.
•상기 쿠폰 코드는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본토,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에 한해 제공됩니다.
•상기 쿠폰 코드는 카드 플레이트에 Visa 로고와 Platinum, Signature, Infinite, UHMW 문구가 표기된 카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기 쿠폰 코드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타 프로모션, 바우처 및 할인 혜택과 중복 사용이 불가합니다.
•클룩은 본 프로모션 및 이용약관을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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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플레이트 EatDeal 할인 서비스
선별된 최소 50개 이상의 EatDeal 품목에 대해서 Visa 프리미엄 고객 대상 기존 할인의 2배,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 제공
INFINITE I

제휴처

망고플레이트 EatDeal
할인 서비스

혜택
망고플레이트에서 선별한 최소 50개 이상의 EatDeal 메뉴에 대해서 Visa 인피니트, 시그니처 및 플래티늄 카드로 결제 시
기존 할인율의 2배,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 제공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I

S

P

* 망고플레이트는 위치기반의 맛집 검색, 추천 서비스로써 사용자의 솔직한 리뷰를 바탕으로 한 주변 맛집의 평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EAT딜을 통해 맛집 할인을 제공합니다

이용 방법

망고플레이트 웹사이트(www.mangoplate.com) 또는 App에서 Visa EatDeal 메뉴에서 Visa 인피니트, 시그니처 및 플래티늄 카드의
“Vsia 카드번호 6자리’로 카드 인증 후 Visa 인피니트, 시그니처 및 플래티늄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상기 서비스는 한국 발급사의 BIN을 확인하여 할인을 제공하므로, 거래 시 Visa 카드번호 6자리로 인증이 필요합니다.
•상기 서비스는 다른 판촉 행사, 해당 호텔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망고플레이트의 이용약관을 따르며, 망고플레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발급사 또는 Visa 카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3

골프 클럽 그린피 할인 서비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5개 골프 클럽에서 그린피 최대 30% 할인 혜택 제공
INFINITE I

제휴처

SIGNATURE S PLATINUM P

혜택

Visa 등급

인피니트, 시그니처 회원에 한하여 해당 카드로 결제 시 그린피 30% 할인 혜택 제공

I

S

골프 클럽 그린피 할인
P

플래티늄 회원에 한하여 해당 카드로 결제 시 그린피 15% 할인 혜택 제공

* 서비스 제공 골프 클럽 : 12개 국가 총 25개 골프 클럽

한국

Hansung Country Club (주중에 한함) / New Spring Ville Golf Club
(주중에 한함)

일본

The North Country Golf Club / Phoenix Seagaia Golf Resort

말레이시아
베트남

Montgomerie Links / Long Thanh Golf Club

인도네시아
호주

The Els Club Desaru / The Els Club Teluk Datai

Laguna Bintan Golf Club / Emeralda Golf Club
St. Andrews Beach Golf Links / St. Michael’s Golf Club

이용 방법

비자 컨시어지 데스크 또는 비자 컨시어지 앱을 통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중국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
뉴질랜드

Mission Hills Golf Club (Shenzhen/Dongguan) / Zhuhai Lakewood
Golf Club
Orchid Country Club / Warren Golf & Country Club
The Vintage Golf Club / Blue Canyon Golf Club
Luisita Golf Club / Mimosa Golf Course
Classic Golf Resort / Jaypee Greens Golf Resort
Kauri Cliffs Golf Course / Terrace Downs Golf Resort

•상기 서비스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통한 예약 시 제공 됩니다.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판촉 행사,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품목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골프클럽의 이용약관을 따르며, 골프클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발급사 또는 Visa 카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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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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센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래 컨시어지 번호로 연결 후 Visa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1번을, Visa 컨시어지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Visa 인피니트 컨시어지 00308 44 0079

Visa 시그니처 컨시어지 080 716 0880

운영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컨시어지 서비스의 경우, 한국어 서비스는 한국시간 기준 오전 8시 ~ 오후 8시 까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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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유의 부탁드립니다.

주요 해외 여행 체류국

현지 직통 수신자부담 전화번호

주요 해외 여행 체류국

현지 직통 수신자부담 전화번호

뉴질랜드

0800 103 406

인도네시아

대만

00801 444 192

일본

00531 44 0025

0800 709

중국

4008811255

말레이시아

1800 805 573

태국

001 800 441 1260

미국

1866 670 0975

마카오

001 803 441 238

PLDT 이용 시 1800 1441 0081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800 448 1295
000 117 누른 후 866 670 0975

Globe 이용 시 1800 8908 6595
호주

1 800 555 651

홍콩

800 901 873

위에 명시된 국가 이외의 국가 체류 시에는 직통으로 연결되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가 없으므로, 체류하고 계시는 국가의 콜렉트콜 업체를 통하여 수신자 부담 연결을
신청하신 후에 Visa 프리미엄 컨시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콜렉트콜 이용 시의 전화번호

Visa 인피니트 컨시어지 +1 773 451 9481 | Visa 시그니처 컨시어지 +1 773 36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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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Visa 발급사 선택 서비스
Hotel
- 국내 특급호텔 발렛파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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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별 Visa 서비스 등급 및 이용 조건
Visa 서비스 등급
인피니트(Infinite)
시그니처(Signature)

상품명

서비스 제공 호텔

서비스 제공 횟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전월 카드 사용실적*

가족카드 회원
서비스 제공 여부

30만원 이상

O

70만원 이상

X

30만원 이상

O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씨티 프리미어마일 카드

월 5회

씨티 NEW 프리미어마일 카드
갤러리아 씨티카드 플래티늄
갤러리아 프레스티지 카드
갤러리아 한화 CMA 카드
대백 씨티카드
대백 씨티카드 아인스
비자 플래티늄 카드
신세계 씨티 아시아나 플래티늄 카드

다음 페이지
참고
월 3회

신세계 씨티카드 콰트로
신세계 플래티늄 카드
플래티늄(Platinum)

씨티 Affinity 플래티늄 카드
씨티 스카이패스 비자카드
씨티 스카이패스 플래티늄 카드
씨티 아시아나 플래티늄 카드
카카오뱅크 씨티카드
신세계 씨티 리워드 카드
씨티 NEW 캐시백 카드
씨티 리워드 카드

발급사 선택 서비스 제외 카드로 서비스 제공되지 않음

씨티 멀티플러스 카드
씨티 메가마일 스카이패스 카드
씨티 클리어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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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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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 등급 별 발렛파킹 서비스 제공 호텔, 이용 조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FINITE I

서울 지역

제휴처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풀만

Visa 등급
I

S

P

SIGNATURE S PLATINUM P

제휴처

Visa 등급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I

그랜드 워커힐 서울

I

S

비스타 워커힐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

I

S

S

I

P

서울 드래곤 시티

I

글래드 라이브 강남

I

S

P

서울신라호텔

I

글래드 강남 코엑스센터

I

S

P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I

S

P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I

S

P

스위스 그랜드 호텔(구.그랜드 힐튼 서울)

I

S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

I

S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

I

더 플라자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S

I

S

I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I

레스케이프 호텔

I

콘래드 서울

I

파크 하얏트 서울

I

호텔 리베라 청담

I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I

S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메이필드 호텔

P

I
I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S
I

P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S

P

S

I

I

I

S
I

라마다 서울

르 메르디앙 서울

S

P

S

I

기타 지역

제휴처

Visa 등급
I

S

P

제휴처

Visa 등급

힐튼 경주

I

호텔 토스카나

I

대구 그랜드호텔

I

웨스틴 조선 부산

I

소노캄 고양(구.엠블호텔 고양)

I

파크 하얏트 부산

I

소노캄 여수(구.엠블호텔 여수)

I

힐튼 부산

I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I

S

P

호텔 농심

I

호텔 인터불고 대구

I

S

P

그랜드 하얏트 인천

48

국내 특급호텔 발렛파킹 서비스
서비스 제외기간

•힐튼 경주: 신정, 구정, 추석 연휴기간, 벚꽃 시즌(4/2~4/16), 여름 성수기(7/19~8/31), 연말 연시(12/31)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의 경우 코엑스 내 전시 또는 행사 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I

S

P

레스케이프 호텔,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대구 그랜드 호텔, 웨스틴 조선 부산 : 호텔
정책에 따라 당일 호텔 이용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 발렛파킹 및 3시간 무료 주차 서비스가 제공되며, 영수증 미지참 시에는 발렛파킹 이용 요금과
주차요금 모두를 현장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 호텔 정책에 따라 당일 호텔에서 2만 5천원 이상 이용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3시간 무료 주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수증 미지참 시에는 주차요금을 현장에서 지불 하셔야 합니다. 또한 플래티늄 카드의 경우 호텔 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횟수가 월1회로 제한됩니다.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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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시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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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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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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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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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Visa 발급사 선택 서비스
Airport
-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발렛파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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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별 Visa 서비스 등급 및 이용 조건
Visa 서비스 등급

상품명

서비스 제공 공항

서비스 제공 횟수

인피니트(Infinite)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인천공항 / 김포공항

공항별 월 5회

시그니처(Signature)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전월 카드 사용실적*

가족카드 회원
서비스 제공 여부

30만원 이상

O

70만원 이상

X

30만원 이상

O

씨티 프리미어마일 카드
씨티 NEW 프리미어마일 카드
갤러리아 씨티카드 플래티늄
갤러리아 프레스티지 카드
갤러리아 한화 CMA 카드
대백 씨티카드
대백 씨티카드 아인스
비자 플래티늄 카드

인천공항

월 3회

신세계 씨티 아시아나 플래티늄 카드
신세계 씨티카드 콰트로
신세계 플래티늄 카드
플래티늄(Platinum)

씨티 Affinity 플래티늄 카드
씨티 스카이패스 비자카드
씨티 스카이패스 플래티늄 카드
씨티 아시아나 플래티늄 카드
카카오뱅크 씨티카드
신세계 씨티 리워드 카드
씨티 NEW 캐시백 카드
씨티 리워드 카드

발급사 선택 서비스 제외 카드로 서비스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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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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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상품 별 Visa 서비스 등급 및 이용 조건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FINITE I

제휴처

SIGNATURE S PLATINUM P

혜택

Visa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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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안내표지판을 따라서 지하1층 단기주차장 A구역으로 이동
3.공식 주차대행 직원(녹색 유니폼)에 차량 상태 점검 후 차량 열쇠 인도 및 차량 접수증(SMS 발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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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제시 후, 주차권과 차량 열쇠 인수
2.주차장 출차 시 주차요금 정산

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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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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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여객터미널
1.차량 접수증(알림톡, SMS)에 명기되어 있는 인수장(단기 주차장 지하 1층 동편 주차구역 210번 앞)으로
출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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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 횟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발렛파킹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기 서비스는 발렛파킹 비용에만 적용되므로, 주차비용은 별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발렛파킹 서비스는 출국, 입국시 24시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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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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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발렛파킹 서비스
이용 전 상품 별 Visa 서비스 등급 및 이용 조건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FINITE I

제휴처

혜택
주차 시

국내선
출차 시

SIGNATURE S PLATINUM P

Visa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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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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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시

1.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출발 층 2층 고가 위 진입 후 대기 중인 공식 주차대행 직원(오렌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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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국제선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Visa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 횟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발렛파킹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기 서비스는 발렛파킹 비용에만 적용되므로, 주차비용은 별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발렛파킹 서비스는 출국, 입국시 24시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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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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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프리미어마일 카드 전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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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프리미어마일 카드 전용 서비스
아래 서비스는 씨티 NEW 프리미어마일 카드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전용 서비스입니다.

제휴처

Expedia 할인 서비스

이용 방법

혜택

Expedia 프로모션 웹사이트를 통해 NEW 프리미어마일 비자 카드로 결제 시 12% 할인 제공

Expedia 프로모션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모션 코드 “CITINPM” 입력 후 NEW 프리미어마일 비자 카드로 호텔 20만원 이상 선불로 결제 시 (세금, 세금 충당금, 수수료 및 추가
비용은 제외) 12% 할인을 제공해 드립니다.
- 프로모션 웹사이트: www.expedia.co.kr/citibank
(Expedia 일반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해 예약 시에는 할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예약 완료 (숙박 기간: 2021년 3월 31일까지)

•상기 서비스는 프로모션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 후 씨티 NEW 프리미어마일 비자 카드로 결제하여 선불 객실 단독 호텔을 예약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선불 객실 단독
호텔이란 항공 + 호텔과 같이 기타 상품과 결합되지 않은 순수 호텔 예약을 말합니다.
•할인은 객실 요금에만 적용되며, 세금, 수수료 등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Expedia 프로모션 웹사이트 (http://www.Expedia.co.kr/citibank)를 통해 예약 시에만 제공되며, Expedia 일반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예약 시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예약 시 결제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예약 후 호텔에서 후결제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객실을 예약하는 경우, 가장 저렴한 객실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 : 객실 세 개를 예약하는 경우 할인이 모든 객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객실 중 하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숙박시설 예약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http://www.expedia.co.kr/p/corporate/coupon-exclude-hotels), 쿠폰 적용 제외 호텔은 사전 고지 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으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판촉 행사,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Expedia의 이용약관이 적용되며, 모든 예약은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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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 카드 전용 서비스
아래 서비스는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전용 서비스입니다.

리무진 서비스 및 의전 서비스

아시아 16개국 무료 편도 리무진 서비스 및 의전 서비스 (각 연 2회)
전 세계 주요 프리미엄 호텔에서 연속 4박 이상 숙박 시 무료 1박 서비스

호텔 무료 숙박 서비스

※호
 텔에 따라 특정 날짜 또는 5박 이상 예약 시 할인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할인 여부는 예약 전에 반드시 프레스티지 전용라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 참여 골프장 주중 본인 무료 그린피(연 4회) / 해외 참여 퍼블릭 골프장 본인 무료 그린피 (연 3회)

골프

컨시어지 (개인비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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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티지 고객 전용 여행, 쇼핑, 문화 등 전문 상담 컨시어지 24시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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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되지 않음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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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Visa Young Premium 서비스
카카오뱅크 씨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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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s.com 특별 할인 서비스
전 세계 수십만 개 호텔과 2천9백만 개 실제 숙박 리뷰를 보유하고 있는 Hotels.com에서 Visa Young Premium 카드 회원을 위한 특별 혜택 제공

제휴처

Hotels.com 특별 할인 서비스

혜택
전 세계 수십만 개 호텔과 2천9백만 개 실제 숙박 리뷰를 보유하고 있는 Hotels.com에서
프로모션 코드 “VISAYP50” 입력 후 Visa Young Premium 카드로 US$350 이상 결제 시 US$50 할인 제공
- 연간 4회에 한하며 US$ 통화로 결제 시에만 제공

이용 방법

Hotels.com 프로모션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모션 코드 “VISAYP50” 입력 후 US$350 이상 결제 시 US$50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연간 4회에 한하며 US$ 통화로 결제 시에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프로모션 웹사이트: https://kr.hotels.com/visayp
(Hotels.com 일반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예약 완료 (단, 2021년 3월 31일까지 반드시 숙박을 완료하여야 함)

•상기 서비스는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고 Visa Young Premium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Hotels.com 프로모션 웹사이트 (http://kr,hotels.com/visayp)를 통해 예약 시에만 제공되며, Hotels.com 일반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결제 통화를 US$로 지정하고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연간 이용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예약 시 결제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예약 후 호텔에서 후결제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할인은 객실 요금에만 적용되며, 세금, 수수료 등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상기 서비스는 패키지 상품 (예: 호텔+항공), 단체여행서비스를 통한 예약, 호텔에서의 후결제, 최저가 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호텔에 대한 예약의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 예약 건에 대한 소급 적용도 불가합니다.
•상기 서비스는 IHC, Marriott, Starwood 계열 호텔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비스를 이용한 예약의 경우 Hotels.comTM Rewards 숙박을 적립하거나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Hotels.com의 이용약관이 적용되며, 모든 예약은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판촉 행사,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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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빠른 체크인 및 수하물 우선 하기 서비스
진에어 항공편 이용 시 Visa Young Premium 카드 회원을 위한 특별 혜택 제공

제휴처
진에어 빠른 체크인 및 수하물
우선 하기 서비스

이용 방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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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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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예약 및 결제 완료 (단, 2021년 3월 31일까지 반드시 탑승을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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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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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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휴처
벅시 Door-To-Door
공항 리무진 할인 서비스

혜택

공항 전용 차량 공유 서비스 앱인 벅시(BUXI) 앱에서 Visa Young Premium 카드로 결제 시 20% 할인 제공 (편도 기준 연 4회, 월 2회)

이용 방법

벅시 앱을 통해 프로모션 코드 VISA-Y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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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예약 완료 (단, 2021년 3월 31일까지 탑승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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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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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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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티크 호텔 숙박 및 F&B 할인 서비스
Visa Young Premium 카드 회원에게 국내 32개 부티크 호텔의 객실 및 식음 특별 할인 혜택 제공
제휴처

혜택

전화번호

글래드 호텔 여의도

객실 – 정상가 상시 40% 할인

02-6222-5000

글래드 라이브 강남

객실 – 정상가 상시 40% 할인

02-6177-5000

객실 – 조식 무료 제공(2인 기준)
식음 – 정상가 10% 할인
(해당업장 앙스모멍)

02-3141-8800

나인브릭 호텔

신라 스테이 광화문
신라 스테이 구로
신라 스테이 동탄
신라 스테이 마포
신라 스테이 서대문
신라 스테이 서초
신라 스테이 역삼

객실 – 객실 패키지 5% 할인
- 신라스테이 공식 패키지에 한하며, 일부 특가 패키지 제외
- 사전 예약 없이 현장 방문 시, 혜택 제공 불가

02-2230-0700

신라 스테이 울산
신라 스테이 천안
신라 스테이 해운대
신라 스테이 제주
리디자인 호텔

객실 – 객실 업그레이드 또는 조식 2인 무료 제공 (사전 예약 시 택1)

031-284-3434

객실 – 정상가 상시 40% 할인

042-540-1000

호텔 가덴

객실 – 무료 업그레이드 + 웰컴 드링크 2잔 무료 제공

031-239-5572

소설 호텔

객실 –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 2인 조식 제공 (주중에 한하며,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는 객실상황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

02-507-0505

라마다 호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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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티크 호텔 숙박 및 F&B 할인 서비스
제휴처

에이든 바이 베스트웨스턴 호텔 청담

베스트웨스턴 제주

베스트웨스턴 해운대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 인천

베스트웨스턴 군산

혜택
객실 – 정상가(스탠다드, 디럭스) 50%할인
스탠다드 – 110,000원, 디럭스 – 132,000원
식음 – 조식 정상가 10% 할인(*성인), 리비 플레이스 10%할인
(제외기간 : 12/24, 12/25, 12/31, 연휴기간, 여름 성수기(7.20-8.20) 제외)
객실 – 정상가(스탠다드, 디럭스) 50%할인
스탠다드 – 99,000원, 디럭스 – 115,000원
식음 – 조식 정상가 35% 할인(*성인)
(제외기간 : 12/24, 12/25, 12/31, 연휴기간, 여름 성수기(7.20-8.20) 제외)
객실 – 정상가(스탠다드, 패밀리트윈) 40%할인
스탠다드 더블, 트윈, 온돌(시티뷰) - 110,000(일-목), 140,000(금,토)
패밀리 트윈(시티뷰) - 130,000(일-목), 160,000(금,토)
식음 – 정상가 25% 할인(*성인)
(제외기간 : 12/24, 12/25, 12/31, 연휴기간, 여름 성수기(7.20-8.20) 제외)
*추가 제외기간(해운대호텔) :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불꽃축제
객실 – 정상가(디럭스) 50%할인
디럭스(일-목): 95,000, (금-토): 115,000
식음 - 조식 정상가 30% 할인(*성인), 인천 하버 레스토랑 10%할인
(제외기간 : 12/24, 12/25, 12/31, 연휴기간, 여름 성수기(7.20-8.20) 제외)
객실 – 정상가(스탠다드) 50%할인(일-금), 45%할인(토요일)
스탠다드(일-금) (더블 - 89,000원, 트윈&온돌 - 110,000원)
스탠다드(토요일) (더블 - 108,000원, 트윈&온돌 - 121,000원)

전화번호

02-6711-1234

064-797-6000

051-664-1234

032-770-9500

063-469-1234

식음 - 조식 정상가 15% 할인(*성인)
(제외기간 : 12/24, 12/25, 12/31, 연휴기간, 여름 성수기(7.20-8.20) 제외)
이비스 앰배서더 명동
이비스 앰배서더 부산 시티센터

이비스 앰배서더 부산 해운대

식음 – 15% 할인 (라따블 레스토랑 런치, 디너)

02-6272-1101

객실 – 데일리 객실가 상시 20% 할인
식음 – 정상가 10% 할인

051-930-1100

객실 - 성수기 : 주중 – 정상가 70% 할인 / 주말 – 정상가 40% 할인
비수기 : 정상가 40% 할인
(제외기간: 여름 성수기, BIFF, 불꽃축제기간, 연말연시, 대형행사기간(BEXCO 등))

051-63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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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티크 호텔 숙박 및 F&B 할인 서비스
제휴처
이비스 버젯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혜택
객실 – 정상가 상시 20% 할인

전화번호
02-2079-8888

객실 – 슈페리어룸: 170,000원
디럭스룸: 240,000원
체크인 시 19층에 위치한 바에서 레이시스 크리안자 와인 1병 무료 증정, 조식 불포함
(제외기간: 12/21, 12/24, 12/28, 12/31)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남산

02-6070-7000
식음 – The Eatery 10%할인
- 석식에 한하며 음료 및 주류 제외, 최대 10인까지 제공
- 사전 예약 필수, 테이크아웃 및 와인 구매 시 할인 불가
(제외기간: 5/5, 12월 전체)

소테츠 호텔즈 더 스프라지르 서울 명동
(구.골든 튤립 M호텔 서울 명동)

객실 – 정상가 상시 20% 할인
(제외기간: 1/1, 12/20~12/31)

02-772-0900

소테츠 호텔즈 더 스프라지르 서울 동대문

객실 – 정상가 상시 20% 할인
(제외기간: 1/1, 12/20~12/31)

02-2198-1212

객실 – 스탠다드룸(더블): 100,000원
디럭스룸(더블): 125,000원

02-588-2000

객실 – 정상가 10% 할인
식음 – 나니아 레스토랑&카페 10% 할인 (단, 주류 제외)
스파 – 생크몽드 10% 할인 (단, 리테일 품목 제외)

064-801-9000

호텔 카라쉬

제주 베이힐풀앤빌라

이용 방법

각 호텔 대표번호를 통하여 유선예약 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선예약 시 반드시 Visa Young Premium 카드 회원임을 미리 고지하셔야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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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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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ook SIM 카드 및 Wi-Fi 상품 할인 서비스
다양한 여행 액티비티를 손쉽게 예약할 수 있는 클룩에서 SIM 카드 및 Wi-Fi 상품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INFINITE I

제휴처

SIM 카드 및 Wi-Fi 상품
할인 서비스

이용 방법

SIGNATURE S PLATINUM P

혜택

클룩에서 SIM 카드 및 Wi-Fi 상품 Visa 인피니트, 시그니처 및 플래티늄 카드로 결제 시 상시 10% 할인 혜택 제공
단, 매월 1회만 사용 가능하며, 최대 할인 금액은 USD 15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클
 룩은 여행 관련하여 다양한 여행 액티비티, 철도티켓 및 패스, 숙소 Wifi 및 SIM 카드, 교통 수단 등을 손쉽게 예약,
구매할 수 있는 여행 플랫폼 입니다.

Visa 등급

I

S

P

Klook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프로모션 코드 "VISAKLK10" 입력 후 Visa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https://Klook.com/ko/

이용 기간

2020년 5월 6일 ~ 2020년 12월 31일

•상기 서비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상기 서비스는 클룩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예약 시 제공됩니다.
•상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신용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상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비자 카드 소지자는 결제 페이지에서 쿠폰코드 "VISAKLK10"를 입력해야 합니다.
•상기 쿠폰 코드는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본토,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에 한해 제공됩니다.
•상기 쿠폰 코드는 카드 플레이트에 Visa 로고와 Platinum, Signature, Infinite, UHMW 문구가 표기된 카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기 쿠폰 코드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타 프로모션, 바우처 및 할인 혜택과 중복 사용이 불가합니다.
•클룩은 본 프로모션 및 이용약관을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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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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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