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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 더 많은 사람들이 go with Visa.

SERVICE DETAIL                                                                                                       

Travel Access Hilton HHonors Gold Elite 멤버십 서비스

비자 Luxury Hotel Collection
비자 Six Senses Resort & Spa 서비스

렌터카 서비스

Airport Access 비자 공항 라운지 서비스 (선택)
인천공항 발렛파킹 서비스 (선택)
김포공항 발렛파킹 서비스 (선택)
인천공항 코트룸 무료 서비스

비자 공항 의전 서비스 (yQ Meet & Assist)

Hotel Access 국내 특급호텔 발렛파킹 서비스 (선택) 
국내 특급호텔 F&B 할인 서비스

국내 특급호텔 객실 및 패키지 할인 서비스

국내 특급호텔 프리미엄 스파 서비스

Shopping Access 면세점 할인 서비스

명품 브랜드 VIP 서비스

프리미엄 편집샵 서비스

Concierge 비자 프리미엄 컨시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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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 더 많은 사람들이 go with Visa.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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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 더 많은 사람들이 go with Visa.

SERVICE DETAIL                    VISA

Hilton HHonors Gold Elite 
멤버십 서비스

비자 인피니트 카드 회원에게 1년간 유효한 Hilton HHonors Gold Elite 멤버십으로의 승급 서비스 제공

Hilton HHoners Gold Elite 멤버십 서비스

비자 인피니트 카드 회원에게 Hilton HHonors Gold Elite 멤버십 승급 서비스 제공

ㄱ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인피니트 카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되며, 반드시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ㄱ Hilton HHonors Gold Elite 멤버십 취득은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10일이 소요되며 Hilton HHonors Gold Elite Status Membership Kit는 신청일로부터 6~8주 이후에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ㄱ Hilton HHonors Gold Elite 멤버십 유지와 관련된 조건이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ㄱ Hilton HHonors Gold Elite 멤버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ilton HHono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ㄱ 상기 서비스는 비자 인피니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며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ㄱ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2015년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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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 Hilton HHonors 멤버십 서비스는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 00308-44-0079 (연중무휴 24시간)
- 단, Hilton HHonors Blue 멤버십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에 한하여 제공되므로, 신청 전에 미리 멤버십 가입이 필요합니다.

Travel Airport Hotel Golf Shopping

여행 서비스 공항 서비스 호텔 서비스 골프 서비스 쇼핑 서비스



세상 속 더 많은 사람들이 go with Visa.

SERVICE DETAIL VISA

비자 Luxury Hotel 
Collection

전세계 900여 개 최상급 프리미엄 호텔에서 비자 인피니트/시그니처 카드 회원만을 위한 다양한 제공

- Best Available Rate 제공

-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 및 Late Check-out 서비스*
- 무료 조식 제공

- VIP 게스트 우대 서비스**
- US$25 상당의 식음료 이용권 제공

- 무료 발렛파킹 또는 무료 인터넷 이용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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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Luxury Hotel Collection
전세계 900여 개 최상급 프리미엄 호텔에서 다양한 혜택 제공

ㄱ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인피니트/시그니처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ㄱ 호텔리스트, 이용요금, 취소수수료 등 상세한 내용 및 이용약관은 비자 Luxury Hotel Collection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ㄱ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visaluxuryhotels.com

(상기 웹사이트는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2015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VISA PREMIUM SERVICE GUID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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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 비자 Luxury Hotel Collection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후 비자 인피니트/시그니처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INFINITE I S PSIGNATURE PLAT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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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서비스 공항 서비스 호텔 서비스 골프 서비스 쇼핑 서비스



세상 속 더 많은 사람들이 go with Visa.

SERVICE DETAIL VISA  

비자 Six Senses 
Resort & Spa 서비스

Best Available Rate 대비 20% 할인 제공

Best Available Rate 대비 15% 할인 제공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

무료 조식 제공 (최대 2인까지)

Early Check-in 서비스* (오전 10시부터)

Late Check-out 서비스* (오후 6시까지)

Late Check-out 서비스* (오후 3시까지)

US$50 상당의 스파 이용권 제공

(객실 당 1회에 한함)

US$25 상당의 스파 이용권 제공

(객실 당 1회에 한함)

비자 Six Senses Resort & Spa 서비스

Six Senses Resort & Spa에서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만을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객실 업그레이드 및 Early Check-in / Late Check-out 서비스는 가능 시에만 제공됩니다.

이용 방법 : 비자 Six Senses Resort & Spa 서비스는 비자 인피니트/시그니처 컨시어지를 통해 유선 예약 후 비자 인피니트/시그니처 카드로 결제 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 00308-44-0079 (연중무휴 24시간) / 비자 시그니처 컨시어지: 080-716-0880 (연중무휴 24시간)

비자 플래티늄 카드 회원은 비자 Six Senses Resort & Spa 웹사이트를 통해 Account Code 및 Promotion Code 입력 후 비자 플래티늄 카드로 결제 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Six Senses Resort & Spa 웹사이트: www.sixsenses.com/visaplatinum
Account Code: 46600305 ,  Promotion Code: V8S
(상기 웹사이트는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ㄱ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ㄱ 상기 인피니트 서비스는 Reserves, Retreats, Presidential Suites, Ocean Front 4 Bedroom Villa, Laamu Water Villa 예약 시에만 제공됩니다.
ㄱ 상기 시그니처 서비스 중 무료 Villa 또는 객실 업그레이드는 Reserves, Retreats, Suites Villa / Room 예약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ㄱ 상기 서비스의 예약완료 후 변경 시에는 변경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Six Senses Resort & Spa의 취소규정이 적용됩니다.
ㄱ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2015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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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RESORT NAME VISA  

몰디브 Six Senses Laamu, Maldives

베트남 Six Senses Con Dao, Vietnam
Six Senses Ninh Van Bay, Vietnam
Evason Nha Trang, Vietnam

오만 Six Senses Zighy Bay, Oman

태국 Six Senses Samui, Thailand
Six Senses Yao Noi, Beyond Phuket-Thailand

요르단 Evason Ma’ln, Jor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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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서비스 공항 서비스 호텔 서비스 골프 서비스 쇼핑 서비스



세상 속 더 많은 사람들이 go with Visa.

렌터카 서비스
세계 최대 렌터카 업체인 Hertz와 AVIS에서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만을 위해 렌털 시 다양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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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WHERE PROMOTION CODE VISA

10% 할인 서비스 CDP# 83181

최소 6일 이상 예약 시

1일 무료 렌털 서비스

미국 및 캐나다

유럽* (중형차 이상 렌털시)
호주/뉴질랜드

아시아**

PC# 960665
PC# 113035
PC# 961450
PC# 982763

최소 3일 이상 예약 시

1단계 차종 업그레이드

미국 및 캐나다

유럽*
호주/뉴질랜드

아시아**

PC# 152482
PC# 152541
PC# 152596
PC# 113212

Hertz Prestige Collection
최소 6일 이상 예약 시

1일 무료 렌털 서비스

미국 (일부지역 제외)
유럽* (룩셈부르크 제외)
호주

PC# 151616
PC# 151734
PC# 152246

Hertz #1 골드 멤버십 제공 CDP# 83181

VISA PREMIUM SERVICE GUID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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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유럽국가: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 해당 아시아국가: 브루나이, 홍콩,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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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tz 렌터카

AVIS 렌터카

- Standard Rate 대비 최대 35% 할인

- International Leisure Rate 대비 최대 30% 할인

- AVIS Preferred 멤버십 제공

P

Travel Airport Hotel Golf Shopping

여행 서비스 공항 서비스 호텔 서비스 골프 서비스 쇼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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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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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기간 2015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ㄱ 상기 서비스는 해당 렌터카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 제공됩니다. Hertz의 경우 반드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ㄱ 상기 서비스는 반드시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ㄱ 예약 가능 지역은 서비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국내 렌탈은 제외됩니다.
ㄱ 각 국가별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ㄱ 각 국가별로 연령에 따라 차량 렌털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만 25세 이하의 경우 추가 렌털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ㄱ 최소 3일 이상 예약시 1단계 차종 업그레이드 서비스는 렌털 지역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차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ㄱ 상기 서비스는 타 제휴 서비스, 다른 판촉 행사,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ㄱ 상기 서비스는 각 렌터카 업체의 이용약관에 준하여 제공됩니다.
ㄱ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 Hertz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모션 코드 (CDP# / PC#) 입력 후 예약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Hertz 웹사이트: www.happartners.com/visa

(상기 웹사이트는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AVIS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AVIS 웹사이트: www.avisworld.com/visa

(상기 웹사이트는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Travel Airport Hotel Golf Shopping

여행 서비스 공항 서비스 호텔 서비스 골프 서비스 쇼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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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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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 더 많은 사람들이 go with Visa.

비자 공항 라운지 서비스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게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비즈니스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 제공

발급사의 해당 서비스 참여 여부 및 제공되는 이용횟수는 발급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 이용 기간 2015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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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 라운지 입장 시 당일 출발 항공권 및 비자 프리미엄 카드를 제시하시면,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VISA PREMIUM SERVICE GUIDE 2015

Travel Airport Hotel Golf Shopping

여행 서비스 공항 서비스 호텔 서비스 골프 서비스 쇼핑 서비스

ㄱ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ㄱ 상기 서비스는 발급사(은행 또는 카드사) 내부규정 및 발급상품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발급사가 있사오니, 

반드시 이용 전 소지하신 비자 프리미엄 카드의 발급사로 서비스 적용 여부를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ㄱ 라운지가 만석일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ㄱ 동반자의 이용요금은 상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의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며, 라운지의 사정에 따라 요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ㄱ 유소아 요금: SKY-HUB 라운지 - 24개월까지 무료, 12세까지 17,600원

동방항공 라운지 - 만 6세까지 무료

워커힐 마티나 라운지 - 36개월까지 무료, 10세까지 US$15
에어 라운지 - 60개월 미만까지 무료, 만 12세까지 12,100원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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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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DETAIL WHERE                        WHEN                                 VISA

인천공항 SKY-HUB 라운지

- 회원 본인 라운지 무료 이용

- 동반자의 경우 2인까지 1인당 26,400원 으로 이용 가능

여객터미널 면세구역 4층

동편 032-743-4814
서편 032-743-4811

07:00~22:00

동방항공 라운지

- 회원 본인 라운지 무료 이용

- 동반자의 경우 2인까지 1인당 US$21로 이용 가능

탑승동 면세구역 4층 중앙

032-744-3839
06:30~21:00

워커힐 마티나 라운지

- 회원 본인 라운지 무료 이용

- 동반자의 경우 2인까지 1인당 US$21로 이용 가능

여객터미널 면세구역 4층

동편 032-743-3012
서편 032-743-3006

07:00~21:00

김포공항 에어 라운지

- 회원 본인 라운지 무료 이용

- 동반자의 경우 2인까지 1인당 US$21로 이용 가능

국제선터미널 일반구역4층

02-2662-0084
06:40~20:00



세상 속 더 많은 사람들이 go with Visa.

WHEN HOW VISA

출국 시 1. 인천공항 출발층 3층 고가 위 승용차 라인 진입 후 1~12번 정차장에

대기 중인 오렌지맨에게 차량 상태점검 후 차량열쇠 인도 및 차량보관증 수령

* 심야시간 (19:00~익일 06:00)에는 5번 정차장에서만 서비스 제공

입국 시 1. 차량보관증에 명기되어 있는 인수장으로 이동하여 차량보관증 및 비자 프리미엄 카드 제시 후, 주차권과 차량 열쇠 인수

2. 주차장 출차 시 주차요금 정산

인천공항 발렛파킹 서비스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게 인천공항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 제공

발급사의 해당 서비스 참여 여부 및 제공되는 이용횟수는 발급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ㄱ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ㄱ 상기 서비스는 발급사(은행 또는 카드사) 내부규정 및 발급상품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발급사가 있사오니, 

반드시 이용 전 소지하신 비자 프리미엄 카드의 발급사로 서비스 적용 여부를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ㄱ 서비스 제공 횟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발렛파킹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ㄱ 상기 서비스는 발렛파킹 비용에만 적용되므로, 주차비용은 별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ㄱ 국가 주요행사 등 공항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ㄱ 공항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 명절 기간 또는 공항 주차장 만차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7/15~8/31, 명절: 설날/추석)
ㄱ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2015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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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서비스 공항 서비스 호텔 서비스 골프 서비스 쇼핑 서비스



세상 속 더 많은 사람들이 go with Visa.

SERVICE WHEN HOW                                                                                                                          VISA

국내선 주차 시 1.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층 2층 고가 위 진입 후 대기 중인 오렌지맨에게 비자 프리미엄 카드 제시

2. 차량 상태 점검 후 차량열쇠 인도 및 차량보관증 수령

출차 시 1. 출발지 항공기 탑승 전 차량보관증에 있는 연락처로 차량 출차 요청*
2. 국내선 도착 1층의 주차대행 요금정산소에서 주차요금 정산 후 차량 인수

* 안내 : 도착 후 출차 요청 시 30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

출발지 항공기 탑승 전 미리 전화로 차량 출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주차 시 1.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출발층 2층 고가 위 진입 후 대기 중인 오렌지맨에게 비자 프리미엄 카드 제시

2. 차량 상태 점검 후 차량열쇠 인도 및 차량보관증 수령

출차 시 1. 도착 후 차량보관증에 있는 연락처로 차량 출차 요청

2. 국제선 도착 1층 국가행사 전용주차장 요금정산소에서 주차요금 정산 후 차량 인수

김포공항 발렛파킹 서비스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게 김포 공항에서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 제공

발급사의 해당 서비스 참여 여부 및 제공되는 이용횟수는 발급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ㄱ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ㄱ 상기 서비스는 발급사(은행 또는 카드사) 내부규정 및 발급상품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발급사가 있사오니, 

반드시 이용 전 소지하신 비자 프리미엄 카드의 발급사로 서비스 적용 여부를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ㄱ 발렛파킹 서비스 제공시간은 05:30~20:30이나, 차량 출차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됩니다. 
ㄱ 서비스 제공 횟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발렛파킹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ㄱ 상기 서비스는 발렛파킹 비용에만 적용되므로, 주차비용은 별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ㄱ 국가 주요행사 등 공항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ㄱ 공항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 명절 기간 또는 공항 주차장 만차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7/15~8/31, 명절: 설날/추석)
ㄱ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2015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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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 더 많은 사람들이 go with Visa.

인천공항 코트룸 무료 서비스
비자 인피니트/시그니처 카드 회원 본인과 동반자 1인에게 인천공항 코트룸 무료 서비스 제공

ㄱ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인피니트/시그니처 카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ㄱ 코트룸 무료 서비스의 경우 보관일 5일 초과시 1인 / 1일당 2,500원 이용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ㄱ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2015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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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 인천공항 한진택배 공항센터에서 당일 출발 항공권 및 비자 인피니트/시그니처 카드를 제시하시면,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SERVICE DETAIL WHERE                        VISA

인천공항 코트룸

무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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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터미널 일반구역 3층 동편 한진택배 공항센터

032-743-5800, 5804

운영시간: 06:00~22:00

VISA PREMIUM SERVICE GUID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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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 더 많은 사람들이 go with Visa.

SERVICE DETAIL VISA

비자 공항 의전 서비스

(yQ Meet & Assist)
전 세계 약 380여 개 공항에서 제공되는 빠른 입국/출국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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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약 380여 개 공항에서 제공되는 빠른 입국/출국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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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약 380여 개 공항에서 제공되는 빠른 입국/출국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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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공항 의전 서비스(yQ Meet & Assist)
전 세계 약 380여 개 공항에서 제공되는 빠른 입국/출국 서비스를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정상가 대비 15~2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ㄱ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ㄱ 상기 서비스는 예약인원이 4명 이하일 경우에만 제공되며 최소 72시간 이전에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하셔야 합니다. 
ㄱ 취소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취소규정이 적용됩니다.

- 현지 공항의 예약시간 기준으로 48시간 이상 남은 경우: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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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공항의 예약시간 기준으로 24시간 미만 남은 경우: 전액환불불가

ㄱ 공항 리스트, 이용요금 등 상세한 내용은 비자 공항 의전 서비스(yQ Meet & Assist)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ㄱ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airportspeedpass.com

(상기 웹사이트는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2015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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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 비자 공항 의전 서비스(yQ meet & Assist)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후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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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 더 많은 사람들이 go with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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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 더 많은 사람들이 go with Visa.

WHERE VISA

대구 그랜드 호텔

호텔 인터불고 대구

한림 풀만 앰배서더

엠블호텔 킨텍스

그랜드 하얏트 인천

WHERE VISA

서울신라호텔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알로프트 서울 강남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임피리얼팰리스 서울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콘래드 서울

플라자 서울

호텔리베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W 서울 워커힐

국내 특급호텔 발렛파킹 서비스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게 국내 37개 특급호텔에서 호텔별 각 월 3~5회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 제공

이용횟수는 호텔별 각 월 3~5회이나 발급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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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VISA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힐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더팔래스 호텔

라마다 서울 호텔

르네상스 서울 호텔

리츠칼튼 서울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메이필드 호텔

밀레니엄 서울힐튼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서울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

WHERE VISA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롯데호텔부산 (2015년 6월 30일까지)

파크하얏트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호텔 농심

서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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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서비스 공항 서비스 호텔 서비스 골프 서비스 쇼핑 서비스



세상 속 더 많은 사람들이 go with Visa.

ㄱ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으로 해당 호텔의 객실 및 식음료업장(연회장 제외) 이용을 위해 내방한 회원 본인에 한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ㄱ 상기 서비스 이용 시 호텔 정책에 따라 해당 호텔을 이용한 영수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영수증 미지참시에는 별도의 발렛파킹 비용과 주차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ㄱ 연회 참석 및 국가 주요행사 시에는 상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이용고객의 집중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ㄱ 상기 서비스는 호텔별 각 월 3~5회로 제공되나 발급사(은행 또는 카드사) 내부규정 및 발급상품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상 호텔이 발급사별로 상이할 수 있사오니, 

이용 전 반드시 소지하신 비자 프리미엄 카드의 발급사로 서비스 적용 여부를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ㄱ 서비스 제공 횟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발렛파킹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ㄱ 상기 서비스 이용 시 발렛파킹 비용 및 1일3시간 이내의 주차비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용시간 초과 시 주차금액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ㄱ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2015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단 롯데호텔 부산의 경우 2015년 6월30일까지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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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외 기간 :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여름 성수기(7/25~8/22), 국제행사(2015 IDB, BIFF, 코마린등) 12/24, 12/31

해운대 그랜드 호텔: 여름성수기, 국제행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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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알로프트 서울 강남, 대구그랜드호텔: 호텔 정책에 따라 당일 호텔 이용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 발렛파킹 및 3시간 무료 주차 서비스

(알로프트 서울 강남은 2시간 무료주차)가 제공되며, 영수증 미지참 시에는 발렛파킹 이용 요금과 주차요금 모두를 현장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호텔 정책에 따라 2015년 4월 1일부터 당일 호텔 이용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3시간 무료 주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수증 미지참 시에는

주차요금을 현장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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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 PREMIUM SERVICE GUIDE 2015

Travel Hotel Golf Shopping

여행 서비스 호텔 서비스 골프 서비스 쇼핑 서비스

Airport

공항 서비스



세상 속 더 많은 사람들이 go with Visa.

WHO SERVICE                                VISA

골든서울호텔 정상가 상시 10% 할인

골든하우스(뷔페)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스시효, 중복할인 및 연회 제외

그랜드 하얏트 서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현장 결제 시에 한하며, The Deli & The Lobby Lounge 제외, 연회 및 음료 제외, 1/1, 12/24, 12/25, 12/31 제외

*단, 비자 인피니트/시그니처 법인카드 서비스 제공 불가

그랜드 힐튼 서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베이커리 제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정상가 상시 10% 할인

슌미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고기 by 용수산, 미니바, 연회장, 룸서비스 제외

더팔래스 호텔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주말메뉴 및 단체 특별 할인 메뉴 제외

라마다 서울 호텔 정상가 상시 10% 할인

카페 스타시오

르네상스 서울 호텔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룸서비스와 연회 제외, 음료 및 주류 제외

리츠칼튼 서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룸서비스, 연회, 타 판촉행사, 타 제휴서비스와 중복 적용 불가

단, 더 가든에 한하여 15인 이상인 경우 5% 할인 적용

국내 특급호텔 F&B 할인 서비스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게 국내 47개 호텔 F&B 매장에서 특별 할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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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PREMIUM SERVICE GUIDE 2015

WHO SERVICE VISA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 소도베

정상가 상시 10% 할인

M Café, Sodowe Restaurant
단, 20명 미만 적용, 연회 적용 불가, 중복할인 불가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프로모션 중복적용 불가

메이필드 호텔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룸서비스, 테이크아웃, 연회, 웨딩 제외, 중복적용 및 분할계산 불가, 기성품목(쿠키, 음료 등)은 할인에서 제외

단, 10인 이하에 한하며, 토, 일, 국경일 제외

밀레니엄 서울힐튼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업장
단, 연회행사, 인 룸 다이닝 및 12월 제외

반얀트리 클럽 앤스파 서울 정상가 상시 10% 할인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문바
단, Food only, 음료 및 주류 제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프로모션 및 연회 제외, 레노베이션 진행기간 제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미니바, 연회행사, 핏 카페, 룸서비스 제외, 2/14, 5/5, 12/24, 12/31 제외

알로프트 서울 강남 정상가 상시 10% 할인

Nook Restaurant (Buffet 제외)
단, 5/5, 5/8, 5/15, 12/24, 12/25, 12/31 제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정상가 상시 10% 할인

5층 오크 레스토랑&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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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PREMIUM SERVICE GUIDE 2015

부산지역

WHO SERVICE VISA

웨스틴 조선 서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특정 기간, 5/5, 12/24, 12/25, 12/31 자체 이벤트 진행일 제외, 음료 및 주류 제외, 프로모션 및 연회 제외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음료 및 주류 제외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정상가 상시 15% 할인 (2015년 6월 1일부터 10% 할인)
전 업장
단, 모모바 제외, 프로모션 메뉴, 중복 할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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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래드 서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음료 및 주류 제외, 특별이벤트 및 해피아워형 메뉴 제외, Retail Item 제외, 1/1, 12/20~12/31 제외

플라자 호텔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일부 프로모션 중복 적용 불가

호텔리베라 서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2/14, 3/14, 12/24, 12/25, 12/31 제외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주류, 음료, 수입품목 및 Retail 상품 제외, 2/14, 5/5, 5/8, 12/24, 12/25, 12/31 제외

W 서울 워커힐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연회 및 특별 이벤트 제외, 1/1, 2/14, 2/18~20, 3/14, 9/26~9/29, 12/24, 12/31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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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SERVICE VISA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연회장, 미니바, 룸서비스, 델리시스, 테라스카페, 음료 및 주류 제외

롯데호텔부산

(2015년 6월 30일까지)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베이커리는 빵과 케이크류에 한함

파크하얏트 부산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라운지 및 파티세리, 룸서비스 제외, 특정기간, 12/24, 12/25, 12/31, 스페셜이벤트(와인디너, 사케디너 등) 프로모션 및 연회 제외

해운대그랜드호텔 정상가 상시 10% 할인

만리성, 티파니, 라운드
단, 연회 및 룸서비스 제외

WHO SERVICE VISA

교원스위트호텔 제주 정상가 상시 10% 할인

라 타라스, 라비타
단, 스페셜 및 이벤트 성 음료 및 메뉴 제외

정상가 상시 5% 할인

한우명가

라온 호텔&리조트 정상가 상시 10% 할인

파인앤다인

서귀포 KAL호텔 정상가 상시 15% 할인

로비 라운지
단, 음료 및 주류, 임대업장, 특별이벤트 제외, 캠핑존 및 야외업장 제외

정상가 상시 20% 할인

살레(상설 뷔페) 
단, 음료 및 주류 제외

씨에스호텔 앤 리조트 정상가 상시 10% 할인

천제연

오션스위츠 제주호텔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제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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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WHO SERVICE VISA

제주 KAL호텔 정상가 상시 15% 할인

전 업장
단, 음료 및 주류, 임대업장, 특별이벤트 제외

정상가 상시 20% 할인

한라(상설뷔페)  
단, 음료 및 주류 제외

제주 그랜드호텔 정상가 상시 10% 할인

삼다정(뷔페식당)

제주오리엔탈호텔 정상가 상시 10% 할인

뷔페식당
단, 음료 및 주류 제외

I 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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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 P

INFINITE I S PSIGNATURE PLATINUM

WHO SERVICE VISA

쉐라톤 인천 호텔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정상가 상시 5% 할인

전 업장
단, 룸서비스, 미니바, 연회, 특별 프로모션 제외

파라다이스호텔 인천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대구그랜드호텔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음료 및 주류 제외, 연회, 프라이빗 다이닝, 커피숍, 로비라운지, 더 키친 제외

켄싱턴 스타호텔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특선메뉴 제외, 음료 및 주류 제외

켄싱턴 플로라 호텔 정상가 상시 10% 할인

전 업장

단, 특선메뉴 제외

호텔설악파크 정상가 비수기 20% 할인 / 성수기 10% 할인

전 업장
성수기: 여름 바캉스시즌, 가을 단풍시즌, 12/24, 12/31, 연휴기간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 정상가 상시 5% 할인

전 업장

I S

I S P

I S P

I S P

I S P

I S P

I S P

기타지역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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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단,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는 비자 프리미엄 법인 카드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ㄱ 상기 서비스는 호텔 룸서비스, 미니바, 연회행사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판촉 행사,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다른 회사와의 프로모션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ㄱ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별도 사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호텔별 혜택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ㄱ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2015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이용 방법 : 서비스 참여 호텔의 F&B 매장에서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결제 전에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함을 미리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Travel Hotel Golf Shopping

여행 서비스 호텔 서비스 골프 서비스 쇼핑 서비스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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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SERVICE TEL                                        VISA

골든서울호텔 객실 정상가 상시 20% 할인 02-3397-2000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호텔패키지 정상가 상시 1만5천원 추가 할인

단, 호텔에 직접 예약할 경우에 한함

02-2230-3112/3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패키지 리버뷰 무료 업그레이드
단, 체크인 시 가능할 경우에 한하며, 7/18, 7/25, 8/1, 8/8, 8/15, 12/24, 12/31 제외

*단, 비자 인피니트/시그니처 법인카드 서비스 제공 불가

02-797-1234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호텔패키지 호텔패키지 이용 시 드링크 쿠폰 2매 제공
쿠폰이용업장 : 더 비스트로 및 그랑 아Ⅱ

02-567-1101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호텔패키지 호텔패키지 이용 시 드링크 쿠폰 2매 제공
쿠폰이용업장: 로비 라운지

02-838-1101

더팔래스 호텔 객실 정상가 상시 30% 할인
단, 호텔 사정에 따라 특정일자 이용 불가

02-532-5000

라마다 서울 호텔 객실 정상가 상시 30% 할인
조식뷔페 최대 2인 무료 제공 포함

02-6202-2000

렉싱턴 호텔 객실 정상가 상시 30% 할인 02-6670-7000

르네상스 서울 호텔 호텔패키지 정상가 상시 5% 추가 할인 02-555-0501

리츠칼튼 서울 호텔패키지

객실

정상가 상시 1만원 추가 할인

정상가 상시 35% 할인

02-3451-8000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 소도베 객실 정상가(Rack rate) 30% 할인 02-2050-6000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객실 정상가 상시 20%할인 02-2090-8000

국내 특급호텔 객실 및 패키지 할인 서비스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게 국내 47개 호텔의 객실 및 패키지 특별 할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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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 P

I S P

I S P

I S P

I S

I S P

서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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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SERVICE TEL                                        VISA

메이필드 호텔 객실 정상가 상시 30% 할인 02-2660-9000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패키지

객실

구정 및 추석 패키지 이용 시 정상가 상시 1만원 추가 할인

정상가 상시 20% 할인

02-753-7788

반얀트리 클럽 앤스파 객실 정상가 주중 10% 현장 할인

단, Best Available  Rate 기준, 패키지 상품제외, 사전예약 필수, 1/1~1/3, 7/17~8/22, 12/18~12/31 
제외, 국제 행사 기간 제외

02-2250-8000

배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 객실 정상가 상시 30% 할인 02-717-9441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패키지

부대시설

구정 및 추석 패키지 이용 시 정상가 상시 1만5천원 추가 할인
*단, 체크인 시 반드시 비자 프리미엄 카드 제시 후 서비스 적용

야외 수영장 리버파크 정상가 상시 10% 할인 (동반 3인까지)

02-455-5000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객실 Best Available Rate 10% 할인 02-2211-2000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객실 정상가 상시 30% 할인 02-3466-7000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객실 정상가 주말(금~일)에 한하여 40% 할인

정상가 주중(월~목)에 한하여 30% 할인

02-3440-8000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객실 정상가 상시 20% 할인 02-2638-3000

콘래드 서울 객실 Best Available Rate 5% 할인
단, 세계 불꽃놀이 일정(10월 중), 12/24, 12/31 제외

02-6137-7000

서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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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SERVICE TEL                                        VISA

플라자 호텔 호텔패키지 정상가 상시 10% 추가 할인
단, 시즌패키지에 한하여 제공

02-771-2200

호텔리베라 서울 객실 사전 예약 시 정상가 상시 30% 할인 02-541-3111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객실 소매가 주중(일~목)에 한하여 15% 할인

소매가 주말(금,토)에 한하여 20% 할인

단, 객실 상황에 따라 예약이 제한될 수 있음

02-6282-6262

W 서울 워커힐 호텔패키지

객실

구정 및 추석 패키지 이용 시 정상가 상시 1만원 추가 할인

정상가 상시 30% 할인
단, 12/24, 12/30~31 제외

02-465-2222

서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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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SERVICE TEL                                        VISA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호텔패키지 정상가 상시 1만원 추가 할인
단, 세금 및 봉사료 포함 후 고객결제 기준임

단, 성수기(7/25~8/22) 및주요국제행사(2015 IDB, BIFF, 코마린 등)12/24, 12/31 제외

051-743-1234

해운대그랜드호텔 호텔패키지

객실

구정 및 추석 패키지 이용 시 정상가 상시 1만원 추가 할인

정상가 주중(일~목)에 한하여 70%할인
정상가 주말(금,토)에 한하여 60%할인
스위트룸 정상가 50% 할인
단, 성수기 및 크리스마스, 연말, 국제행사기간 제외

051-740-0114

호텔농심 객실 정상가 상시 50% 할인 051-550-2100

부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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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WHO SERVICE TEL                                        VISA

교원스위트호텔 제주 호텔패키지 정상가 상시 3만원 추가 할인
단, 스위트드림패키지, 썸머스위트드림패키지에 한함

단, 성수기(7/19~8/24) 기간은 제외

단, 스페셜 및 이벤트 성 패키지는 할인 서비스 제외

064-738-3800

라온 호텔&리조트 객실

부대시설

정상가 상시 20%할인

사우나, 휘트니스 무료

아쿠아풀&수영장 50% 할인
단, 투숙객에 한함, 바캉스기간, 공휴일 및 연휴 기간 제외

064-795-3333

서귀포 KAL 호텔 호텔패키지 정상가 상시 2만원 추가 할인

단, 성수기(7/19~8/24) 제외

02-310-6677

씨에스호텔 앤 리조트 객실 공시가 10% 할인

단, 디럭스 및 전통한실 제외, 성수기 및 바캉스 기간 제외

064-735-3000

오션스위츠 제주 호텔 객실 정상가 상시 10% 할인

단, 성수기(7/19~8/24) 및 바캉스 기간 제외

064-720-6000

제주 KAL 호텔 호텔패키지 정상가 상시 2만원 추가 할인

단, 성수기(7/19~8/24) 제외

02-310-6677

제주오리엔탈 호텔 객실

부대시설

정상가 주중(일~목) 에 한하여 50% 할인

정상가 주말(금~토) 및 바캉스/연휴기간에 한하여 40% 할인

단, 바캉스기간: 7/24~8/23

남자사우나 및 스크린골프 연습장 50% 할인

단, 투숙객에 한함

02-3789-6221

하얏트 리젠시 제주 객실 Best Available Rate 20% 할인

여름 성수기 기간 10% 할인

064-73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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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SERVICE TEL                                        VISA

수안보파크호텔 객실

부대시설

기타

정상가 주중에 한하여 40% 할인

정상가 주말에 한하여 30% 할인 (금~토, 성수기, 연휴 전날)
노천온천 사우나 정상가 상시 5,000원 할인

단, 투숙객에 한함

호텔 내 직영 한국도자기 정상가 상시 35% 할인

단, 투숙객에 한함

080-770-7800

쉐라톤 인천 호텔 객실

호텔패키지

정상가(rack rate) 상시 30% 할인

객실 이용 시 무료 주차 서비스, 사우나, 피트니스 및 수영장 무료 이용 등의

특별 우대 서비스 제공

정상가 상시 5% 추가 할인

단, 특정패키지에 한함, 플래티늄 할인 제외

032-835-1000

파라다이스호텔 인천 호텔패키지

부대시설

정상가 상시10% 추가 할인

피트니스 및 사우나 이용 시 50%에 할인 제공
단, 투숙객에 한함

032-762-5181

호텔 인터불고 대구 객실 정상가 상시 30% 할인 053-602-7114

경주 코오롱호텔 객실

부대시설

주중 70,000원, 주말(금~토) 90,000원에 제공

단, 벚꽃시즌, 여름성수기간, 12/24, 12/31 특별요금 적용

사우나 정상가 상시 50% 할인

단, 투숙객에 한함

02-737-7711

호텔현대 경주 객실

부대시설

공시가 비수기 주중(일~목) 에 한하여 50% 할인

공시가 주말 (금~토, 공휴일 전날)에 한하여 40% 할인

공시가 성수기에 한하여 30% 할인

단, 벚꽃시즌, 여름성수기간, 12/24, 12/31은 성수기 요금 적용

수영장 50% 할인

단, 여름성수기간 제외

사우나 50% 할인

054-748-2233

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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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SERVICE TEL                                        VISA

켄싱턴 스타호텔 객실 정상가 비수기 주중(일~목)에 한하여 40% 할인

정상가 비수기 주말(금~토)에 한하여 30% 할인

정상가 성수기에 한하여 10% 할인

단, 스위트는 제외됨 / 성수기: 공휴일, 공휴일 전일,연말연시, 7월 중순~8월 중순, 10월 한 달

033-635-4001

켄싱턴 플로라 호텔 호텔패키지 정상가 상시 1만원 추가 할인 033-330-5000

호텔설악파크 객실 정상가 기준 비수기 60%할인

정상가 기준 성수기 40%할인

성수기: 여름 바캉스시즌, 가을 단풍시즌, 12/24, 12/31, 연휴기간

02-738-6585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 객실 정상가 상시 30% 할인

단, 국제행사기간 제외

062-610-7000

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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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단,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는 비자 인피니트/시그니처 법인 카드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ㄱ 상기 서비스는 호텔 룸서비스, 미니바, 연회행사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판촉 행사,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다른 회사와의 프로모션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ㄱ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 기간에도 호텔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ㄱ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별도 사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호텔별 혜택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ㄱ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2015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이용 방법 :  각 호텔 대표번호를 통하여 유선예약 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선예약 시 반드시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임을 미리 고지하셔야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INFINITE I S PSIGNATURE PLATINUM

Travel Hotel Golf Shopping

여행 서비스 호텔 서비스 골프 서비스 쇼핑 서비스

Airport

공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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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SERVICE                                VISA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10% 할인
단, 웨딩상품 제외

더팔래스 호텔 10% 할인
단, 회원권, 웨딩패키지, 프로모션 상품 제외

리츠칼튼 서울 5% 할인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10% 할인

단, 프로모션 중복적용 불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주중 20% 할인, 주말 10% 할인
단, 바디트리트먼트, 스파패키지만 해당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2015년 6월 30일까지)

60분 이상 트리트먼트 이용 시 2인까지 10% 할인

콘래드 서울 90분 이상 관리 이용 시 10% 할인

플라자 호텔 10% 할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10% 할인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10% 할인
단,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에 한함, 왁싱 및 Retail상품 제외

W 서울 워커힐 AWAY 스파 트리트먼트 10% 할인

단, 12/24, 12/31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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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호텔 프리미엄 스파 할인 서비스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게 국내 13개 호텔의 스파할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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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SERVICE                                VISA

하얏트 리젠시 제주 10% 할인
단, 트리트먼트 상품에 한함

씨에스 호텔 앤 리조트 20% 할인
단, 성수기 기간 및 바캉스 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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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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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ㄱ 상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비자 프리미엄 컨시어지를 통하여 반드시 사전 예약하셔야 하며, 해당 호텔에 직접 예약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ㄱ 스파 별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비자 프리미엄 컨시어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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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 기간에도 호텔의 사정(주요행사, 레노베이션 기간 등)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ㄱ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2015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단,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호텔은 2015년 6월30일까지 제공됨

이용 방법 : 비자 특급호텔 스파 서비스 비자 프리미엄 컨시어지를 통해 유선 예약 후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 : 00308-44-0079 (연중무휴 24시간)
- 비자 시그니처 컨시어지 : 080-716-0880 (연중무휴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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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서비스 호텔 서비스 골프 서비스 쇼핑 서비스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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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SERVICE WHERE                                   VISA

롯데면세점 정상가 상시 5~15% 할인

플래티늄 카드회원은 공항점에 한하여 5~10% 할인

세일상품은 30% 미만에 한해 5% 추가 할인

단, 일부 품목 및 브랜드 제외되며, US$10 미만 상품은 할인 제외

비자 인피니트/시그니처 카드 소지시 롯데면세점 VIP 골드카드 즉시 발급

비자 플래티늄 카드 소지시 롯데면세점 VIP 실버카드 즉시 발급

국내점

본점 / 로비점 / 잠실점 / 코엑스점 / 부산점 / 제주점 /
인천공항점 / 김포공항점 / 제주공항점

1688-3000

해외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점 / 자카르타 시내점

싱가폴 창이 공항점

괌 국제 공항점

동화면세점 정상가 상시 5~15% 할인

단, 세일 상품, 일부 품목 및 브랜드는 제외되며, 
쇼핑 전 안내데스크에 비자 프리미엄 카드 제시 후 현장 할인 쿠폰을 지급받아 사용 가능

광화문점

02-399-3000

워커힐면세점 정상가 상시 5~20% 할인

정상가 상시 5~15% 할인

세일상품은 30% 미만에 한해 5% 추가할인

단, 일부 품목 및 브랜드 제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점

02-450-6350

신세계면세점 정상가 상시 5~15% 할인

단, 일부 품목 및 브랜드 제외

부산점

051-743-0181

면세점 할인 서비스

국내외 주요 면세점에서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5~20% 할인 혜택 제공

이용 방법 : 서비스 참여 면세점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ㄱ 서비스 참여 면세점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ㄱ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ㄱ 상기 서비스는 세일 상품, 일부 품목은 제외되며, 각 브랜드별 사정에 의하여 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ㄱ 상기 서비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제공되며, 온라인 매장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ㄱ 상기 서비스는 면세점 자체 세일 등의 프로모션 할인, 타 우대 혜택 및 할인 쿠폰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ㄱ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2015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롯데면세점 서비스 이용기간 2015년 1월 1일~2016년 2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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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Airport Hotel Golf Shopping

여행 서비스 공항 서비스 호텔 서비스 골프 서비스 쇼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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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 명품 브랜드 VIP 서비스는 참여 브랜드의 매장에서 비자 인피니트 카드를 제시하신 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ㄱ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인피니트 카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ㄱ 서비스 내용은 참여 브랜드에 따라 상이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ㄱ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VIP 서비스

5개 명품 브랜드에서 비자 인피니트 카드 회원을 위한 VIP 우대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기간 2015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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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SERVICE WHERE                                                                        VISA

Chloe
Cartier
VIP Lounge Access
무료 음료 제공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

무료 배송 서비스

Corthay는 최고급 슈케어 서비스 무료 제공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Corthay 란스미어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LOUIS VUITTON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

Salvatore Ferragamo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SLOWEAR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Travel Airport Hotel Golf Shopping

여행 서비스 공항 서비스 호텔 서비스 골프 서비스 쇼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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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SERVICE WHERE VISA

Alexis N
정상가 기준 상시 10% 할인

청담점 02-517-4454
롯데백화점(본점,월드타워점,부산서면점)

DUE.K 정상가 기준 상시 10% 할인

쇼핑 어시스트 서비스 제공

구매 금액별 추가 혜택 제공

발렛파킹 무료 서비스 제공

청담점 02-546-0721 

ecru 정상가 기준 상시 10% 할인

쇼핑 어시스트 서비스 제공
압구정점 02-545-7780

ecru men 정상가 기준 상시 10% 할인

쇼핑 어시스트 서비스 제공
압구정점 02-545-7750

HOODS 정상가 기준 상시 10% 할인

쇼핑 어시스트 서비스 제공
압구정점 02-545-7760

KOON
정상가 기준 상시 10% 할인

청담점 02-548-4504
신사점 02-3443-4507

LOUIS CLUB 정상가 기준 상시 10% 할인 가로수점 02-512-7523

10 corso como 쇼핑 어시스트 서비스 제공

100만원 이상 구매 시 10 corso como 까페 음료 제공

(동반 1인 포함) 
첨담점 070-709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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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 서비스 참여 브랜드의 매장에서 비자 인피니트/시그니처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ㄱ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인피니트/시그니처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ㄱ. 할인 서비스는 일부 품목 및 세일 상품은 제외됩니다. 
ㄱ. 쇼핑 어시스트 서비스는 사전에 유선으로 예약하셔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ㄱ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판촉 행사,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ㄱ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2015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INFINITE I S PSIGNATURE PLATINUM

I S

I S

I S

I

프리미엄 편집샵 서비스

비자 인피니트/시그니처 카드 회원에게 프리미엄 편집샵에서 우대 서비스 제공

S

Travel Airport Hotel Golf Shopping

여행 서비스 공항 서비스 호텔 서비스 골프 서비스 쇼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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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프리미엄 컨시어지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을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비자 프리미엄 컨시어지는 전 세계 여행, 쇼핑, 교육, 업무관련 모임 장소 섭외 등 일종의 개인 비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긴급 카드 발급, 긴급 현금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지 않으며, 
해외체류 시 발생하는 각종 긴급 서비스에 관련한 사항은 비자 글로벌 고객 지원센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 00308-44-0079 / 비자 시그니처 컨시어지 080-716-0880 / 비자 플래티늄 컨시어지 00308-44-0051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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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명시된 국가 이외의 국가 체류 시에는 직통으로 연결되는 수신자부담 전화번호가 없으므로, 
체류하고 계시는 국가의 콜렉트콜 업체를 통하여 ☎ 61-2-9221-0422의 번호로 수신자부담 연결을 신청하신 후에 비자 프리미엄 컨시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 이용시 61-2-9221-0422 / 비자 시그니처 컨시어지 61-2-9025-2845 / 비자 플래티늄 컨시어지 61-2-9235-0260 주요 해외 여행 체류국 현지 직통 수신자부담 전화번호

뉴질랜드 0800 103 406

대만 00801 444 192

마카오 0800 709

말레이시아 1800 805 573

미국 1866 670 0975

싱가포르 800 448 1295

인도 000 117 누른 후 866 670 0975

인도네시아 001 803 441 238

일본 00531 44 0025

중국* China Telecom 이용시 10800 440 0086

China Netcom 이용시 10800 744 0086

태국 001 800 441 1260

필리핀 1800 1441 0081

호주 1 800 555 651

홍콩 800 901 873

*중국 체류 시 비자 프리미엄 컨시어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사용하시는 전화의 통신업체를 미리 확인하신 후에 해당 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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