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sa Concierge  
고객용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이용자
기존의 Visa Concierge 계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 
이용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기존의 Visa Concierge 계정은 계속 유지됩니다. 앱을 열고 안내사항에 따라 
업데이트하세요.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한 뒤,

1. 새로운 Visa Concierge 앱을 여세요.

2.  Visa Card 번호를 입력하세요.

3.  새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4.  개인 정보를 확인하세요.

5. SMS나 이메일로 계정을 인증하세요. 

내 프로필과 요청 이력은 어떻게 되나요?
프로필은 유지되지만, 첫 로그인 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처리 중이거나 
처리 예정인 요청만 새로운 Visa Concierge로 이동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Visa Concierge 상담원에게 문의하세요.

이미 예약한 요청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예약한 요청은 새로운 Visa Concierge로 이동됩니다. 처리 중인 요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Visa Concierge 상담원에게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 요청은 어떻게 되나요?
처리 중인 요청은 새로운 Visa Concierge로 전달되어 Visa Concierge 
상담원이  계속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신규 이용자
어떻게 Visa Concierge 계정을 등록하나요?
다음을 통해 새 Visa Concierge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Visa Concierge 앱(iOS 및 Android)

•  Visa Concierge 웹사이트

Visa Concierge 계정을 등록하는 데 추가 요금이 
드나요?
Visa Concierge는 무료 혜택이므로 Visa Concierge 계정 등록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Visa Concierge 계정 등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에 기재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Visa Concierge 등록을 시도했으나 Visa 
Concierge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웹사이트나 지역 무료 핫라인을 통해 Visa 
Concierge 상담원에게 연락해 주세요.

http://www.concierge-asia.visa.com
http://www.concierge-asia.visa.com
http://www.concierge-asia.visa.com/contact-concierge


앱이나 웹사이트를 방문해 Visa Concierge 상담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Visa Concierge 그 외 자주 묻는 질문

웹사이트 이동

Visa Concierge가 무엇인가요?
Visa Concierge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개인 비서이자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로, 엄선된 서비스와 편의 제공, 전용 혜택을 통해 
날마다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다이닝과 숙박을 위한 원활한 예약

•  지역 액티비티와 명소 추천

•  가상 이벤트와 아웃도어 활동

•  건강, 비즈니스,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전반에 걸친 지원과 그 이상의 것들 

이미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점이 새로워졌나요?
네, Visa Concierge는 기존에 있던 서비스입니다만, 최고의 디지털 경험을 
선사하고자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고객이 오늘날의 뉴노멀을 
헤쳐나가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더했습니다.

새로운 Visa Concierge는 

•  국내 사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도 웹 또는 모든 연결된 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언어로 지원됩니다

•  다음을 위한 새로운 셀프 예약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 레스토랑 및 숙박

 - 지역 명소, 국내 및 해외 항공 티켓

 - 소매가에서 할인된 Visa 전용 가격의 리무진

Visa Concierge는 여행 목적으로만 쓸 수 있나요?
새로운 Visa Concierge는 세계 어디에서든 귀하의 동반자이자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00개 이상의 도시에 있는 지역 전문가들이 
숨은 현지 명소를 알려드리며 다양한 추천을 통해, 우리나라를 재발견하고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개인 맞춤 콘텐츠, 할인, 특별 혜택을 비롯해 Visa Concierge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Visa Concierge에 등록할 때 카드 세부 사항을 
모두 제공해야 하나요? 안전한가요?
적절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Visa Concierge 관련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카드 세부 사항을 모두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Visa에서 
카드 세부 사항을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관리합니다. 

어떤 국가/지역에서 Visa Concierge를 이용할 수 
있나요?

 
 
 
 
 

Visa Concierge에서 계정을 생성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꼭 그래야 하나요?
네, 혜택과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의 Visa 
Concierge 계정을 업데이트해 주셔야 합니다.

Visa는 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Visa는 요청된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의 
어떤 정보도 제삼자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에서는 Visa의 채널을 통해 
개인화되고 원활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귀하의 정보를 사용합니다. 

Visa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지역에서도 할인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할인 및 혜택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용 
약관을 참고하세요.

가족과 친구들도 이러한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Visa Concierge 서비스와 할인은 모든 적합한 Visa Infinite, Visa Signature, 
일부 Visa Platinum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됩니다. Visa Concierge를 
이용하려면 Visa Concierge 계정을 등록해 주세요.

이러한 할인 및 혜택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할인 및 혜택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할인 및 혜택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려면 이용 약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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