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가맹점 이용 혜택 프로그램
미국 전역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고객의 즐거운 여행에 특별함을 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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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개 또는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책임을 지닙니다. 또한 발급자는 카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본 안내서의 정보 및 컨텐츠가 특정하게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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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별 가맹점 혜택 안내

개요

개 요
Visa의 가맹점 이용 혜택 프로그램은 쉽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귀사의 카드 이용 고객에게
더 높은 부가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충성도와 카드 사용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할인 및 매력적인 혜택이 가득한 즐거운 카드 사용 경험을 심어주세요
Visa는 귀사의 고객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전 세계의 다양한 가맹점
들과 신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가맹점의 후원으로 제공되는 유명 브랜드의 다양한 혜택은
귀사의의 마케팅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툴로써 활용될 수 있으며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주요
소비 카테고리인 여행, 소매, 외식, 관광 및 전자 상거래에 그 혜택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고객이 여러분의 카드를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Visa의 가맹점 이용 혜택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신다면 전 세계 어디서나 고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직 Visa 카드 이용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할인 및 증정과 같은 혜택을 수시로 제공
함으로써 귀사의 카드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소비 증가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본 혜택을 잘 활용하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소비생활이 가능해집니다
Visa의 가맹점 이용 혜택 프로그램은 귀사의 프로모션 기획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과 창의적인 툴을 제공
해드립니다. 모든 이용 혜택은 영어로 제공되지만, 카드 이용 고객에게 적합한 언어로 번역 가능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이용 혜택을 잘 살펴보시고 귀사의 고객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혜택을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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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하와이

Bernice Pauahi Bishop Museum | 성인 1인 입장권 20% 할인
Visa® 카드로 하와이에서 가장 큰 Bishop 박물관을 20 % 할인받아 입장해보세요.
1889년에 설립된 이 박물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하와이 및 폴리네시아 유물관을 갖추고
있고 용암 활동 시연과 같은 독특한 볼거리와 세계적인 수준의 천문관도 갖추고 있어 하와이 여행
시 꼭 방문하여 체험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은 http://www.bishopmuseum.org/dailyprograms/를 참조하세요.
또한 많은 스태프와 자원 봉사자들이 무료 가이드 투어를 진행하며 하와이 제도만의 독특한 역사와
민족, 동식물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내부의 Pacifica 기프트샵을
방문하시면 하와이 전통 패션과 수공예품, 기념품을 보실 수 있고 Bishop Museum Café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 분까지 하와이 전통 점심 식사와 포키볼, 샌드위치, 스낵류 등을 판매합니다.
입장권 할인을 받으려면 웹사이트에서 '스폐셜 비자 할인 쿠폰' 교환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후 티켓 카운터에서 입장권 구매 시, 비자 카드와 함께 제시(인쇄 또는 모바일 쿠폰)해주세요.

대상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기간
2018년 3월 1일 - 12월 31일

가맹점위치
1525 Bernice Street, Honolulu, HI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 할인쿠폰(이하 “쿠폰”)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쿠폰은 성인 입장 1회 20% 할인 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비자 카드 소지자 당 최대 2 장의 쿠폰 사용이 가능하고. 카드 소지자는 할인을 받으려면 구매 당시 티켓 카운터에 쿠폰과 비자 카드
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쿠폰은 인쇄하거나 모바일 기기 상 보여주면 합니다. 쿠폰은 Senior, Youth, Kama'īina ( "locals") 또는 군대
입대 후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쿠폰은 다른 쿠폰이나 할인과 결합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플라네타륨쇼 및 특별 전시 비용과
같은 추가 추가 입장료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교 박물관은 추수 감사절 (2018 년 11월 22일) 과 크리스마스 당일( 2018
년 12월 25일) 휴무합니다. 비숍 박물관의 가격과 시간은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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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하와이

Diamond Head Visitor Center | 구매 및 오디오 투어 신청 시 기프트 증정
Visa® 카드로 호놀룰루의 다이아몬드헤드 방문객 센터에서 다이아몬드헤드 하이킹 오디오 투어를
결제하면 다이아몬드헤드를 상징하는 자석 기념품 ($2.95 상당)을 선물로 드립니다. 셀프 가이드
오디오 투어는 다이아몬드헤드의 역사, 문화, 전설, 지리, 동식물의 삶과 풍경에 관해 유익하고 심층적인
해설을 해줍니다. 또한 방문객 센터에서 $10 이상 구매 시에는 "I Hiked Diamond Head" 라는 공식 증명서
($ 2.50 상당)를, $25 이상 구매 시에는 무료 다이아몬드 헤드 토트백($ 3.95 상당)을 드립니다.
다이아몬드헤드 정상은 매년 백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모여드는 오아후섬에서 3 번째로 큰 명소입니다.
다이아몬드헤드를 하이킹하면서 휴화산 주변부를 따라 걷다보면 벅찬 감정과 알 수없는 거대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헤드 방문객 센터는 하이킹이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와이
유일의 다이아몬드헤드 공식 상품 (모자 및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품질 좋은 제품을 면세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프트 혜택을 받으려면 www.pacifichistoricparks.org/media/coupons/VISA-free-DH-gift.pdf에서 무료 증정
쿠폰을 인쇄하여, 다이아몬드 헤드 방문객 센터 계산대에서 구매 시 판매원에게 제시해주세요.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가맹점위치
Diamond Head Road at 18th Avenue, Honolulu, HI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 다이아몬드 헤드 방문객 센터는 연중 무휴로 열려 있습니다 (오전 7시 - 오후 3시 30분). 마지막 하이킹은 오후 2시에 있
습니다. "I Hiked Diamond Head"증명서와 tote bag는 서로 또는 다른 프로모션 / 쿠폰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품 구매 시에만
유효합니다. 1일 1인당 무료 선물은 1 개로 제한되고 물품은 공급되는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 시
비자 무료 기프트 쿠폰을 받아야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선 결제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헤드 분화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학금
$1 또는 주차비 $5 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쿠폰은 개인 판매자의 이용 약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쿠폰은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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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하와이

Iolani Palace | 기프트샵에서 $25 이상 구매 시 기념품 증정
Visa® 카드로 The Palace Shop 또는 The Gallery Shop에서 $25 이상 구매 시, Iolani Palace를 추억할 수
있는 하와이의 왕관 (Crown of Hawaii)이 새겨진 기념 엽서를 무료로 드립니다.
하와이 군주제의 상징이며 왕족의 공식 거주지였던 Iolani Palace는 1882년에 지어져 칼리카우아
왕, 그의 누이이자 후계자인 여왕 리리우 오칼라라니가 살면서 당시의 부유함, 혁신 그리고 정치적
음모를 모두 품고 있는 경이로운 공간입니다. 오늘날 폴리네시아 전역에서 가장 멋진 생활 수복물
중 하나를 즐기며 하와이 왕족의 유산과 역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www.iolanipalace.org를 방문하세요. E komo mai! 환영!
기념품 혜택을 받으려면 The Palace Shop 또는 The Gallery Shop에서 $ 25 이상 구매하시고,
계산대에서 기념품 증정 내용이 담긴 페이지를 인쇄 또는 모바일 기기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364 South King Street, Honolulu, HI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 Iolani Palace은 월요일 - 토요일 오전 9 시부 터 오후 4시까지 영업합니다. 일요일 휴무. Iolani Palace는 독립 기념일,
추수 감사절, 크리스마스, 새해첫날 및 주요 공휴일에는 폐쇄됩니다. 행사 참여 자격을 얻으려면 참여하는 Palace / Gallery 상점
에서 최소 25달러를 구매해야 합니다. 최소 구매 가격은 세전 가격입니다. 쿠폰은 다른 쿠폰과 결합 될 수 없습니다. 기프트 카
드, 인터넷 거래 또는 이전 구매에는 유효하지 않으며 현금이나 신용으로 상환 할 수 없습니다. 물품은 공급이 지속되는 동안
에만 제공됩니다. 1일 1 인당 무료 엽서 1장으로 제한.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쿠폰은 개인 판매자의 이용 약관
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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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하와이

Maui Ocean Center | 입장권, 다이닝, 기프트샵 모두 15% 할인
Visa® 카드로 하와이를 대표하는 마우이 오션 센터 수족관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해보세요.
또한 Seascape, Reef Cafe 레스토랑 및 Maui Ocean Treasures 선물가게에서도 결제 시, 구매액의
15%를 할인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와이 최고의 수족관인 마우이 오션 센터에서 하와이의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만나보세요.
상어, 가오리, 거북이 및 수천 마리의 물 사용하면 고기로 가득 찬 60개가 넘는 전시와 세계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태평양 산호초 집단도 관람하세요. 얕은 암초에서 넓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어디
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내외 전시, 투어 및 프레젠테이션을 통
해 평생을 거쳐 볼 수 있는 하와이의 다양한 해양 생물을 모두 하루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Behind-the-Scenes 투어 또는 Shark Dive Maui로 소풍을 떠나 보세요. 아쿠아리움 내부의 Seascape 레스
토랑에서 신선한 캐치 스페셜과 오션뷰 식사를 즐기거나 Maui Ocean Treasures 선물가게에서 하와이
전통 제품을 쇼핑해보세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www.mauioceancenter.com/downloads/visa.pdf.을 방문하여 할인 쿠폰을
인쇄하고 티켓 카운터, 레스토랑, 까페 및 기념품 가게에서 비자 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면 됩니다.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192 Ma’alaea Road, Wailuku, HI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 본 할인 혜택은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합니다. 다른 할인, 프로모션 또는 쿠폰과 조합 할 수 없습니다. 구매 시
에만 유효합니다. 구매하기 전에 할인 내용을 제시하십시오. 할인 혜택을 모든 곳에서 받고자 할 경우, 쿠폰은 각 식당, 카페 및
기념품 가게마다 1개 씩 필요합니다. Pandora, Alex 및 Ani에게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족관 입장은 선물 가게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크 입구에서 입장). 가격 및 시간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쿠폰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
자의 이용 약관을 기반으로 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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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하와이

Royal Hawaiian Limousine | 아일랜드 호핑 투어 티켓 20% 할인
Visa® 카드로 Royal Hawaiian Limousine 아일랜드 호핑 투어 패키지를 20% 할인받아 이용해보세요.
이 상품은 비자카드 소지자에게만 제공되며 호핑 투어 패키지 뿐 아니라 항공료 부분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아일랜드 호핑 패키지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 약관 : 모든 아일랜드 호핑 패키지는 취소 할 수 없으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비행 시간 또는 날짜변경
요청은 항공사의 항공편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투어 기간은 대략이며 항공편
도착 시간, 교통, 날씨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아일랜드 호핑 투어 패키지는 대상입니다.
+ 추가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추가 정보 및 이용 약관은 웹 사이트 www.RoyalHawaiianLimousine.com/
Visa에서 확인하십시오. 혜택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규 투어 패키지는 자주 추가됩니다. 이용 가능한 투어 리스트와 각 투어에 대한 상세 정보는
www.RoyalHawaiianLimousine.com/Visa를 방문하세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전화 1-808-275-6030 으로 연락하여 프로모션 코드 비자1000을 말씀하세요.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2752 Woodlawn Dr. Suite 5-211, Honolulu, HI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 모든 아일랜드 호핑 패키지는 취소 할 수 없으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비행 시간 또는 날짜 변경 요청은 항공사의
항공편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투어 시간은 대략적인 소요시간이며 항공편 도착 시간, 교통, 날
씨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일랜드 호핑 투어 패키지는 제공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추가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추가 정보 및 이용 약관은 웹사이트 www.RoyalHawaiianLimousine.com/Visa에서 확인하십시오.
혜택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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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하와이

Sea Life Park Hawaii | 입장권 최대 4인 20% 할인
Visa® 카드로 하와이의 Sea Life Park 입장권을 최대 4인까지 20% 할인받아 입장하세요.
1일 입장권에는 오전 9시 30 분 - 오후 4시까지 당일의 모든 쇼 및 전시회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ealifepar khawaii.com/things-to-do/experiences를 참조하세요.
Sea Life Park는 심장이 바다와 만나는 곳입니다. 하와이의 1등 해양 공원으로서 사실 상 도보로
즐기기에도 충분한 작은 규모이지만 하루종일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및 독특한 체험의 기회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실전 경험을 원하든, 다소 먼 발치에서 흥분을 느끼고자 하든
Sea Life Park Hawaii는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릴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Dole Whip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선물 가게에서의 특별한 기념품도 챙기세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www.sealifeparkhawaii.com/sites/sealife..com/ files / VISA2017.pdf에 있는 쿠폰을
인쇄하여 계산대에서 제시하고 각 쿠폰과 관련된 프로모션 코드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41-202 Kalanianaole Highway #7, Waimanalo, HI

이용 약관 : 본 할인 혜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Sea Life Park는 개인 이벤트가 예약되지 않는 한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동일하지만 개인 이벤트가 있을 경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쿠폰은 구입 시점에만 유효합니
다. 쿠폰은 사용 전에 제시 및 프로모션 코드를 말씀 하십시오. 단, 쿠폰은 각 곳 마다 1 개 씩 필요함 티켓 사무소 (쿠폰 코드 VisaAdmission17), 티키 트리트먼트 또는 스낵 샵 (쿠폰 코드 VisaDole17), 메인 선물 가게(쿠폰 코드
VisaRetail17). 단, Dole Whip이나 기념품은 쿠폰 제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념품은 재고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ea Life Park의 가격 및 시간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쿠폰은 개인 판매자의 이용 약관에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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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라스베가스

EMS Entertainment | CSI: The Experience in Las Vegas 1인 입장권 $14 할인
라스베가스에서의 Visa® 카드를 사용하시면 CSI 체험 입장권을 $14 할인해드립니다.
당신은 범죄 수수께끼를 푸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CSI : The Experience는 참가자와 실제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도전 형식으로 제작되어(12세 이상 어린이와 성인 참가 자에게 적합) 참가자가 총 3 건
의 살인, 15 명의 용의자 및 3 명의 살인범으로 구성된 범죄 수수께끼를 풀고 범죄 현장 조사에 빠져들 수
있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실제 장비를 사용하고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해 볼 수 있는 실습을
통해 참가자들은 과학적인 탐구, DNA 검사, 모발 검사, 독성학 등을 통해 범죄 해결 과정을 체험 할 수 있습
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http://lasvegas.CSIexhibit.com에 방문하여 프로모션 코드 VSAIF를 입력하세요.
소매 가격 (Visa 카드 소지자 할인 이전)은 $ 31.50입니다.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3799 Las Vegas Blvd. South, Las Vegas, NV

이용 약관: 성인 일반 입장권에만 유효합니다. 쿠폰은 다른 쿠폰이나 할인권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쿠폰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을 기반으로 합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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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라스베가스

Discovery Children’s Museum | 온가족 재미! 입장권 1장을 구입하면
2번째 입장권은 반 값!
Visa® 카드로 라스베가스에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 보세요. DISCOVERY 어린이 박물관은
고객이 비자카드로 한 장의 입장권을 정상 가격 ($ 14.50)으로 구매하면 두 번째 입장권부터는 반값 ($ 7.25)
에 구매 할 수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DISCOVERY 어린이 박물관은 단순히 가족이 함께 즐길 수있는 재미있는 공간, 그 이상입니다.
예술 스튜디오이자 과학 실험실이고, 고고학 발굴지이자 "녹색"의 대도시, 그리고 해적선입니다.
총 26,000평방 피트의 체험형 전시 공간에서 어린이 박물관이 중시하는 교육 분야인 과학, 자연, 예술,
문화 그리고 유년기의 발달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체험형 전시활동을 갖추어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휘
하고 탐험하고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줍니다. 또한 3 층짜리 박물관에는 온 가족이 함께 안
전하게 즐길 수 있는 9개의 인터렉티브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쿠폰 사본 (인쇄 또는 모바일)과 비자카드를 서비스 데스크에 제시하세요.
이때 프로모션 코드 Visa 2018을 꼭 말씀하세요.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360 Promenade Place, Las Vegas, NV

이용 약관 : 2018 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Visa 신용 카드로 구매완료해야 합니다. 구매 시 인쇄 또는 모바일 쿠폰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프로모션, 할인 또는 쿠폰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입 시에만 유효합니다. 현금 가치는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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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라스베가스

Fashion Show Mall/Grand Canal Shoppes | 럭셔리 쇼핑의 필수 아이템
프리미엄 할인 쿠폰북 제공
특별 제공 혜택으로 오직 라스베가스를 여행하는 Visa® 카드 고객만을 위해 수 천 달러에 달하는 큰
폭의 쇼핑 및 레스토랑 할인 혜택이 담겨진 Premier Passport book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쿠폰
북은 라스베가스 스트립을 대표하는 2 곳의 패션 메카 - The Fashion Show Mall (250 여 개의 매장, 25
개의 음식점, 8개의 백화점) 그리고 베네치안 호텔 내부 The Venetian | The Palazzo (총 160 여 개의 상
점과 30개 이상의 레스토랑 거리) 의 후원과 브랜드들의 참여로 완성되었습니다.
Premier Passport book을 받기 위해서는 Visa 카드, 이 행사내용 사본, 그리고 라스베가스 밖에서 발
급된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Visa의 후원으로 당일에 the Fashion Show Mall
또는 The Venetian | Palazzo (또는 두 곳 모두)에서 $350 이상 결제 시, 시그니처 토트가방을 무료로 받
을 수 도 있습니다(수량 소진 시 까지) . 해당 영수증은 the Fashion Show의 게스트 서비스 앞으로 제출
하면 됩니다 (주소: 3200 Las Vegas Blvd, Las Vegas, NV 89109 Macy’s 백화점 지하)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3200 Las Vegas Blvd. S., Las Vegas, NV 89109

이용 약관: 혜택은 제공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소매 업체의 제안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쿠폰은 개인 판매자의 이용 약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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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라스베가스

Grand Canyon Coaches | 1인 가격으로 2인이 함께 떠나는
Grand Canyon South Rim 버스투어
지금 Visa® 카드로 그랜드 캐년 사우스 림 버스투어를 예약하면
1명의 티켓 가격만 지불하고 2명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대자연의 신비, Grand Canyon 국립공원으로의 여행을 떠나보세요.
여러분의 투어는 O'Callaghan-Tillman 다리에서 바라본 Hoover Dam의 멋진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출발 합니다. 그곳에서 잠시 대자연과 사람의 기술이 빚어낸 걸작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어 보세요.
이후 남서부 사막의 신비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Grand Canyon 국립공원으로 향해 달려 갑니다.
Grand Canyon Coaches 투어의 장점은 모터코치 또는 1등급 투어 차량을 대절하여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하여 서부 Grand Canyon 및 South Rim, Hoover Dam까지 당일에 둘러보는 여행도 가능하고
래프팅 및 Grand Canyon 연계 여행 등 다양한 여행 투어 기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www.papillon.com/guest-services/contact-papillon를 방문하거나 또는 직접
+1-702-736-7243 (현지) 또는 1-888-635-7272 (미국 수신자 부담 전화)로 연락하여 프로모션 코드 VISAGCC를 말씀하세요.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Las Vegas, NV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 투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유류 할증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은 소매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할인 혜택은 통보없이 변경되거나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쿠폰은 현금 가치는 없습니다. 쿠폰은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
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영진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쿠폰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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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라스베가스

Papillon Grand Canyon Helicopters | 1인 가격으로 2인이 함께 즐기는
라스베가스 야경 헬리콥터 투어
지 Visa® 카드로 라스베가스 스트립의 하이라이트 헬리콥터 투어를 결제 하시면
1명의 티켓 가격만 지불하고 2명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스베가스의 밤하늘을 가르며 MGM, 뉴욕 뉴욕, 카이사르 궁전, 벨라지오, 미라지
등의 화려한 호텔 야경과 전망을 감상하세요. 라스베가스가 처음 시작된 Stratosphere Tower와 Glitter
Gulch도 비행합니다. 서비스로는 샴페인 글라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Papillon Grand Canyon Helicopters 특전: 전세계에서 가장 큰 헬리콥터 관광회사이며 그랜드캐년 남쪽
및 서쪽 림, 볼더 시티 및 후버 댐 관광을 서비스 합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각국에서 무료 전화(www.papillon.com/guest-services/contact-papillon 참조)
또는 직접+ 1-702-736-7243 (현지) 또는 1-888-635-7272 (미국에서 수신자 부담)로 연락하여 프로모션
코드 VISA-PAPS를 말씀해주세요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Las Vegas, NV
이용 약관 : 투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유류 할증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은 소매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할인 혜택은 통보없이 변경되거나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쿠폰은 현금 가치는 없습니다. 쿠폰은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
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영진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쿠폰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을 기반
으로합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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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L.A.

Aquarium of the Pacific | 성인 티켓 $6 할인 / 어린이 티켓 $3 할인
본 쿠폰을 제시하고 비자카드를 이용하여 Aquarium of the Pacific(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퀸메리
항구 맞은 편에 위치)의 입장권을 구매하면 성인 티켓은 1인당 $6 할인, 어린이 티켓은 1인당 $3
할인 받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수족관에는 500 종 이상의 종을 대표하는 총 11,000 종 이상의 수중 동물이 모여 있습니다. 인기
있는 전시회로는 참가자가 직접 상어를 만져 볼 수 있는 Shark Lagoon, 새에게 직접 복숭아 등을 먹
여볼 수 있는 Lorikeet Forest, 그리고 June Keyes Penguin의 서식지가 있습니다.
Aquarium of the Pacific은 일년 내내 많은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www.aquariumofpacific.org/events/list 참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www.aquariumofpacific.org/usvisa에서 비자 특별 할인 쿠폰을 확인하세요.
카운터에서 입장권을 구입할 때 쿠폰을 제시하고 Visa 카드로 결제하세요.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100 Aquarium Way, Long Beach, CA

이용 약관 : 한 쿠폰 당 할인을 4회로 제한하십시오. 할인 혜택은 다른 혜택이나 쿠폰과 결합 될 수 없습니다. 오프 사이트에서
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수족관 부지에 쿠폰을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쿠폰은 현금 가치가 없고 양도 할 수 없으며
재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입장권 구매 시 쿠폰을 제시해야합니다. 쿠폰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에 기반
합니다. 쿠폰은 2018 년 4 월 13 일 -15 일 (롱 비치 그랑프리) 기간 동안은 사용 불가합니다. 수족관은 2018 년 12 월 25 일 휴무입
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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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L.A.

LEGOLAND California Resort | 1일 일반 입장권 최대 6인까지 20% 할인
Visa® 카드를 사용하면 LEGOLAND® California Resort 의 1일 일반 입장권(최대 6 명)을 20 %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LEGOLAND® California Resort에서 즐겁게 놀아보세요. 60 가지 이상의 놀이기구, 다양한
쇼 및 볼거리가 있는 인터렉티브한 체험 공간입니다. 2018년부터 선보인 신제품 “4th Dimension의
LEGO NINJAGO® Master”는 놀라운 4D 모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이번 여름에는 LEGO
CITY® : Deep Sea Adventure 잠수함을 타고 승무원과 함께 실제 바다 생활을 체험해보고 침몰 한
바다 속 보물도 찾아보세요. 리조트에는 새로 확장 된 LEGOLAND 워터파크, SEA LIFE® 수족관 및
놀라운 LEGOLAND 호텔이 있습니다. 더 많은 리조트 정보는 www.LEGOLAND.com을 방문하세요.
할인 헤택을 받으려면 visa.merlindeals.com ( 'www’는 입력하지 마세요)으로 이동하여 LEGOLAND
California Resort 링크를 선택하세요. 안내에 따라 체크아웃시 프로모션 코드 179903을 입력하여
할인을 받으세요. 온라인으로 구매 한 티켓은 구입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합니다.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One LEGOLAND Drive, Carlsbad, California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 LEGOLAND California Resort (LEGOLAND Drive, Carlsbad, CA)에서만 제공됩니다. 할인 혜택은 일반 입장권 최대 6매까지
만 유효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 한 티켓은 구입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합니다. 쿠폰은 이전에 구매 한 티켓, 티켓 세일 또는 다른
할인이나 쿠폰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격 및 시간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
다. 재판매 금지. 최종 해석의 권리는 LEGOLAND California Resort에 있습니다. LEGOLAND California Resort는 Merlin Entertainments
plc의 일부입니다. 쿠폰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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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L.A.

South Coast Plaza |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즐기는 럭셔리한 쇼핑 경험
VIP 스위트 입장, 특별 할인 및 구매 시 기프트 제공
South Coast Plaza에서 쇼핑 VIP가 되어보세요! Visa® 카드와 지금 보고 계시는 혜택 내용 사본을
제시하면 South Coast Plaza 에서 제공하는 기프트와 각종 VIP 할인 쿠폰이 담긴 Passport, VIP 스위트
출입패스 이 모든 것이 담긴 웰컴백을 드립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최고의 쇼핑 지역으로 유명한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 (www.southcoastplaza.com)는
250개가 넘는 고급 부티크와 30여 곳의 유명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으며 명성이 높은 Segerstrom
Center for Arts와도 인접한 글로벌 쇼핑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본 혜택을 받으려면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의 4곳의 컨시어지 중 한 곳에 들려서 혜택 내용 사본과
함께 Visa 카드를 제시 해주세요. 코치, 데이비드 유먼, DKNY, 토리 버치, 캐피탈 그릴 및 시즌즈 52 등
100 여 개 이상의 상점 및 레스토랑에서 할인 및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VIP 할인 혜택 Passport로 쇼핑
을 즐기세요. 반드시 VIP 할인 혜택 Passport를 참여하는 매장 및 부티크에 갖고 가서 제시해야 각종
혜택 및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3333 Bristol Street, Costa Mesa, CA

이용 약관 : 안내된 혜택은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내된 혜택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을 기반으로합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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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마이애미/올랜도

LEGOLAND Florida Resort | 1일 일반 입장권 최대 6인까지 20% 할인
Visa® 카드를 사용하면 LEGOLAND® Florida Resort의 1일 일반 입장권(최대 6 명) 20 % 할인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EGOLAND® Florida Resort는 50여개의 놀이기구와, 쇼, 볼거리 및 워터 파크가있는 150 에이커 규모
의 인터랙티브 테마파크로 2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LEGOLAND®
Florida Resort에는 두 곳의 숙박 시설이 있습니다. 레고랜드 호텔과 레고랜드 beach retreat는 테마
룸, 수영장 및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장한 LEGO NINJAGO World에서 운영 중인
LEGO NINJAGO The Ride!는 올랜도와 탬파에서 불과 45분 거리인 윈터 헤이븐 (Winter Haven)에 위치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즐길거리입니다. LEGOLAND 테마 파크는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관광명소
운영업체인 Merlin Entertainments Group 소속입니다.
할인 헤택을 받으려면 visa.merlindeals.com ( 'www’는 입력하지 마세요)으로 이동하여 LEGOLAND
Florida Resort 링크를 선택하세요. 안내에 따라 체크아웃시 프로모션 코드 179903을 입력하여 할
인을 받으세요. 온라인으로 구매 한 티켓은 구입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합니다.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One Legoland Way, Winter Haven, FL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 LEGOLAND Florida Resort (LEGOLAND Way, Winter Haven, FL)에서 할인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은 일반
입장권 최대 6매 까지만 유효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 한 티켓은 구입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합니다. 쿠폰은 이전에 구매 한 티
켓, 티켓 세일 또는 다른 할인이나 쿠폰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격 및 시간은 예
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재판매 금지. 최종 해석의 권리는 LEGOLAND Florida Resort에 있습니다. LEGOLAND Florida Resort
는 Merlin Entertainments plc의 일부입니다. 쿠폰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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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마이애미/올랜도

Marineland Dolphin Adventure | 돌고래와 수영하기, 카야크 투어 15% 할인
플로리다의 Marineland에서 오직 Visa® 카드 고객만을 위해 구성된 특별 패키지를 15 % 할인된 가격
으로 즐겨 보세요.
세계 최초의 해양 수족관인 Marineland Dolphin Adventure는 130만 갤런의 돌고래 서식지로 고객들을
잊지 못할 추억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하루는 공인된 가이드와 함께 자연보호구역인
Guana Tolomato Matanzas National Estuarine Research Reserve에서 즐기는 카약 투어, Marineland의
장대한 역사에 대해 배우는 Behind-the-Seas 투어, 그리고 끝으로 우리 해양 수족관의 보물인 Bottlenose
돌고래와의 친밀한 만남까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marineland.net을 참조하세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전화 (904-471-1111 내선 103)로 사전 예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쿠폰의 사용기간
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합니다 (단, 6 월 15 일 - 12월 15 일은 제외 ). 일반
가격은 259 달러이며 새로운 사진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15 % 비자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비자의
제안을 언급해야합니다.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9600 N Ocean Shore Blvd., St. Augustine., FL

이용 약관 : Marineland는 오전 7시부 터 오후 4시 30 분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이 제안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합니다 (정전 날짜는 6 월 15 일 - 8 월 15 일). 우리는 프로그램 날짜로부터 7 일 이상 취소 된 프로그램에 대해
전액 환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8 일 이내에 통고를 환불 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 속
에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수영복과 타월을 가져 오십시오; 잠수복은 추가 비용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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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마이애미/올랜도

SEA LIFE | 1일 일반 입장권 최대 6인까지 20% 할인
Visa® 카드를 사용하여 SEA LIFE 수족관의 1일 일반 입장권을 20% 할인 받아 이용하세요.
(현재 SEA LIFE는 템피(아리조나), 샬롯-콘코드(노스캐롤라이나), 그래빈(텍사스), 캔자스 시티
(미주리), 오번 힐스(미시건), 블루밍턴(미네소타), 올랜도(플로리다)에 위치해 있으며 2018년에
는 샌안토니오(텍사스)에 신규 지점이 오픈합니다.)
SEA LIFE는 당신을 놀라운 수중의 세계로 안내 할 것입니다. 상어와 거북이, 불가사리에 해마에 이르
기까지 모든 것을 놀랍도록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민물 풍경의 신비를 체험하며 화려한 수중 산
호초도 보고 물 속을 환하게 빛추며 유영하는 해파리와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가는 거대한 상어도 동
시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직접 먹이를 주는 체험과 토크쇼는 꼭 참가해보세요. SEA LIFE는 가족의
즐거움을위한 완벽한 휴식처입니다!
운영 일정, 시간 및 볼거리는 각각의 SEA LIFE 수족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위치는
www.visitsealife.com을 참조하세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visa.merlindeals.com ( 'www’는 입력하지 마세요)로 이동하여 방문하고자하
는 SEA LIFE 지점을 클릭하세요. 이후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구매 및 체크아웃하려는 티켓 수를 선택
하면 됩니다 (프로모션 코드 179903는 이미 적용됨).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SEA LIFE Aquariums in Tempe (AZ), Charlotte-Concord (NC), Grapevine (TX), Kansas City (MO), Auburn Hills
(MI), Bloomington (MN), and Orlando (FL), and in 2018 a new opening in San Antonio (TX)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 템피(아리조나), 샬롯-콘코드(노스캐롤라이나), 그래빈(텍사스), 캔자스 시티(미주리), 오번 힐스(미시건), 블루밍턴
(미네소타), 올랜도(플로리다)의 SEA LIFE 수족관에서 제공됩니다. 2018년에는 샌안토니오(TX)에 새로운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일반 입장권 최대 6매 까지만 유효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 한 티켓은 구입 한 날짜 / 시간에만 유효합니다. 이전에 구입 한 티켓
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가격 및 시간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쿠폰은 다른 할인, 쿠폰 또는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해석의 권리는 Merlin Entertainments Group에 있습니다. SEA LIFE®는
Merlin Entertainments plc의 일부입니다. 쿠폰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을 기반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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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마이애미/올랜도

Thriller Miami Speedboat Adventures | 1회 티켓 가격 $6 할인
Visa® 카드를 사용하여 45분간 마이애미 해변가를 즐 길 수 있는 스피드 보트 1회 이용 티켓을 $6
할인 받아서 이용해보세요. 마이애미와 환상적인 스카이라인, 스타 섬, 피셔섬, 마이애미 비치 및
사우스 비치의 전망을 감상하며 진정한 액션과 볼거리가 넘치는 "Miami-Vice"스타일의 관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중 무휴! 일반 투어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평일 일몰까지, 주말 및 공휴일 매일 30분마다 출발
합니다 (변경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www.thrillermiami.com을 방문하거나 (305) 371-3278)로 연락
주세요). 친구들과의 모임, 회사 행사 또는 특별 이벤트에는 최고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고객
의 요청에 따라 사설 전세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본 쿠폰을 이용하려면 www.thrillermiami.com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키오스크 (401 Biscayne
Blvd. Miami, FL [베이 사이드 마켓 플레이스 내])를 방문하거나 (305) 371-3278로 연락 주세요. 할인
을 위해서는 프로모션 코드 "VISA"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401 Biscayne Blvd. Miami, FL

이용 약관 : 쿠폰은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합니다. $ 6 할인은 성인과 어린이 티켓 모두 동일합니다. 쿠폰은 다른 쿠폰이나
할인과 결합 할 수 없습니다. 구매 시에만 유효합니다. 쿠폰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연락 후 프로모션 코드 VISA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투어 시간과 가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투어 시간은 봄, 여름 및 가을 시
즌 동안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예약 및 마지막 여행에 대해서는 예약 데스크에 문의하십시오. 쿠폰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
매자의 이용 약관을 기반으로합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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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마이애미/올랜도

Wild Florida | 1시간 에어보트 및 악어 공원 콤보 티켓 20% 할인
Visa® 카드를 사용하여 1시간 에어보트 투어 및 악어 파크 콤보 티켓을 20 % 할인 받아 이용해 보세요.
디즈니 월드(올랜도)에서 차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에어보트 에코투어는 플로리다의 Everglades
에 위치한 거대한 늪, 습지 및 강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아름다운 습지대에서 악어, 새, 독수리,
나무 및 다양한 식물을 보며 생생한 플로리다의 자연 그 자체를 경험해 보세요.
투어 후에는 야생 동물 공원 (얼룩말, 와트시, 물소, 에뮤, 멧돼지 및 일부 괴물 악어)을 탐험해 보세요!
열대 조류 사육장, 악어 만져보기 및 선물 가게도 방문해 보세요. 온 가족에게 잊지 못할 모험을 선사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wildfloridairboats.com을 참조하세요.
본 쿠폰을 사용하려면 www.wildfloridairboats.com을 방문하여 “1 시간 에어보트 투어”를 선택한 후 프
로모션 코드 WILDVISA를 입력하세요. 또는 (866) 532-7167로 연락하거나 티켓 부스에서 이 혜택을 제시
(인쇄본 또는 모바일 기기)하여 주세요.가 할인을 위해서 프로모션 코드 WILDVISA를 반드시 적용하세요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맹점 위치
3301 Lake Cypress Rd., Kenansville, FL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 쿠폰은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합니다. 쿠폰은 다른 쿠폰이나 할인과 결합 할 수 없습니다. 구매시에만 유효합
니다. 쿠폰은 직접 또는 전화로 교환하거나 WILDVISA 프로모션 코드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일요일, 크리스
마스 및 추수 감사절은 모두 휴무입니다. 가격과 시간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쿠폰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
의 이용 약관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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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뉴욕

Big Bus Tours | 빅 버스 뉴욕 투어 15% 할인
Big Bus New York Tour Ticket에서 Visa® 카드를 사용하고 15 %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빅 버스 투어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시 중 하나인 뉴욕을 경험하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자유의 여신상 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명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고, 재미
있는 해설은 실제 가이드가 탑승하여 영어로 제공하고 10개의 언어로 녹음 된 해설을 제공합니다.
본 쿠폰을 이용하려면 www.bigbustours.com/en/new-york/new-york-bus-tours/를 방문하여 체크
아웃시 프로모션 코드 VISA17을 입력하세요. 거래가 끝나면 확인 이메일을 받게됩니다. 둘러보기
를 예약 할 때 '인쇄'또는 '모바일/셀'을 선택하였는지에 따라 모바일 기기에서 직접 티켓을 인쇄
하거나 스캔 할 수 있습니다. 티켓을 모바일 기기로 전송하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둘러보기
를 시작하기 전에 티켓을 인쇄해야 합니다. 인쇄 된 티켓 또는 e-티켓을 빅 버스 탑승 또는 하차
정류장 직원에게 제시하세요.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용 약관 : 빅 버스 투어 뉴욕은새해 전날을 제외하고는 연중 무휴로 운행됩니다. 때로는 날씨, 자연재해 및 특별 행사일이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가장 최근 정보는 서비스 페이지 (http://eng.bigbustours.com/newyork/serviceinformation.html)를 참조하십시오. 해설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북경어, 한국어
및 러시아어로 제공됩니다. 어린이 티켓은 5 세에서 15 세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합니다. 5 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로 여행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성인과 동행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eng.bigbustours.com/newyork/faqs.html을 참조하
십시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 25

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뉴욕

Legoland Discovery Center | 1일 일반 입장권 최대 6인까지 20% 할인
Visa® 카드를 사용하여 LEGOLAND®Discovery Center의 1일 일반 입장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즐
겨 보세요 (현재 지점은 템피(아리조나), 아틀란타(조지아), 보스톤(매사추세츠), 시카고(일리노이),
달라스(텍사스), 캔자스 시티(미주리), 오번힐스(미시건), 필라델피아(펜실베니아), 웨스트체스터
(뉴욕), 토론토 (캐나다) 에 위치해 있으며 2018년에는 샌안토니오(텍사스)와 콜럼버스(오하이오)
에 신규 지점이 오픈합니다.)
3-10세 어린이를 생각하고 특별히 제작 된 LEGOLAND® 디스커버리센터는 최고의 실내 LEGO® 놀이터
입니다! LEGO 타기, 몰입형 LEGO 게임, 4D LEGO 영화 등 다양한 레고 게임을 경험 해보십시오.위치 및
상세 정보는 www.LEGOLANDDiscoveryCenter.com을 방문하세요.
본 쿠폰을 이용하려면 visa.merlindeals.com ( 'www’는 입력하지 마세요)로 이동하여 방문하고자 하
는 LEGOLAND 디스커버리 센터의 위치를 클릭하세요.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구매 및 체크아웃하려
는 티켓 수를 선택하세요(프로모션 코드 179903이 이미 적용됨).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Legoland Discover Centers in Tempe (AZ), Atlanta (GA), Boston (MA), Chicago (IL), Dallas (TX), Kansas City
(MO), Auburn Hills (MI), Philadelphia (PA), Westchester (NY), Toronto (Canada)
2018 신규 지점 San Antonio (TX), Columbus (OH)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 템피(아리조나), 아틀란타(조지아), 보스톤(매사추세츠), 시카고(일리노이), 달라스(텍사스), 캔자스 시티(미주리), 오번
힐스(미시건), 필라델피아(펜실베니아), 웨스트체스터(뉴욕), 토론토 (캐나다) , 2018 년 샌 안토니오 (TX) 및 콜럼버스 (OH) (개장 예
정일) 일반 입장권의 할인 적용은 하루 최대 6회까지만 유효합니다.온라인으로 구매 한 티켓은 구입 한 날짜 / 시간에만 유효합
니다. 이전에 구입 한 티켓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가격과 시간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쿠폰은 다른 할인, 쿠폰 또는 프
로모션과 함께 유효하지 않습니다. 추가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해석의 권리는 Merlin Entertainments Group에 있
습니다. LEGOLAND® 디스커버리 센터는 Merlin Entertainments plc의 일부입니다. 쿠폰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
관을 기반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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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Metropolitan Museum of Art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일부 공연 20% 할인
Visa® 카드를 사용하여 뉴욕 MetLiveArts 공연을 20 % 할인 된 가격으로 즐기세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라이브 아트 시리즈는 다양한 전시를 통하여 현대 미술계의 혁신을 조명하
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갤러리 공간에서는 개별 공연과 토크쇼가 진행됩니다.
MetLiveArts는 다양한 예술가, 공연 예술가, 큐레이터 및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하여 탐구 및 공동작
업을 수행하여 늘 획기적인 전시와 세계 최초와 같은 오직 MetLiveArts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과 전시
를 선보입니다. 공연 및 전시 할인 적용은 The Grace Rainey Rogers 강당에서 저녁 7시에 진행되는 대
부분의 공연에 유효합니다.
본 혜택이 적용 가능한 관람 일정은 MetEventTix@metmuseum.org. 문의 주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
습니다 단, 일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쿠폰을 이용하려면 www.metmuseum.org/tickets를
방문하여 결제 시 프로모션 코드 Visa123을 입력하세요. 또는 The Great Hall Box Office, 공연 데스크
또는 전화 212-570-3949로 직접 티켓을 구입하고 이 때 프로모션 코드 Visa123을 꼭 언급하세요.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1000 Fifth Avenue, New York, NY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 그레이스 레이니 로저스 강당에서 오후 7시에 시작하는 대부분의 공연에 유효한 쿠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서
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할인은 온라인, 전화 또는 직접 The Great Hall Box Office에서 가능합니다. 환불이나 교환은 없습니다. 쿠
폰은 다른 쿠폰 또는 이전에 구매 한 티켓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가용성 및 선행 판매가 가능합니다. 모든 주문에는 표준 서비
스 및 배송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최종 판매. 시리즈 가격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일부 공연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쿠폰은 변
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을 기반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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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Red and White Fleet | 성인 및 어린이 크루즈 티켓 $4 할인
Visa® 카드로 결제하면 성인 및 어린이의 정상가 티켓을 $4 할인 받고 재미있는 4종류의 크루즈
'the Golden Gate Bay Cruise, California Sunset Cruise, Bridge 2 Bridge Cruise or California Twilight Cruise'
를 탈 수 있습니다 Red and White Fleet은 1892년 출범 이래 Fisherman 's Wharf의 중심부인 Pier 43-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일 금문교 아래를 왕복하고 알카트라즈를 따라 관광하는 투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12 개의 언어로 음성 가이드를 제공하오니 꼭 들어보세요. 이 크루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redandwhite.com/cruises를 참조하세요.
할인을 받으려면 www.redandwhite.com을 방문하여 크루즈를 선택한 후 쿠폰 코드 VISA를 입력하세요.
원하는 티켓 수를 입력한 후 아래에 할인 티켓 가격이 표시됩니다. 전화로 이 쿠폰을 사용하려면
+1-415-673-2900으로 전화를 걸어 쿠폰 코드 VISA를 말씀해 주세요.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Pier 43-1/2 Fisherman’s Wharf, San Francisco, CA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 행사는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골든 게이트 베이 크루즈, 캘리포니아 선셋 크루즈,
브리지 2 브리지 크루즈 또는 캘리포니아 황혼 크루즈의 4 가지 크루즈에 유효합니다. 출발 예정 시간보다 적어도 20-30 분 전
에 도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용 가능한 공간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늦은 도착을 수용 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모든 판매는 최종입니다. 귀하의 편의를 위해 골든 게이트 베이 크루즈 및 브리지
2 브리지 크루즈 티켓은 구입일로부터 365 일 동안 유효합니다. 캘리포니아 선셋 크루즈와 캘리포니아 황혼 크루즈 (공공 크루
즈로 간주) 티켓은 특정 날짜와 시간에 예약해야합니다. 다른 날짜로 크루즈 일정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415) 673-2900 번으로
전화하거나 sales@redandwhit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예약 된 출발 48 시간 전까지 한 번만 제공하면됩니다. . 추가 일정 변경
시 매회 20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정된 공공 유람선 출발을 놓치거나 그만두면 티켓이 만료되며 다른 항해를 위해 일
정을 재조정 할 수 없습니다. Red and White Fleet®은 모든 서비스를 취소, 변경 또는 대체 할 수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제한된 수
의 참가자를 포함하여 (이에 제한되지는 않음) 언제든지 여행자의 수락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 28

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샌프란시스코

The 샌프란시스코 Dungeon | 1일 일반 입장권 최대 6인까지 20% 할인
The 샌프란시스코 Dungeon 입장권을 구입할 때 Visa® 카드를 사용하면 1일 일반 입장권을 20 %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연은 연극 배우, 특수 효과, 무대 및 장면의 놀라운 연출을 통해 독특하고 흥미 진진한 관람
경험을 제공합니다.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를 맡을 수 있어 재미있고 웃기며 때로는 약간
무서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좋아하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야기 테마별로
만들어진 360º 의 무대세트, 샌프란시스코의 어둡고 죄스러운 과거에 대한 10가지 대화형태의 쇼,
최첨단 특수효과, 그리고 최고 수준의 배우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개장 시간은 sanfrancisco.thedungeons.com을 방문하세요 ( 'www’는 입력하지
마세요). 본 쿠폰을 이용하려면 visa.merlindeals.com ( 'www’는 입력하지 마세요)으로 이동하여 The
샌프란시스코 Dungeon 링크를 클릭한 후, 페이지 안내에 따라 구매 및 체크 아웃하려는 티켓 수를
선택하세요 (프로모션 코드 179903이 이미 적용됨).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145 Jefferson Street, 샌프란시스코, CA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 The San Francisco Dungeon (145 Jefferson Street, San Francisco, CA)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은 1일 일반 입
장권 최대 6회로 제한하십시오. 이전에 구입 한 티켓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가격 및 시간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쿠폰은 다른 할인, 쿠폰 또는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쿠폰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을 기반으로합니다. 최종 해석의 권리는 Merlin Entertainments Group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
코 던전은 Merlin Entertainment, plc의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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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Westfield San Francisco Centre | 1회 $1500, 이상 결제 시 $50 상품권 제공
Westfield San Francisco Center에서 비자카드를 이용하여 당일 $ 1,500 구매 시, Westfield 기프트 카드
$50를 제공 합니다.
Westfield San Francisco Center는 Bloomingdale의 서부 플래그쉽 스토어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Nordstrom이 위치해 있고 Michael Kors, Tiffany & Co. 및 Burberry 등의 200여 개의 상점과 수상 경력
에 빛나는 레스토랑이있는 대표적인 패션 센터입니다. 또한 외국어 지원, 환전 및 기타 정보도 제공
합니다.
본 혜택을 이용하여 Westfield 기프트카드 $50을 받으시려면 Market Street 입구의 1 층 게스트 서비
스 데스크에 위치한 Westfield 컨시어지에서 $ 1500 이상 사용한 영수증과 Visa 카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Westfield San Francisco Center 상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에 한하며, 복수 영수증 (중복 없음)은
1 일 방문시 총 $ 1500 이상의 가치로 인정됩니다. 단, 1일 1 인당 $ 1500 이상 구매액에 대해 기프트
카드 제공 수는 1 장, $ 50로 제한됩니다.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865 Market Street, San Francisco, CA

이용 약관 : 웨스트 필드 샌프란시스코 센터의 상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의 영수증 (중복 없음)을 사용
하면 하루에 총 $1500의 가치가 인정됩니다. 하루에 1 인당 $1500 이상의 구매에 대해 Westfield 기프트 카드 한 장을 $50 한도
로 제한하십시오. 쿠폰은 구입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소매상의 제공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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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도시

Auntie Anne’s | 프레첼 1개 구매 시, 다음 1개는 무료 제공
미국 및 캐나다의 참여하는 Auntie Anne 매장에서 Visa® 카드를 사용하여 1개의 프레첼 품목(프레첼,
너겟, 미니 꽈배 개 / 꽈배기 도그)을 구매하면 클래식 프레즐을 추가로 1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Auntie Anne의 프레첼은 모두 수제이고 매일 신선하게 구워져 나온다는 걸 아셨나요? Auntie Anne
의 생생한 "프레첼 극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무대(매장) 뒤에서 펼쳐지는 우리 직원들의 모습을
살펴 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반죽을 굴리며 비틀고 굽고 있습니다. 치즈에 담갔다가 뺀 미니 프레
첼 도그나 시나몬 슈거 프레첼 너겟과 같은 맛있는 음식이 당긴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매장에서
만들어 집니다.
http://www.auntieannes.com를 방문하여 Auntie Anne의 메뉴를 탐색하고 가까운 매장을 찾아 보세
요. 본 쿠폰을 이용하려면 이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을 제시하세요. (직원은 바코드를 스
캔(사용 가능한 경우) 또는 916437262를 입력하세요)

대상 카드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유효 기간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이용 약관 : 쿠폰은 2018 년 12 월 31 일에 만료됩니다. 쿠폰은 미국 및 캐나다 소재 지역에서만 유효합니다. "BOGO Free
Pretzel!"제안은 프레즐, 프레첼 너겟, 미니 프레첼 도그 / 프레첼 도그를 구입할 때 유효합니다. 고객은 무료 프레즐을 받으려면
위의 프레첼 제품 중 하나를 구입해야합니다! 고객은 구매시 스캐닝을 위해이 제안 및 바코드 (사용 가능한 경우)를 제시해야
합니다. 바코드를 사용할 수없는 경우 916437262에서 연결 키가 입력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Auntie Anne 's / Subway® 지
역, 일부 여행지 및 독특한 위치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제안에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구매마다 하나의 쿠폰. 판
매, 재판매 및 / 또는 인터넷 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중복되거나 변경된 쿠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금 가치 1 / 100 ¢. 현
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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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도시

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Levi’s | 미국 내 오프라인 /온라인 매장에서
미국의
공식 매장 아울렛 매장 및 온라인
시
할인해 드립니다

이상 구매 시 25% 할인
에서

카드를 사용하여

이상 구매

는 클래식한 아메리칸 스타일과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청바지는
년
에
의해 발명 된 이래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의류 브랜드로 수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지속해서 그들의
상상력과 충성심을 사로 잡습니다
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언제나 선구적이고 혁신적인 정신으로
계속 발전해 왔고 청바지 의류 및 액세서리는 현재
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제품 및 매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세요
본 쿠폰을 매장에서 이용하려면 쿠폰 사본 인쇄 또는 전자 을 제시하고 결제시
온라인에서 이용하려면
을 방문하여 체크 아웃시 프로모션 코드

코드를 제시하세요
를 입력하세요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8년 월 1일 - 12월 31일

이용 약관 : 2018 년 2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유효한 쿠폰입니다. 쿠폰을 받으려면 고객이 최소 150 달러를 구매해야합니다.
미국에있는 Levi's® Store 또는 Levi's® Outlet Store (세금 적용 전). 온라인 오퍼의 자격을 얻으려면 고객이 구매해야합니다.
www.levi.com에서 최소 $ 150 (세금 및 / 또는 운송이 적용되기 전). 매장 내 쿠폰은 고객이 쿠폰을 제시 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인쇄물 또는 전자 제품) 체크 아웃시 프로모션 코드 VISA25를 사용합니다. 온라인 고객은 체크 아웃시 프로모션 코드 VISA25를
사용해야합니다. Levi's® Collaboration, Levi's® Commuter ™, Levi's® Vintage Clothing, Levi's® Made and Crafted ™, Tailor Shop 서비스 및
빈티지 제품은 제외됩니다. 양도 할 수 없습니다. 상점 당 1 일당 가계 당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점 신용 또는 현금으로
교환 할 수 없습니다.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장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추가 예외가 온라인
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 구매에 대한 조정이 없습니다. 다른 쿠폰, 매장 내 홍보 또는 기프트 카드 구매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LS & Co. 할인을받을 자격이없는 직원. 이 제안은 LS & Co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고없이 단독 재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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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공통 도시

Madame Tussauds | 1일 일반 입장권 최대 6인까지 20% 할인
Visa® 카드를 사용하여 뉴욕, 라스베가스, 할리우드,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올랜도 또는 내
슈빌의 마담 투소 전시를 20 % 할인 받으세요.
유명인사가 가득한 마담 투소 세계를 경험해 보세요! 파파라치를 향해 촬영 포즈를 취하고 가
장 잘 나가는 영화 배우들과도 어울려 보고 가장 좋아하는 팝스타와 함께 무대에 오르세요. 세
계의 유명한 지도자들과 함께 세상을 맞서보고 전설적인 운동 선수들에게 도전해보세요. 현재
미국에는 마담 투소 전시관이 7 곳이 있으며 할리우드, 라스베가스, 뉴욕, 워싱턴 D.C., 샌프란시
스코, 올랜도 및 내슈빌에서 레드 카펫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운영 일정, 시간 및 볼거리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 및 위치는 www.madametussauds.com을 방문하세요.
본 쿠폰을 이용하려면 visa.merlindeals.com ( 'www’는 입력하지 마세요)에서 방문하려는 지역
을 클릭하세요. 페이지 안내에 따라 구매 및 체크아웃하려는 티켓 수를 선택하세요(프로모션
코드 179903이 이미 적용됨).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 뉴욕, 라스베가스, 할리우드,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올란도 및 내슈빌의 마담 투소 왁스 뮤지엄 (Madame
Tussauds Wax Museums)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입장권의 할인 적용은 하루 최대 6회까지만 유효합니다. 이전에
구입 한 티켓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가격 및 시간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쿠폰은 다른 할인, 쿠폰 또는 프로모션과
함께 유효하지 않습니다. 추가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해석의 권리는 Merlin Entertainments Group에 있습니다.
Madame Tussauds는 Merlin Entertainments plc의 일부입니다. 쿠폰은 개인 판매자의 이용 약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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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전자 상거래

Alamo Rent A Car | 5%할인 및 $175 이상 결제 시 $15 할인
미국, 캐나다,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175 이상을 Visa® 카드로 결제할 경우,
Alamo® Rent A Car를 5 % 할인 된 가격으로 대여 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이용하려면 www.Alamo.com/VisaAL을 방문하거나 1-800-462-5266 번으로 전화하여
ID 7016350 및 쿠폰 코드 AD9295AAU를 요청하세요. 쿠폰 이용은 Alamo Rent A Car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8년 2월 26일 - 2019년 2월 25일

이용 약관 : 할인은 기본 요금에만 적용됩니다. 할인은 렌트 날짜, 위치 및 차량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 기타 정부
부과 또는 부가 된 부가금 (GST 포함), 면허 및 할인 회수권, 공항 및 공항 시설 수수료, 연료, 추가 운전 비용, 편도 렌
트 요금 및 옵션 품목 (예 : CDW 최대 30 달러)은 모두 추가 결제입니다. 미국에서는 렌터카 보상 범위에 대해 보험사
또는 신용 카드를 확인하십시오. 임대인은 표준 연령, 운전면허 및 크레딧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24시간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다른 할인과 결합 될 수 없습니다. 재고는 제한적입니다.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무제한 마일
리지 제공은 참여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용 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지 된 곳에서는 무효화됩니다. 포인
트를 적립하는 데 비행편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미국 및 캐나다의 알라모 (Alamo) 지역에서 할인 혜택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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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전자 상거래

eBags | 온라인 주문 $150 이상 결제 시 $40할인 및 미국 내 무료 배송
Visa® 카드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150 이상 주문 시(일부 상품 제외, 자세한 내용은 이용 약관 참조)
$40 할인 및 $ 49이상 구매 시 미국 내 무료 배송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Bags는 여행을 위한 모든 완벽한 장비를 찾을 수 있는 쇼핑몰입니다. eBags는 Samsonite, The North
Face, Travelon, High Sierra 등 고객이 선호하는 600개 이상의 브랜드가 모여 있습니다. eBags 자체 제
작 브랜드 및 제품 라인은 매끄럽고 내구성이 뛰어난 만능 장비로 여행자가 맨해튼으로 통근할 때나
마추피추로 트레킹을 갈 때도 어디에서든 적합합니다. eBags는 330만 건 이상의 온라인 리뷰와 3,000
만 건 이상의 배송 기록으로 온라인 가방 및 여행 가방 판매점 1위로 불리며 여행자가 여행을 준비할
때 eBags에서부터 여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고객은 간편한 온라인 쇼핑 프로세스와 저렴한 가격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eBags는 각 고객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쿠폰을 이용하려면 쿠폰 사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할인 프로모션 코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
다. 웹사이트 방문 중 이메일로 놀라운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으려면 메일 수신 리스트에 가입하세요!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8년 2월 26일 - 2019년 2월 25일

이용 약관 : eBags, Inc.는 언제든지 행사를 취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특별 할인은 다른 혜택이나 쿠폰과 결합 될 수 없습니
다. 본 행사는 eBags Corporate Sales 주문, Steal of the Day, 모든 거래, 제조업체 / 브랜드 제한으로 인해 사이트의 제품 및 브랜
드 선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할인과 관련된 브랜드 제한 사항은 www.ebags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co.kr / help /
discounttermsandconditions. 쿠폰은 상품권 구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쿠폰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을
기반으로합니다. 국제 및 미국령 (US Territory) 배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ebags.com/help/internationalshipping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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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Enterprise | 5% 할인 및 렌터카 차량 무료 업그레이드
미국과 캐나다에서 Enterprise Rent-A-Car®를 Visa® 카드로 결제할 때 마다 5% 할인 및 차량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아 보세요.
본 쿠폰을 이용하려면 www.Enterprise.com/VisaEN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1-800-736-8222
로 전화하여 ID # vsupg1x를 요청하세요. 쿠폰 이용은 Enterprise Rent-A-Car®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8년 2월 26일 - 2019년 2월 25일

이용 약관 : 참여하는 북미 지역에서 최대 30 일 동안 렌트하기 위해 사전 예약 된 차량에 적용됩니다. 요금은 enterprise.com의
예약시 또는 1-800 rent-a-car로 전화하여 게시 된 요금입니다. 렌트 기간이나 더 긴 렌트가 필요함에 따라 주당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할증료, 복구비, 1 일 30 달러 이하의 손상을 포기한 선택 품목 및 서비스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
다. 미국에서의 렌터카 보상 범위는 보험 정책 및 신용 카드 계약을 확인하십시오. 주말 특별 요금을 포함하여 다른 쿠폰, 제안
또는 할인 요금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임대 자격이 적용됩니다. 재고는 가능한 차량에 한하며 다른 제한 사항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픽업 및 드롭 오프 서비스는 지리적 및 기타 제한 사항의 적용을받습니다. 금지 된 곳에서는 무효화됩
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 36

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Haggar Clothing Co. | 온라인 주문
에서 쇼핑 시

카드를 사용하여

이상 시
이상 주문하면

전자 상거래

할인
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는
년 텍사스 달라스의 한 방에서 출발한 이래로 남성용 고급 정장 바지 및
바지 제조업체로 업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독창적인 의류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는
년에 바지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커프스 바지 세탁 후 바로 입는 바지 허리 밴드가 확장 가능한
바지 영구 주름 팬츠 및 주름 걱정이 없는 면바지를 출시하며 남성복의 혁신을 주도해 왔습니다
는 최초로 잡지 및 에 광고를 한 의류 회사이며
및
기술을 채택하고 바지를 걸어
서 출고하고 탈부착 가능한 치수 스티를 고안하고 자켓과 바지를 따로 판매한 혁신적인 회사입니
다
본 쿠폰을 이용하려면
하세요

을 방문하여 체크아웃시 프로모션 코드

을 입력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용 약관 : Haggar.com에서만 제공되는 쿠폰은 Haggar® Factory Stores 또는 다른 소매점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미국 내 배송 상
품 주문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2018 년 12 월 31 일 오후 11:59 EST에 판매 종료 쿠폰은 현금 가치가 없으며 이전 구매 또는 기
프트 카드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안은 다른 제안과 결합 될 수 없습니다. 거래 당 1 인당 1 회의 할인이 허용됩니다. 쿠폰은
개인 판매자의 이용 약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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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전자 상거래

Hertz | 전세계 어디서나 기본 대여료 25% 할인 및 추가 혜택 제공
카드로 결제 시 전세계 어디서나

기본 요금

할인 및 보너스 혜택을 제공합니다

비자 고객은
를 방문 할 때 마다 렌터카 대여료를 절약하고 보너스 쿠폰을
즐기고 무료로 최고의 여행 특전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본 쿠폰을 이용하려면
할인 코드

를 방문하거나
을 사용하세요

로 전화하세요 예약 시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용 약관 : 예약시 항상 할인 코드 (CDP #)를 기입하십시오. 기본 요금에는 시간 및 마일리지 요금만 포함됩니다. 전 세계 모든
참여 지역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블랙 아웃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DP #으로 확인
된 할인 내역은 기타 여행 업계 할인, 선불 요금, 여행 요금 또는 기타 할인 요금 혜택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Hertz 연령,
운전자 및 신용 자격은 임대 시점 및 장소에서 적용됩니다. 세금, 수수료 및 추가옵션은 제외입니다. 추가 약관은 적용됩니다.

38
목차로 돌아가기 || 38

전자 상거래

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National Car Rental | 최대 25% 할인 및 1일 무료 대여
National Car Rental에서 Visa® 카드로 결제하면 미국, 캐나다, 중남미 및 카리브해의 전지역에서 렌트
카를 최대 25 %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쿠폰을 이용하려면 www.nationalcar.com/visana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1-877-222-9058
로 전화하여 ID # 5030723 및 쿠폰 코드 NF7424AAF를 요청하세요. 쿠폰 사용은 National Car Rental®
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8년 2월 26일 - 2019년 2월 25일

이용 약관 : 할인은 기본 요금에만 적용됩니다. 참여 지역에서 최대 25 %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은 다양합니다.
임대 날짜, 위치 및 차량 유형별. 정부가 승인하거나 부과하는 추가 요금, 면허 및 할인 혜택, 공항 및 공항 시설 사용료, 연료,
추가 운전 비용, 편도 렌트 요금 및 옵션 품목 (LDW 최대 30 달러 / 일)은 별도입니다. 미국에서는 렌터카 보상 범위에 대해 보
험 및 / 또는 신용 카드를 확인하십시오. 임대인은 표준 연령, 운전자 및 학점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24 시간 사전 예약
이 필요합니다. 다른 할인과 결합 될 수 없습니다. 가용성은 제한적입니다.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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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Ross-Simons | 25% 할인 및 미국 내 무료 빠른 배송
Ross-Simons.com에서 Visa® 카드로 결제 시 25% 할인 및 무료로 빠른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국 내 배송에만 해당 됩니다.
Ross-Simons는 최고 품질의 고급 보석류만 취급하는 쥬얼리샵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독특하고 멋진 쥬얼리만 바잉하여 고객에게 제안 드립니다.
우리의 좌우명은 간단합니다: 멋진 보석. 보다 저렴한 가격. 1952년부터.
본 쿠폰을 이용하려면 www.ross-simons.com/visa를 방문하여 결제 과정에서 VISADEAL 코드를
입력하세요. 전화로 이 쿠폰을 사용하려면 1-800-835-0919로 전화하여 프로모션 코드 VISADEAL
을 불러 주세요.

대상 카드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8년 2월 20일 - 2019년 2월 19일

이용 약관 : 미국 대륙에서만 배송 유효. 모든 특별 가격 상품은 추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전 판매, 느슨한 다이
아몬드, 일부 브랜드 선택 및 제외 상품권. 다른 쿠폰과 결합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단, 변경 또는 부적격 한 할인 사
용으로 인해 주문을 취소하고 시스템 오류 또는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이 프로모션을 수정 또는 취소 할 수있는 권리
를가집니다. Ross-Simons는 본 제안에 대한 단독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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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전자 상거래

Teva | $40 이상 결제 시 미국 및 인접 지역으로 2일 무료 배송
Visa® 카드로 $40 이상 결제 시, 미국 및 인접 지역으로 2일 무료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는 발명품의 어머니"라고 하죠. 래프팅에 적합한 신발을 찾지 못해 좌절한 한 래프팅 가이드가
재화 업계를 영원히 바꾸게 되리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운동화는 마르기 위해 몇 일이 걸리고 슬리
퍼는 발에서 너무 쉽게 벗겨지는 문제가 있죠)
어느 날 플릿 플롭 슬리퍼에 낡은 시계 벨크로 줄을 부착한 것이 Teva® Original의 시작이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신발의 모토인 “(줄을)감고 어디든 가세요”에 동의하며 언제 어디서
나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 신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은 우리의 모험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억을 선사합니다.
본 쿠폰을 이용하여 2일 무료 배송 서비스를 받으려면 쿠폰 사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결제 시 프로모션 코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용 약관 : 2일 배송 쿠폰은 40 달러 이상의 온라인 구매로 만 유효한 미국 인접 국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폰은 보너스
이용 링크를 통해 구매할 때만 유효합니다. 쿠폰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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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 미국

전자 상거래

UGG | $40 이상 결제 시 미국 및 인접 지역으로 2일 무료 배송
Visa® 카드로 $40 이상 결제 시, 미국 및 인접 지역으로 2일 무료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UGG®는 최고의 양가죽 소재(최저 -30°F에서 최고 80°F까지의 온도에서 발을 편안하게 유지해
줌)와 최고급 정밀 기술을 결합한 최고급 제품입니다. 세련되고 캐주얼 한 럭셔리 라이프 스타
일을 지향하며 양모 부츠, 슬리퍼, 클락스 및 샌들로 시작한 UGG 브랜드는 이제 혁신적인 이탈
리아의 신발 제조기술과 믿을 수 있는 퀄러티의 양가죽을 융합시켜 진정한 하이엔드 럭셔리
신발로 진화하였습니다. UGG는 이제 모든 사람의 옷장에서 필수품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제품
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UGG에 대한 인기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쿠폰을 이용하여 2일 무료 배송 서비스를 받으려면 쿠폰 사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결제 시 프로모션 코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Visa 클래식, Visa 골드
Visa 인피니트 비즈니스, Visa 시그니처 비즈니스, Visa 플래티늄 비즈니스, Visa 비즈니스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용 약관 : 2일 배송 쿠폰은 40 달러 이상의 온라인 구매로 만 유효한 미국 인접 국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폰은 보너스
이용 링크를 통해 구매할 때만 유효합니다. 쿠폰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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