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sa 컨시어지 
발급사용 자주 묻는 질문

Visa 컨시어지가 무엇인가요?
Visa 컨시어지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개인비
서이자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로, 엄선된 서비스와 편의 제공, 전용 혜
택을 통해 고객에게 날마다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고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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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상의 것들 

이미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점이 새로워졌나요?

네, Visa 컨시어지는 기존에 있던 서비스입니다만, 최고의 디지털 경험을 선
사하고자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고객이 오늘날의 뉴노멀을 헤쳐
나가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더했습니다.

새로운 컨시어지는

• 국내 사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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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언어로 지원됩니다

• 다음과 같은 새로운 셀프 예약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 레스토랑 및 숙박

 - 지역 명소, 국내 및 해외 항공 티켓

 - 소매가에서 할인된 Visa 특별 가격의 리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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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당사에서 최근 Visa 컨시어지 서비스에 등록한 Visa Platinum 카드 소지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1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 Visa 컨시어지를 선택한 발급사의 포트폴리오가 Visa  컨시어지를선택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비 지출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Visa 컨시어지에 등록한 Visa Platinum 개인 카드 소지자는 Visa 컨시어지
비 이용자보다 1.3배 더 많이 지출하고 1.6배 더 자주 거래하는 것으로나타
났습니다 

• Visa 컨시어지는 카드 소지자의 충성도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당
사 분석에 의하면 Visa 컨시어지 이용자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때 두
배 더 적극적인 이용자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Visa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Visa Infinite 카드 소지자

• Visa Signature 카드 소지자

•  일부 Visa Platinum 카드 소지자*

*발급사가 자체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을 명시한 경우 제외됨. 
자세한 정보는 Visa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요.

고객이 어떻게 Visa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 지역 무료 핫라인

• 카카오톡
카카오톡 아이디 visaconciergekr을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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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컨시어지는 여행 목적으로만 쓸 수 있나요?
Visa컨시어지는 세계 어디에서든 고객의 동반자이자 가이드가 될 수 있
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00개 이상의 도시에 있는 지역 전문가들이 고객
에게 숨은 현지 명소를 알려드리며 다양한 추천을 통해, 고객들이 고국
을 재발견하고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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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은 얼마이고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세한 정보는 Visa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어떤 국가/지역에서 Visa 컨시어지를 이용할 
수 있나요?

 

 
 

현재 Visa 컨시어지에서 지원하는 언어는 어떤 것이
있나요?
Visa 웹사이트에서 지원되는 주요 언어는 영어, 중국어 번체, 중국어 간체, 한
국어,일본어입니다.
지역 핫라인 상담원과의 상담에서 지원되는 언어는 바하사 인도네시아어, 바
하사 말레이어, 광둥어, 영어, 힌디어, 일본어, 한국어, 표준 중국어, 타갈로그
어, 태국어, 베트남어입니다.

Visa 컨시어지가 다른 지역 언어로도 번역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Visa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
오.

여러 기능을 기존의 컨시어지 솔루션에 통합할 수 
있나요?
모듈 타입의 솔루션으로, Visa 컨시어지가 지원하는 기존 은행 플랫폼에만 
통합 가능합니다. 

본 컨시어지 서비스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어 여러 다른 회사가 별
도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통합성이 떨어지고 고객의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Visa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이용 가능한 옵션에 대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멀티 카드 월렛 기능이 있나요?
아니요, 단일 카드 솔루션입니다.

Visa 컨시어지는 추적과 보고 기능을 지원하나요?
보다 나은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및 카드 사용 증대를 위하여 트레킹 기능을 개
선하였습니다. 고객 참여 목표를 중시하는 발급사와 통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논의하려면 Visa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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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호주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한민국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문의 사항은 Visa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매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흥미 진진한 새로운 여정을 통해 귀사와 귀사의 고객을 돕는 
기회에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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