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가맹점 이용 혜택 프로그램

중동, 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고객의 즐거운 여행에 특별함을 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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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이 안내서의 발급자는 문서 내 포함된 마케팅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자료를 법률 부서에서 사전 검토하고 승인하여 정부의 법과 규정 및 해당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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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과의 접점그 해답은
관광업에
있습니다.
2016년 기준 국제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총 12억 3천 5백
만 명으로 전년 대비 4천 6백만 명
이 증가하였습니다.¹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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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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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이 가능합니
다.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이용 혜택을 잘 살펴보시고 귀사의 고객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혜택을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¹ 출처: 세계관광기구, Tourism Highlights, 2017년 8월

목차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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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방콕

Central Department Store | 비자 카드를 제시하면 Thai Chao Doi 지갑 증정
센트럴 백화점에서 Visa® 카드를 제시하면 Thai Chao Doi 핸드백 (150 바트 상당)을 무료로 드립니다.
센트럴 백화점은 방콕 안에 여러 지점이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Chidlom 지점은 BTS 스카이트레인
바로정문 앞에 위치해 현대적인 패션과 최신 트렌드를 선호하는 젊은 태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패션, 미용 제품, 인테리어, 도서 및 전자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독창적인 젠 스타일을 추구하여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감각적인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증정 혜택을 받으려면 태국에서 발급된 카드를 제외한 고객의 Visa 카드를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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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Bangkok, Thailand

이용 약관 : NON-THAI 여권 소지자만 유효합니다. VISA 카드 소지자에게만 유효합니다. 고객 서비스 카운터에서 비자 카드와
여권을 제시하십시오. 한 프로모션 당 하나의 카드 번호를 제한하십시오. 다른 쿠폰, 쿠폰 또는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Central백화점은 사전 통지없이 프리미엄 경품을 교환하거나 종료 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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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방콕

Central Department Store | 비자 카드를 제시하면 Voyage USB 증정
센트럴 백화점에서 Visa Signature® 또는 Visa Infinite®카드를 제시하면 Voyage USB (790 바트 상당)
을 무료로 드립니다.
센트럴 백화점은 방콕 안에 여러 지점이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Chidlom 지점은 BTS 스카이트레인
바로정문 앞에 위치해 현대적인 패션과 최신 트렌드를 선호하는 젊은 태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패션, 미용 제품, 인테리어, 도서 및 전자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독창적인 젠 스타일을 추구하여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감각적인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증정 혜택을 받으려면 태국에서 발급 된 카드를 제외한 고객의 Visa Signature® 또는 Visa Infinite®
카드를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서 제시하세요.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Bangkok, Thailand

이용 약관 : NON-THAI 여권 소지자 만 유효합니다. VISA 카드 소지자에게만 유효합니다. 고객 서비스 카운터에서 비자 카드와
여권을 제시하십시오. 한 프로모션 당 하나의 카드 번호를 제한하십시오. 다른 쿠폰, 쿠폰 또는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
습니다. Central백화점은 사전 통지없이 프리미엄 경품을 교환하거나 종료 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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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방콕

De Passion | 전 상품 결제 시 10% 할인
Visa® 카드로 결제 시 De Passion의 전 상품에 대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설립된 De Passion은 30년 이상 전해져 내려오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훌륭한 보석상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De Passion은 차별화된 고급 주얼리 컬렉션을 제안하면서도 동시에 따듯하고 가족적
인 분위기의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착용 목적뿐만 아니라 결혼식, 결혼 기념일처럼 특별한 날을 위해서도 완벽한 다이아몬드
또는 컬러스톤 액세서리를 찾아보세요. 부가 서비스로는 보석 맞춤 디자인, 청소 및 수리, GIA 대학원
을 수료한 보석 학자의 전문가 조언이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결제 시 쿠폰을 제시하고 유효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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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De Passion Jewelry, 1238 Charoen Krung Road, Bangkok 10500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태국에서 발급 된 Visa 카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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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방콕

Praphab Tailor | 전 상품 결제 시 10% 할인
Visa® 카드로 결제 시 Praphab Tailor 전 상품에 대해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의 양복, 턱시도, 재킷, 바지, 코트 및 셔츠를 만드는 것을 물론, 바느질
스타일, 가죽 테두리 작업, 비밀 포켓 생성, 버튼 및 단추 구멍과 같은 디테일 요구는 맞춤제작만이
가능합니다. 모든 재킷은 캔버스 인테리어로 만들어졌으며 모든 의복에는 최고급 트리밍이 사용
됩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프로모션 코드 Visa2018을 말하고 + 66-2-9441-49299로 사전 예약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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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3F-R312, Thaniya BTS Building 62 Silom Road, Suriyawongse, Bangrak Bangkok, Thailand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Praphab Tailor는이 제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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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홍콩

Ho Ho Go | HK$500 이상 결제 시 패션 브로치 무료 증정
Visa® 카드로 Ho Ho Go Experience에서 HK $500 이상의 투어 결제 시 각 고객에게 맞춤형
핸드메이드 브로치 (약 HK $125 상당)를 무료로 드립니다.
Ho Ho Go Experience는 테마별 투어를 기획하여 도심 다운타운에서 시골에 이르기까지 전통적
인 장소와 핫플레이스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독특한 문화 체험을 위한 공예
워크샵도 개최합니다. "Ho Ho Go”는 중국어로 축복을 줄 때 쓰는 말인데 “쉽고 성숙하게 생계를
잘 꾸려나가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이 투어는 당신을 관광객이 아닌 홍콩에 사는 친구 정도로
느껴지게 친근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http://www.hohogo.com.hk/en/booking 을 방문하여 원하는 투어의 시간과
장소를 본 후 프로모션 코드 Visa18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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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개맹점 위치
Hong Kong, China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HK $ 500 미만의 투어 나 경험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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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홍콩

Madame Tussauds Hong Kong | 일반 성인 입장권 10% 할인
Visa® 카드로 결제 시 Madame Tussauds 성인 입장권을 10% 할인 받아 입장 할 수 있습니다.
레드 카펫을 펼쳐라! Madame Tussauds Hong Kong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명 인사를 모두 만나
세요! 생동감 넘치는 100개 이상의 밀랍인형과 11개의 인터랙티브 공간에서 - 이종석을 만나고
Taylor Swift와 함께 무대에 올라서고 야오이 쿠사마와 함께 예술적인 분위기를 즐기고 애니메이션
의 세계에도 빠져 보세요. 새로운 인터랙티브 패션 존에서는 슈퍼 모델에 도전하세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티켓 부스에 할인 내용을 제시(인쇄 또는 모바일)하고 비자 카드를 이용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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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개맹점 위치
Shop P101, The Peak Tower, No. 128 Peak Road, Hong Kong, China

약관 및 조건 :이 제안은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합니다. 비자 카드 소지자는 마담 투소 홍콩 (Muname Tussauds Hong Kong)
에 모든 일반 가맹점 입장권 (최대 2 장)을 구매할 때 10 % 할인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마담 투소 홍콩 정문에서 사용해
야합니다. 이 쿠폰은 현금 및 기타 제품으로 교환 할 수 없습니다. 이 쿠폰은 다른 프로모션 쿠폰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입
장권은 홍콩 마담 투소 (Madame Tussauds Hong Kong) 규칙 및 규정의 적용을받습니다. Madame Tussauds Hong Kong은 사전 통보
없이이 제안을 해지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담 투소 홍콩 (Mahame Tussauds Hong Kong)이 전적으로이 제안에 대한 책임이 있습
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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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홍콩

Ngong Ping 360 | 360 Lantau섬 전통문화유산투어 입장료 15% 할인
Visa® 카드로 결제 시 란타우섬 전통문화유산투어 입장료를 15 %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360 란타우섬 전통문화유산투어는 케이블카에 탑승하여 총 5.7km 동안 중국 마을을 지나쳐 거대한
불상에 가까이 접근 할 수있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던 역동적인 투어입니다. The Daily Telegraph UK
에서 2014 년 6 월 "전 세계 10 대 놀라운 케이블카"로 선정되었으며, 2015 년 2 월 미국 CNN.com에서
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케이블카 체험 10 가지" 로 소개 되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티켓 부스에서 Visa Global 를 말씀하시고 홍콩 외 지역에서 발급받은 비자 카
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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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Tung Chung Cable Car Terminal, 11 Tat Tung Road, Tung Chung, Lantau Island, Hong Kong, China

이용 약관 : 정기선 유지 보수 기간 중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지 보수 날짜는 공식 웹 사이트 www.np360.com.hk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발급 된 Visa 카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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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홍콩

TramOramic | TramOramic 투어 입장료 20% 할인
Visa® 카드로 결제 시 TramOramic 투어 입장료의 20 %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1920 년대 스타일의 오픈 트램을 타고 황홀한 홍콩을 감상하세요. 번화한 거리, 초현대적인 도심
풍경과 볼거리를 모두 감상 할 수 있습니다. 트램 웨이는 홍콩의 다채로운 과거와 현대 문화 를
잇는 연결 고리입니다. TramOramic Tour는 도시와 더 가까워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즐겨야 할 활동 입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https://www.hktramways.com/kr/tramoramic을 방문하여 둘러보기를
예약하고 체크 아웃시 프로모션 코드 VISA2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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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Hong Kong, China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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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홍콩

YEWN | Double Happiness 또는 Piggy Bank Collection 12% 할인
Visa® 카드로 결제 시 YEWN의 베스트셀러인 Double Happiness 또는 Piggy Bank를 Visa® 12% 할인
YEWN은 5천 년 전 중국에서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YEWN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Dickson Yewn이 착용 할 수있는 예술 작품을 만들 때마다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련된
21세기의 장인 정신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제국의 장인들이 만들어낸 국보를 생각나게 하고
정교한 장신구를 만들어 냅니다. 이토록 중국의 예술과 문화의 전통과 본질을 표현하는 고즙 장
신구는 그 이후로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구매 시 이 쿠폰을 제시하고 유효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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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Shop 208, Level Two, Landmark Atrium, 15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China

이용 약관 : Double Happiness 또는 Piggy Bank 콜렉션에서만 유효합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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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서울

Jeongdong Theater | 정동 극장 공연 관람권 10% 할인
Visa® 카드로 정동극장 공연 결제 시 티켓의 10 % 할인 받아 관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동극장은 한국의 전통 공연과 예술을 알리고, 세계화하고, 브랜드화하는 공연을 선보이며 성장한
한국의 대표적인 공연 극장입니다.정동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한국의 전통 무용과 음악을 매력
적인 이야기와 연극형태로 결합시킨 새로운 공연형태입니다. 이제 한국의 전통 극장이 보다 더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였습니다. 꼭! 보러오세요.
공연 관련 정보는 http://jeongdongtheater.com을 방문하세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티켓 카운터에서 VISAGLOBAL 코드를 제시하고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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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서울 중구 정동길 43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급 된 Visa 카드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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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서울

Korea House | 전통 공연 관람권 30% 할인
Visa® 카드로 한국의집 전통문화 공연 결제 시 티켓의 30 % 를 할인 받아 관람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집은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외국인 방문객들과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 공간입니다. 방문객들은 이 곳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 문화 상품 그리고 전통 예술 공연을
즐길 수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oreahouse.or.kr/en/exp/culture를 참조하세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https://www.koreahouse.or.kr/en/res/inquiry를 방문하거나 지역번호
(013)- 82-2-2229-9101로 전화하여 예약 후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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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서울 중구 필동 2가 80-2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행 된 Visa 카드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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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서울

Korea House |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 10% 할인
Visa®카드로 한국의집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결제 시 이용료의 10 % 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집은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외국인 방문객들과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 공간입니다. 방문객들은 이 곳의 다양한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visit https://www.koreahouse.or.kr/en/res/inquiry를 참조하세요
또는 전화 +82-2- 2266-9101로 연락하여 예약 후 비자 카드로 결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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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서울 중구 필동 2가 80-2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행 된 Visa 카드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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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서울

PMC Production | NANTA 명동점 관람권 10% 할인
Visa®카드로 결제하면 명동 극장에서 열리는 NANTA공연 10 % 할인 받아 관람 하실 수 있습니다.
1997년 첫 선보인 이래로 수 많은 수상 경력이 빛나는 NANTA 공연은 관객을 흥분시키는 즐거운
음악과 연극이 어우러진 공연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공연으로 전 연령대와 다양한 국적의 관객
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는 중독성 있는 작품입니다. 난타가 왜 모든 기록을 깨고 한국 무대 역사상
가장 인기있는 쇼가 되었는지 직접 오셔서 눈과 귀로 확인해보세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혜택 내용을 티켓 카운터에 제시하고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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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명동극장 유네스코 빌딩 3층 (서울 중구 명동 2가 50-14)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급 된 비자 카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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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서울

PMC Production | NANTA 홍대점 관람권 20% 할인
Visa®카드로 결제하면 홍대 극장에서 열리는 NANTA공연 20 % 할인 받아 관람 하실 수 있습니다.
1997년 첫 선보인 이래로 수 많은 수상 경력이 빛나는 NANTA 공연은 관객을 흥분시키는 즐거운
음악과 연극이 어우러진 공연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공연으로 전 연령대와 다양한 국적의 관객
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는 중독성 있는 작품입니다. 난타가 왜 모든 기록을 깨고 한국 무대 역사상
가장 인기있는 쇼가 되었는지 직접 오셔서 눈과 귀로 확인해보세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혜택 내용을 티켓 카운터에 제시하고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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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홍대 극장 B2F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7-4)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급 된 비자 카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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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서울

National Souvenir Center | 1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Visa® 카드로 한국관광명품점에에서 1만원 이상 구매 시 10 %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프로젝트인 한국 토산품 판매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으며,
문화적, 미적, 예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별된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한국관광명품점은 국가의 전통에 맞는 아이템을 선보이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미적 감각에
걸맞는 제품을 전시하고 소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구매 시 혜택 내용과 비자카드를 함께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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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한국관광명품점 (서울 종로구 인사동 5길 14)

이용 약관 : 한국에서 발행 된 Visa 카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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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싱가포르

Estheva Spa | 스파 패키지 결제 시 진정 테라피 및 허브티 증정
ESTHEVA Spa에서 Visa® 카드로 스파 또는 제품 구매 시 진정 테라피 및 허브티를 무료로 드립니다.
ESTHEVA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아름다운 럭셔리 스파 중 하나입니다. ESTHEVA는 남부 이탈리아의
자연 온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ESTHEVA는 수 많은 상을 수상하며 독보적인 서비스와 독창적인
아시아 스타일을 유럽 브랜드에 접목시켜 최상의 치료 및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본 혜택을 받으려면 전화 + 65-6266-6833으로 예약 하신 후 혜택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프로모션 코드는 Visa Esthev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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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6 Raffles Boulevard, #05-00 Marina Square (Marina Mandarin Hotel), Singapore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발급 된 Visa 카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에스테 바 스파 (Estheva Spa)는이 제안에 대한 단독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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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싱가포르

Flight Experience | 모의비행 체험사진 무료인화 또는 DVD 증정
Visa Platinum®, Visa Signature® 또는 Visa Infinite® 카드로 결제하면 당신의 비행 경험이 담긴
사진 또는 DVD (SGD $ 20 상당) 중 택1하여 증정 해드립니다.
Flight Experience Singapore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관측용 휠인 싱가포르 플라이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에서 불과 몇 걸음 거리에 있는 비행 체험 시설입니다. 비행 초보자에서부터 보잉
737NG 비행 시뮬레이터에 익숙해지기 위해 훈련하는 전문 비행 조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을 위한 비행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2008 년 2월 아시아 최초로 비행 체험 시설을 개장한 후
우리는 전 세계 수 많은 지역으로 고객들이 편안하게 비행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본 혜택을 이용하려면 전화 +65-6339-2737로 예약하시고 VisaGlobalOffer를 말씀해주세요.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유효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Singapore Flyer, 30 Raffles Ave #02-06 Singapore 039803

이용 약관 : 싱가포르에서 발급 된 카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Visa 플래티늄 카드 소지자에게
유효합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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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싱가포르

Wok ‘n’ Stroll | 주간/야간 맛집 투어 10% 할인
Visa® 카드로 주간 또는 야간 맛집 투어 결제 시 10 %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Wok 'n Stroll 음식 탐험 가이드는 여러분을 싱가포르의 사자 도시 속 놀라운 미식 여행
으로인도해 줄 것입니다. Wok 'n Stroll과 함께 하루 종일 또는 야간에 운동화를 착용하고 한 접
시에서 또 다른 접시로 맛집 투어를 하며 음식을 통해 싱가포르의 사람들과 문화를 체험해보세
요. 모든 맛집 투어는 먹고 마시기가 포함입니다.
할인을 혜택을 받으려면 http://www.woknstroll.com.sg/culinaryadventures를 방문하여
결제 시 Visa10 % 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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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Singapore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업 투어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발급 된
Visa 카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전 통보가있는 온라인 예약에만 유효합니다. 취소 정책이 적용됩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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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도쿄

Chagohan Tokyo | ¥20,000 이상 결제 시, 고급 차 또는 국물용 스톡 증정
원하는 요리 클래스를 예약하고 Visa® 카드로 2 만엔 이상 결제 시 프리미엄 모토야마 마차 또는
야마카와 카츠오부시 + 콤부 세트 중 수업에 맞는 제품을 증정 해드립니다.
Chagohan은 도쿄의 역사적인 아사쿠사 지역에 위치한 일본 전통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쿠킹 클래스
입니다. 60개국 이상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스시, 덴푸라, 오코노미야키 등을 포함한 일본 전통 요리
를 하루 또는 단기 집중 코스로 배울 수 있는 교과 과정을 준비하여 가르칩니다.
본 헤택을 이용하려면 http://chagohan.tokyo/shop을 방문하여
예약 시 메모란에 VisaOffer 코드를 추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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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Tokyo, Japan

이용 약관 : 일본에서 발행 된 Visa 카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쿠폰은 예약에 적용되어야하며 수업이 시작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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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도쿄

Cutlery Tsubaya | 부엌칼 구매 시 필러, 성인 또는 애완동물용 손톱깍이 증정
Tsubaya 부엌칼 구입 시 Visa® 카드로 결제하면 껍질 전용 필러 , 사람 또는 애완동물용 손톱깍이
3가지 중 택 1하여 무료료 증정해 드립니다.
1956년에 설립 된 츠바야는 전 세계의 요리사와 일본 전역에서 지금도 사랑 받고 있습니다. 츠바야
제품을 사용한 후 당신은 전문가이거나 아마추어이거나와 상관없이 훌륭한 장인 정신으로 빚어낸
다양한 음식과 그 품질에 감탄 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아사쿠사 지역에 위치한 매장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친절하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증정 혜택을 이용하려면, 구매 시 이 혜택 내용과 비자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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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Tokyo, Japan

이용 약관 : 일본에서 발행 된 Visa 카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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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도쿄

Luxury Flight | 모의비행 체험관 입장료 30% 할인
어떠한 럭셔리 비행기 시뮬레이션을 체험해도 Visa® 카드로 결제 시 3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 바로 옆에 위치한 Luxury Flight에서완벽하게 설계된 B737-800 또는 BaronG58 cockpit
모형 비행기에 탑승해보세요. 숙련된 조교의 가이드에 따라 하늘을 나는 파일럿의 역할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두 손으로 직접 비행기를 운전해보세요 당신의 두 손으로 스릴 넘치는 비행을
체험해보세요.
할인 헤택을 얻으려면 info@737flight.com으로 예약 이메일을 보낸 후 코드 VisaOff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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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5-11-1-1F Kokuko HND Bldg. Haneda, Ota-ku, Tokyo, Japan 144-0043

이용 약관 : 일본에서 발행 된 Visa 카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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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아시아

도쿄

Tokyo City Tour | 단체 투어 예약 시 요금의 10% 할인
Visa® 카드로 단체 투어를 결제 하시면 요금의 10 %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도쿄 시티 투어는 기본 일본 국내 여행에 중점을 둔 온라인 여행사로 전세계 고객에게 예약 서비
스 및 여행정보를 제공합니다. 반면 일본 드림 투어는 밴, 미니 버스 및 전세 버스를 대절하여 단체
여행, 개인 프라이빗 여행 등 고객의 니즈에 따라 맞춤 여행 제공이 가능하고 영어, 스페인어, 이탈
리아어, 포르투갈어 및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가격대와 관심 지역, 계절
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그룹 및 개인 투어의 폭이 넓기 때문에 일본 여행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http://www.japandreamtours.com 또는 전화 + 81-3-6280-4646로 예약 시 햬택
내용을 말씀하시고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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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Tokyo, Japan

이용 약관 : 일본에서 발행 된 Visa 카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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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바르셀로나

Dolce Sitges | 객실 최저 요금에 대해 20% 추가 할인
호텔 객실 최저 요(BAR)을 Visa® 카드로 결제 시 20 %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일 간 휴식, 휴가 및 레저활동이라도 훌륭한 조식 뷔페와 4 개의 실외 수영장 및 정원을 갖춘
Dolce Sitges 호텔에서 누려 보세요. 최상의 휴식을 위한 웰빙공간, 돌체 비타 스파, 자쿠지, 핀란드식
사우나, 증기탕, 얼음 분수, 시체스는 물론 지중해의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는 일광욕실 또한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https://www.dolcesitges.com을 방문하여 예약 시 코드 100001498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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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Av. Cami de Miralpeix, 12 Sitges, ES 08870 Barcelona, Spain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이 프로모션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 기간 사이에 이뤄진 모든 신규 예약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2018
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 이전에 투숙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이 프로모션은 투숙 날짜와 객실의 재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다른 특별 가격, 쿠폰, 할인, 특정 및 제한된 날짜의 프로모션과 함께 소급적용되거나 결합하여 사용
될 수 없으며 다른 거래와 연계될 수 없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이 가격으로 정해진 객실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Wyndham Rewards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용 약관은 www.wyndhamreward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실 당 가격 및 할인은 2인 기준이며, 성인 2명과 설명 된 객실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텔은 추가 비용으로 더 우수한 객실
을 보유 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의 가격, 할인 및 객실 재고 현황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적용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객실 가격은 선택한 객실 유형, 객실 위치/오리엔테이션 및 선택한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소 숙박일
또는 숙박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정된 가격 및/또는 할인은 유효하며 제 3자를 통하지 호텔에 직접 예약한 고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dendum_Dolce Sitges 및/또는 할인 된 가격은 유효하며 여가를 목적으로 투숙하는 고객만 사용할 수 있
으며 비즈니스 및 컨퍼런스 예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룹 및 회의용 가격 책정은 영업팀에 문의). 공시 가격에는 법정 부가
가치세가 포함되지만 현재 시행중인 관광 숙박 시설에 대한 현행 세금 또는 이 프로모션이 시작된 후 발급되고 적용되는 세금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또는 관광 숙박 시설에 부과되는 세금의 변화로 인한 최종 가격 인상 가능성은 가격에 포함
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프로모션이 객실 최저 요금에 대한 할인일 경우, 객실 최저 요금이라함은 일반
적으로 현재 예약할 수 있는 최저 객실 요금으로서 어떠한 추가적인 프로모션 적용도 없으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요
금으로 정의됩니다. Dolce Sitges는이 프로모션의 이용 약관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 또는 수정
이 이미 계약 된 이벤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언제든지 이 프로모션을 취소하거나 중단 할 수 있습니다. Dolce Sitges는
이 프로모션의 내용 누락 및/또는 오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Dolce Sitges는이 제안에 대한 단독 책임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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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바르셀로나

La Vinoteca Torres | 타파스 주문 시 와인 1잔 무료 제공
La Vinoteca Torres Wine Shop에서 Visa® 카드로 타파스 메뉴를 1개 이상 주문 시 소뮬리에가 직접
선별한 와인 1잔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와인 페어링은 우리의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 와인의 맛을 배가시키기 위해 각각의 와인에 걸맞게
개발된 요리를 선보이는 것은 우리 퀴진의 즐거움입니다. La Vinoteca Torres는 바르셀로나 중심부에
서 다양한 종류의 와인과 요리를 맛 볼 수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본 혜택을 받으려면 구매 시 직원에게 혜택 내용과 비자 카드를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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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C/Comercç 22 Villafranca del Penedès C.P 08720 Barcelona, Spain

이용 약관 : 계산서 1장 당 와인 1 잔 무료 제공, 타파스 요리 최소 1가지 주문 시에 해당. 웰컴 글래스 프로모션에 포함 된
타파스는 당일 가능한 재고에 한해 제공됩니다. La Vinoteca Torres는 본 혜택 제공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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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바르셀로나

Grupo Sagardi | 총 청구금액 10% 할인 및 웰컴 드링크 무료 제공
Visa® 카드로 결제 시 총 청구 금액의 10 % 할인 및 웰컴 드링크를 무료로 즐기세요.
Sagardi Basque Country Chefs는 Euskadi (스페인 바스크 지방)외곽의 전통적인 바스크 음식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손 꼽히는 음식점입니다. 20 년 이상 동안 바스크 전통의 맛과 요리법을 복원하기 위
해 노력하며 최고 품질의 제철 재료와 정성 어린 요리를 선보여 왔습니다. 심플하고, 불필요하게 화려
하지 않고, 원재료와 뿌리에서 영감을 받은, 가공되지 않은 날것과 불이 이 곳 요리를 구성하는 중심
축입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https://module.lafourchette.com/en_GB/module/289263-d4f43#/1804519/pdh
를 방문하여 예약 시 프로모션 코드 VISA 18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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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SAGARDI BCN Gòtic C/ Argenteria, 62 08003 Barcelona, Spain
AGARDI Castellana Paseo de la Castellana 13, 28046 Madrid

이용 약관 : Grupo Sagardi는이 본 제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제공 혜택은 재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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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베를린

Belyzium | €25 이상 결제 시 초콜릿바 무료 증정
Visa® 카드로 €25 이상 구매 시 원하는 초콜릿 바 (최대 €5 유로)를 무료로 드립니다.
Belyzium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합니다. 카카오를 재배하고 처리하며 독일에 보내 베를린
의 중심에서 초콜릿을 만듭니다! 이 Artisan Chocolaterie에서 카카오콩은 부드럽게 구워지고 정교한
향과 아로마를 보존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정제됩니다. 그 결과 순수하고 풍부하고 신선한 맛의
초콜릿을 알맞은 작은 패키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풍부한 초콜렛향과 아로마, 매운맛
과 매혹적인 과일 맛을 모두 체험 해보세요.
증정 혜택을 이용하려면 구매 시 프로모션 코드 VisaGloba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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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Lottumstrasse 15 Berlin, Germany 10119

이용 약관 : Belyzium, Lottumstrasse 15, 10119 Berlin에서 유효합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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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베를린

Fat Tire Tours | Fat Tire bike 및 Segway 투어 10% 할인
베를린에서 Visa® 카드로 Fat Tire 자전거 여행 또는 Segway 투어 예약 시 10 %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베를린의 Fat Tire Tours는 최고급 Fat Tire 자전거 및 Segway 투어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베를린의 유명한 역사 관광지 탐방, Potsdam으로의 당일치기 여행 또는 현지 주민처럼
도심을 가르거나 야간 맛집 투어도 편안하게 즐겨 보세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http://www.fattiretours.com/berlin을 방문하여
예약 시 프로모션 코드 VISA201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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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Panoramastrasse 1a Berlin, Germany 10118

이용 약관 : 할인 혜택은 베를린에서 열리는 정기적 인 모든 투어 및 온라인 개인 투어에 유효합니다. 직접 예약 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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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베를린

Frau Tonis Parfum | 결제 시 10% 할인 및 미니어쳐 향수 무료 증정
Visa® 카드로 전 상품 결제 시 10 % 할인을 받고, "Bogota Berlin"오 드 퍼퓸의 향수 미니어쳐도
무료로 받으세요.
Frau Tonis Parfum은 베를린에서 제조된 36 가지의 정교한 향기가 그 특징입니다. "향수 애호가들을
위한 메카"로 불리우는 Frau Tonis Parfum은 가장 인기있는 "Berlin Summer"와 "Linde Berlin"과 같이
베를린의 유쾌하고 향기로운 린넨 나무의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향수를 제조하여 남녀에게 제공
합니다. 또한 개별 맞춤 향수를 제조하기도 합니다.
할인 및 증정을 받으려면 Visa Global Program을 언급하고 혜택 내용을 계산대에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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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Frau Tonis Parfum, Zimmerstrasse 13, 10969 Berlin, Germany 10969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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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베를린

Ganymed Brasserie | €50 이상 결제 시 10% 할인
Visa® 카드로 1인당 €50 이상 주문 및 결제 시 10 % 를 할인 받아 이용해보세요.
입맛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식가들과 프랑스 요리 팬들 사이에서도 이 곳 Brasserie Ganymed의
요리는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 인사인 Bert Brecht와 Helene Weigel도 이 곳의 요리와 정통
파리의 분위기를 즐기러 자주 들렸다고 합니다. 모든 요리에서는 신선한 지역 특산물과 프랑스
특선 요리를 맛 볼 수 있고 웨이터들은 각 테이블마다 플랑벤을 선보이며 직접 생선 및 고기류는
손님을 위해 발라내어 서빙해 드립니다. 여름 밤에는 반드시 테라스 장소를 이용 해보세요.
자리를 안내 받았을 때 본 할인 혜택 내용과 함께 비자카드를 제시하세요. 예약은 이메일
reservierung@ganymedbrasserie.de로 또는 전화 + 49- (0) -30-28599046로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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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Ganymed Brasserie, Schiffbauerdamm 5, 10117 Berlin, Germany

이용 약관 : 예약 권장. 10 명 이상의 그룹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50 유로의 최소 지출은 필요합니다.
공휴일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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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베를린

AMANO Group |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 및 웰컴 드링크 제공
Visa® 카드로 결제 시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과 웰컴 드링크를 즐기세요.
AMANO Group은 베를린의 매력적인 지역에 위치한 부티크 호텔을 보유한 베를린의 호텔체인입니다.
모든 호텔은 동일한 철학을 추구합니다 -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스럽고 모던한 도심 생활을 제공하
고, 독특한 레스토랑과 바가 있습니다. 3 성급 표준을 훨씬 능가하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서비스로 손
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고급 소재, 세련된 인테리어 디자인 및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
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AMANO Group 호텔은 유럽 전역의 젊은 트렌드 세터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http://www.amanogroup.de/kr/visa-2018을 방문하여 원하는 호텔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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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Hotel AMANO, Auguststrasse 43, 10119 Berlin; AMANO Grand, Central, Heidestrasse 62, 10557 Berlin;
Hotel MANI, Torstrasse 136, 10119 Berlin; Hotel ZOE, Grosse Präsidentenstr. 6-7, 10178 Berlin

이용 약관 : 객실 업그레이드는 호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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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베를린

Hotel Q! | 전 객실 이용요금 10% 할인 및 웰컴 드링크 제공
Visa® 카드로 결제 시 전 객실 요금 10% 할인 및 웰컴 드링크를 즐기세요.
솔직히 호텔 외관은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는 정반대입니다. 인테리어의 붉은 곡선은
고객의 맥박을 뛰게하고 흥분시킵니다. Q!의 미학은 베를린의 본질과 흡사합니다.
심지어 가장 모순된 것들 조차도 때론 모여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차분한 외관, 대담한 내부 인테리어와 풍부한 디자인 -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
세련된 미적 감각 - 따뜻하고 친절한 서비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http://www.hotel-q.com을 방문하여 예약 시 프로모션 코드 VISA2018을
입력하거나 + 49- (0) -30-81-00-66-0로 전화하여 프로모션 코드 VISA201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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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Hotel Q!, Knesebeckstr. 67, 10623 Berlin, Germany

이용 약관 : 객실 업그레이드는 호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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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베를린

Humboldt Tours Berlin | 2일 럭셔리 프라이빗 투어 10% 할인
Visa® 카드로 2 일 간의 럭셔리 프라이빗 투어 결제 시 10 %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이 개인 투어에는 영어를 구사 할 수 있는 관광 가이드와 Mercedes Viano 차량, 운전기사가 함께
합니다. 투어는 고객의 관심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기획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Alexander von Humboldt의 영향을 받은 Humboldt Tours Berlin(HTB)은 현지 전문가 팀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손님들과 베를린 기관 및 파트너가 적극 추천 드리는 상품입니다.
HTB는 5 성급/1등급의 심층 투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contact@humboldttoursberlin.com으로 이메일 또는 + 49-(0)-162-4726502로
연락하여 예약 일정 및 프로모션 코드 VISA2018을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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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Berlin, Germany

이용 약관 : 예약 필수. 웹사이트 또는 전화를 통한 직접 예약 시에만 유효합니다.
다른 모든 할인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유효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격은 입장료 및 주차료가 별도입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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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런던

The Montague | 애프터눈 티 주문 시 10% 할인
Visa® 카드로 The Montague on the Gardens에서 애프터눈 티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즐기세요.
런던 중심부에서 평화로운 정원을 내려다 보며 전통 애프터눈 티를 맛보기에는 The Montague
보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애프터눈 티를 대상으로 한 평가대회에서 자랑스럽게 "우수상"
을 수상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종류의 애프터눈 티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애프터눈 티 메뉴에는 작은 샌드위치, 갓 구운 스콘, 데본셔크림빵 등 유혹적인
패스트리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http://www.montaguehotel.com/food-and-drink/afternoon-tea-visa-2018을 방문
하여 예약 시 프로모션 코드 VISA201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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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The Montague, 15 Montague Street, London, England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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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런던

Akasha Holistic Wellbeing Centre | 트리트먼트 예약 시 제품 10% 할인
무료 시설 이용권 및 음료 제공
Visa Signature® 또는 Visa Infinite® 카드로 90분 트리트먼트 결제 시 무료 시설 이용권과 샴페인또
는 주스 제공, 그리고 Akasha Retail 제품을 10 % 할인 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Mayfair와 Soho 사이에 위치한 런던의 심장부, 도심 속 휴양지인 Akasha는 웰빙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비자 프리미엄 카드 고객을 건강과 행복감,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몸과 마음의 균형 있는 삶을 만드는 여정에 초대합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akasha@hotelcaferoya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 44-(0) 20-7406 - 3360으로 전화하여 프로모션 코드 VisaGlobal 말씀하세요.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Akasha Holistic Wellbeing Centre, 68 Regent Street, London, England

이용 약관 : Visa 시그니처 또는 Visa 인피니트 카드 결제시 유효합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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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런던

Benson & Clegg | £100 이상 결제 시 10% 할인
Benson & Clegg에서 Visa® 카드로 100 파운드 이상 구매 시 10 %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Benson & Clegg의 맞춤 재단 및 신사복은 80년 동안 영국을 대표하는 완벽한 옷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사 깊은 영국의 군대에서부터 메이페어의 회원에 이르기까지 영국을 상징하는 디자인은 고전적인
세련미와 창의성 사이에서 탁월한 균형감각을 갖추었습니다. Benson & Clegg는 영국을 상징하는
다양한 고급 소재와 넥타이, 남성 액세서리류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결제 시 프로모션 코드 Visa1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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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9 Piccadilly Arcade, St. James’s, London, England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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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런던

Melt Chocolates | 초컬릿 £75 이상 결제 시 20% 할인
Visa® 카드로 초컬릿을 £ 75 이상 구매 시 20 % 할인 혜택을 받아 보세요.
Melt은 세계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여 귀하고 순수한 초콜릿을 제조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최고의
생산자들로부터 최상의 원료만을 얻기 위해 초콜릿 생산자들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 및 환경을 지원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책임감 있는 생산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그 기업에서
공급되는 초콜릿만을 사용합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결제 시 본 해택 내용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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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Melt Chocolates, 59 Ledbury Road, 6 Clarendon Road and Melt Chocolates concession, Selfridges,
Oxford Street, London, England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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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런던

Postcard Teas | 모든 차 종류 £50 이상 구매 시 10% 할인
Visa® 카드로 모든 차 종류를 £50 이상 구입 시 10 % 할인 혜택을 받아 보세요 .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지역의 차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직 좋은 차를 찾아 다니면서 우리는 차에 관한 2가지 명확한 컨셉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차의 기원(원산지). 둘째는, 작은 차(small tea).
우리는 2008년 세계 최초로 60가지의 차 종류에 모든 제배자(제조자)의 이름과 지역을 표시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더 최근에는 15 에이커 미만의 작은 농장을 운영하는 소규모 생산자들로부터
재배되는 작은 차(small tea)를 소개하는 아이디어를 도입하였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결제 시 해택 내용을 제시하시고
코드 Visa와 함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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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9 Dering Street, New Bond Street, London, England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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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런던

Postcard Teas | 모든 찻잔세트 £100 이상 결제 시 10% 할인
Visa® 카드로 찻잔세트를 £100 이상 구입 시 10 %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지역의 차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직 좋은 차를 찾아 다니면서 우리는 차에 관한 2가지 명확한 컨셉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차의 기원(원산지). 둘째는, 작은 차(small tea).
우리는 2008년 세계 최초로 60 가지의 차 종류에 모든 제배자(제조자)의 이름과 지역을 표시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더 최근에는 15 에이커 미만의 작은 농장을 운영하는 소규모 생산자들로부
터 재배되는 작은 차(small tea)를 소개하는 아이디어를 도입하였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결제 시 해택 내용을 제시하시고
코드 Visa와 함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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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9 Dering Street, New Bond Street, London, England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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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런던

The Rubens at the Palace | 모든 애프터눈티 주문 시 10% 할인
Visa®카드로 결제하고 애프터눈티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즐기세요.
버킹엄궁의 로열 뮤즈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팰리스 라운지에 기대어 앉아 영국식 티타임을
즐기려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런던 최고의 애프터눈티 가게 중 한 곳으로 그 명성
에 걸맞게 2016년 애프터눈티 대회에서 이 곳의 애프터눈티는 그 가치를 인정 받고 격찬을
받았습니다. The Rubens at the Palace는 앞으로도 가장 기본적인 전통 애프터눈티에 대한
원칙은 지키면서도 계속해서 신선한 변형을 시도하며 다양한 맛과 향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https://www.rubenshotel.com/food-and-drink/afternoon-tea-visa-2018을
방문하여 예약 시 프로모션 코드 VISA201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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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39 Buckingham Palace Road, London, England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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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런던

The Rubens at the Palace | 객실 이용요금 10% 할인 및 조식 무료 제공
호텔 객실 당일 최저 요금(BAR)을 Visa® 카드로 결제 시 10 % 추가 할인 해드리고
투숙 기간 동안 조식을 매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는 The Rubens at the Palace는 버킹엄궁의 로열 뮤즈 맞은 편에 자리 잡고 있으며
빅토리아역 및 런던 최고의 상점 및 레스토랑과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세심한 직원들은
당신의 모든 니즈를 파악하고 마치 왕족이 된 기분이 들게 할 것 입니다. 웅장함, 고요함, 안락함
그리고 전통이 최신 기술과 결합된 모습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로열 뮤즈를 마주보고
있는 팰리스 라운지에서 전통적인 애프터눈티를 꼭 즐겨 보세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visit http://www.redcarnationhotels.com/visa-2018을 방문하여 코드
VISA2018를 입력하거나, 전화 +44-207-834-6600.로 연락하여 VISA2018를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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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39 Buckingham Palace Road, London, England

이용 약관: Best Available Rates 객실에서만 유효합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 45

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런던

The Chesterfield Mayfair | 객실 이용요금 10% 할인 및 조식 무료 제공
호텔 객실 당일 최저 요금(BAR)을 Visa® 카드로 결제 시 10 % 추가 할인 해드리고 투숙 기간
동안 조식을 매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디자이너 쇼핑가와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명소 인근에 위치한 섭정시대 스타일의 호텔은 전통
적인 프라이빗 클럽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객실과 디럭스 스위트 룸은 훌륭한 시설과 편안한
분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서관, 버틀러 레스토랑, 온실 및 친밀한 바는 모든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http://www.redcarnationhotels.com/visa-2018을 방문하여 프로모션 코드
VISA2018을 입력하거나 + 44-207-491-2622로 전화 예약 시 프로모션 코드 VISA2018을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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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35 Charles Street, London, England

이용 약관 : Rest Available Ratesr객실에서만 유효합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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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마드리드

Dear Hotel, Madrid | 객실 업그레이드 25% 할인, 웰컴 드링크 제공
호텔 객실 당일 최저 요금(BAR)을 Visa® 카드로 결제 시 25 %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탁 트인 테라스에서 무료 웰컴 드링크를 즐기고 객실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Dear Hotel은 마드리드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여 Gran Via와 Plaza de España를 내려다보는 환상적인
전망을 갖춘 부티크 호텔입니다. 마드리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곳을 방문한 느낌을 주는 이 호텔 건물
은 AD 매거진 수상 경력이 있는 Tarruella Trench Studio의 인테리어가 반영된 상징적인 신고전주의풍
건물입니다. 독창적인 자연 소재는 편안함과 우아함을 제공합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https://www.dearhotelmadrid.com/en/book-now?promo_code=visa18을
방문하여 객실을 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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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Gran Vía 80, Madrid, Spain

이용 약관 : 예약 시 객실 제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어 호텔, 마드리드는 본 혜택 제공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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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마드리드

Las Carboneras | 최종 결제 금액의 20% 할인
Visa® 카드로 결제 시 최종 결제 금액의 20 % 를 할인 받으세요.
플라멩코 춤의 트렌드세터인 Las Carboneras는 마드리드의 중심부인 마요르 광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곳의 라이브 쇼는 전통적인 플라멩코 춤과 현대적인 플라멩코
춤의 장점만 결합시킨 후 간혹 아방가르드한 터치를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 까지 영업하며 정기적으로 7 명의 예술가가 무대에 오릅니다.
이 혜택을 이용하려면 유선상 또는 현장에서 결제 시 프로모션 코드 Visa18을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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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Tablao Las Carboneras, Pl. conde de Miranda 1, 28005, Madrid, Spain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예약 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Las Carboneras는 할인 혜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닙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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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마드리드

Mantequerias Bravo | 10% 할인 및 호텔 무료 배송 서비스
Visa® 카드로 결제 시 총 청구 금액에 대해 10 % 할인을 받고 마드리드 내 호텔까지 무료 배송
서비스를 받으세요.
와인 및 델리 업계에서 8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Mantequerias Bravo는 Vega Sicilia, Grand
Cru, Iberic 햄, Manchego 치즈, 올리브 오일, 절인 해산물 등 고급 식재료를 판매하는 곳으로 꼭
들려야 할 곳입니다.
할인 혜택 및 배송을 받으려면 전화 +34-6309-65384 로 연락 또는 현장에서 결제 시 프로모션
코드 VISA18 을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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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Calle de Ayala, 24, 28001, Madrid, Spain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Mantequerias Bravo는 본 혜택 제공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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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밀란

Balloon Team Italia | 열기구 탑승권 15% 할인
Visa® 카드로 열기구 탑승권을 결제하면 15 % 할인 받아 탑승할 수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약 1시간 동안 열기구가 타고 투스카니, 플로렌스, 시에나를 포함한 피에몬테
(Piedmont) 지역의 독특한 전망을 즐겨 보세요. 열기구를 타고 독특한 시점에서 알프스의 눈 덮인
첨탑으로 둘러싸인 산을 로 한 눈에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습니다. 착륙 시, 스파클링 와인이나 주스,
맛있는 토스트를 즐기고 밀라노에 하차해 왕복 교통편을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mongolfiereitalia@gmail.com으로 이메일 또는 전화 + 39-348-404-4117로 예약
하고 및 프로모션 코드 VisaOffer를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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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Milano, Italy

이용 약관 : 예약 필수. 개인 또는 전통적인 열기구 편에 유효합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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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밀란

Chateau Monfort |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 체크아웃 연장,
웰컴 스파 입장권 및 다과 바스켓 증정
Visa® 카드로 객실 이용 요금을 결제하면 무료로 객실 업그레이드, 체크 아웃 시간 연장,
웰컴 웰니스 스파 입장권 및 VIP 도착 시 제공되는 다과 바구니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Château Monfort는 밀라노의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두오모 성당과 주요 패션 지구에서
단 몇 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5개의 쥬니어 스위트 룸과 5개의 스위트 룸이있는 77 개의 객실
은 복고풍 스타일의 인테리어와 글래머러스한 느낌이 동시에 느껴지는 매력적인 분위기를 선사
합니다. Château Monfort는 패션, 음악 및 예술에 근간을 둔 호텔의 새로운 철학을 선보이고 마치
유년기의 동화 속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본 혜택을 이용하려면 예약 시 http://www.hotelchateaumonfort.com/en/index.html 에서 프로모션
코드 VISA GLOBA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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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Château Monfort, Corso Concordia, 1, 20129 Milano, Italy

이용 약관 : 예약 필수. 무료 업그레이드 및 늦은 체크 아웃은 호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
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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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밀란

City Sightseeing Milano | 1일 또는 2일 승차권 10% 할인
Visa® 카드로 1 일 또는 2 일 승차권 결제 시 10 % 할인받아 이용해 보세요.
City Sightseeing® Milano 의 빨간 2층 오픈 버스는 이미 밀라노 도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과 다른 관점에서 밀라노를 더 보고, 알고 싶지만, 동시에 이 대도시의 교통체증에 발목이
잡히고 싶지 않은 관광객들은 이 2층 버스 투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총 3개의 노선, 6대의
버스, 9가지 언어로 해설을 제공하는 이 버스 투어는 도시를 탐험하고 유명 관광 명소를 방문하
는 데 꼭 필요한 관광 수단입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혜택 내용을 인쇄하거나 모바일로 밀라노 방문자 센터 또는 버스 탑승시 제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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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Milan Visitor Center, Largo Cairoli/via Cusani 18, Milano, Italy

이용 약관 :이 행사의 인쇄 또는 모바일 버전을 직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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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밀란

Dal Bolognese | 메인 요리 주문 시 와인 1잔 무료 제공
Visa® 카드로 메인 요리를 주문하고 결제하면 와인 1 잔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로마에서 인기있는 세계적인 레스토랑 Dal Bolognese가 이제 밀라노의 중심에도 오픈했습니다.
아늑한 식당 내부 또는 야외자리에서 이탈리안 볼로냐 소시지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요리와
알프레스코를 맛보세요.
본 혜택을 이용하시려면 이메일 milano@dalbolognese.it. 또는 전화 +39-02-6269-4843
또는 +39-02-6269-4845 예약 시 프로모션 코드 DalBologneseVisa를 말씀하세요.
직접 혜택을 이용하시려면 방문 시 담당 서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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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Dal Bolognese, Via Amedei 8, Milano, Italy

이용 약관 : 1인당 메인 요리 1가지 주문 당 와인 1 잔.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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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밀란

Larusmiani | 맞춤 셔츠 €100 할인
Larusmiani Concept Boutique에서 Visa® 카드로 맞춤 셔츠 구매 시 € 10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22년 이래로 Larusmiani는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이탈리아의 우수한 핸드메이드
기술, 오차없는 완벽한 스타일, 절제된 고급스러움 등 시간을 초월한 가치를 지켜 왔습니다.
이 혜택을 이용하시려면 최소 2 일 전에 매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 39-02-76-02-04-70로
예약 하셔야 합니다. 최종 결제 시 이 혜택 내용에 대해 반드시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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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Larusmiani Concept Boutique, Via Monte Napoleone 7, Milano, Italy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 39-02-76-02-04-70으로
최소 2 일전에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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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밀란

Martino&Mazzolini | €100 이상 결제 시 펜턴트 무료 증정
Visa® 카드로 € 100 이상 구매 시 청동 펜던트 "스타" 또는 "로즈"(€ 45 상당)를 선물로 드립니다.
Martino & Mazzolini에서 진정한 장인 정신을 느껴보세요. 이 곳은 단순한 쥬얼리 상점이 아닙니다.
하나의 창의적인 실험실입니다. 모든 보석은 수공예품으로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세공인의
기술로 작은 청동조각을 이용하여 만들어집니다. 그 디자인은 매력적이고 재미있을 뿐 아니라 착
용 시 완벽하게 몸에 맞도록 맞춤 보석을 제작하는데 열정을 다 쏟기 때문에 Simonetta Mazzolini
와 Benedetto Martino의 쥬얼리는 영원히 사용하고 소장할 제품이라고 자신합니다.
본 혜택을 이용하려면, 결제 시 내용을 제시하고 유효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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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Martino&Mazzolini Gioielli in Bronzo e Argento, via G. Rasori 8, 20145 Milan, Italy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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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밀란

Rubacuori Restaurant | a la carte 저녁 메뉴 구매 시 15% 할인
Visa® 카드로 저녁 메뉴 단품 주문 시 15%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Rubacuori Restaurant의 3가지 다른 컨셉을 모두 놓치지 마세요. 이 곳에는 총 3가지 스타일의 룸
이 있습니다 - 모던한 스타일로 꾸며진 장엄한 다이닝홀, 고급스러운 가구로 꾸며진 아늑한 거실,
살짝 색다른 스타일을 가미한 영국식 클럽 - 이 3곳 어디에서도 편안하게 식사가 가능합니다.
오전의 휴식차 잠시 들리거나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서도 밀라노의 과거의 색과 맛이 있는 완벽한
레스토랑에서 즐겨보세요. 낭만주의가 느껴지는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누구나 좋아하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대중 요리를 선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조화입니다.
본 혜택을 이용하려면 방문 시 좌석을 안내 받을 때 혜택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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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Rubacuori Restaurant, Chateau Monfort, Corso Concordia 1, 20129 Milan, Italy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쿠폰은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합니다. 쿠폰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을 기반으로합니다. 법률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된 곳에서는 무효화됩니다. 유효한 비
자 카드로만 결제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모든 세금은 구매자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이 제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Rubacuori Restaurant에게 있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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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밀란

Velocipedi | 모든 바이크 투어 15% 할인
Visa® 카드로 결제 시 모든 자전거 투어를 15 % 할인 받으세요.
Velocipedi는 밀라노와 교외의 놀라운 자전거 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Velocipedi가
밀라노의 독특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역사와 전설, 숨겨진 보물이 모두 이
환상적인 노선에서만 발견 가능합니다. 더 많은 모험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는 밀라노의 외곽
을 탐험하는 자전거 투어, 수로, 필드, 오래된 가옥, 알파 로미오 박물관 방문 등 도 있습니다.
Velocipedi의 자전거 투어를 통해 모두가 더 재미있는 밀라노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혜택을 이용하려면 http://www.velocipedi.com/contacts.html을 방문하여 예약 시 프로모션
코드 VisaGloba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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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Milan, Italy

이용 약관 : 최소 24 시간 전에 여행 예약이 필요합니다. 지불 확인은 예약 확인시해야합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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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파리

Open Tour Paris | 오픈투어파리 버스 티켓 15% 할인
Visa® 카드로 오픈투어샵에서 오픈투어파리 버스 티켓을 구매하면 15 %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투어 버스에 지금 바로 올라 타세요. 천장이 개방된 높은 버스에서 즐기는 환상적인 도심
뷰와 자신의 원하는 일정과 시간에 따라 50개의 정거장 중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 탑승하고 하차
해 파리를 마음껏 즐겨 보세요. 오픈투어는 파리에서 가장 큰 오픈 관광 투어 서비스를 제공하
며 총 50개의 정류장과 4개의 노선이 있어 주요 관광 명소는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본 헤택을 이용하려면 Open Tour Store, 13, rue Auber 75009 Paris에서 이 내용을 제시하고
Visa 카드로 결제하세요. 이 혜택은 버스 내에서 제시하거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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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Open Tour Store at 13, Auber St, 75009 Paris, France

이용 약관 : 오픈 투어 파리 패스 (버스 전용)에 유효합니다. 결합 된 티켓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파리, 프랑스, 75009 Auber
St, 13 번지 오픈 투어 스토어에서만 유효합니다. 다른 프로모션 또는 쿠폰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발급 된 Visa 카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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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파리

Le Violon d’Ingres | 디너타임 시식 메뉴 주문 시 샴페인 1잔 무료 제공
Visa 플래티넘®, Visa 시그니처® 또는 Visa인피니트 ® 카드로 결제하고 디너 타임에 시식 메뉴
1가지를 주문하면 샴페인 1 잔을 무료로 드립니다.
Christian Constant의 미슐렝 스타 레스토랑인 Le Violon d' Ingres는 전통적인 남부 프랑스 요리를
토대로 신선한 야채를 풍부하게 곁들인 고메 메뉴를 제공객하며 언제나 파리 현지인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유명한 건축가 Luis Aleluia의 인테리어로 꾸며진 Le Violon d' Ingres의
내부는 넓은 오픈 스페이스의 밝은 분위기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본 혜택을 이용하시려면 예약 시 말씀해주세요.

대상 카드
Visa Platinum, Visa Infinite, Visa Signature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135, rue St-Dominique Franche-Comté, Paris, France 75007

이용 약관 : 예약 필수. 저녁 식사하는 동안 시식 메뉴 주문시 1잔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프랑스에서 발급 된 Visa 카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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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파리

Paris a Velo c’est Sympa | 모든 관광 투어 10% 할인
Visa® 카드로 결제하고 파리 어디에서나 Sympa 자전거 투어를 10 % 할인 받으세요.
파리 Velo c'est Sympa는 지난 20년 동안 관광객들이 자전거로 파리를 발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며, 프랑스 내에서 가장 오래된 자전거 투어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파리의 전통적인 문화
유산 둘러보기에 초점을 맞춘 여유로운 투어를 포함하여 여러분 각각의 필요에 맞는 투어를 찾아
보세요. 이중 언어를 숙련되게 구사하는 가이드는 두 바퀴 먼저 산 정상에서 여러분에게 도시의
아름다운 전망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혜택을 이용하려면 이메일 (info@parisvelosympa.com) 또는 전화 (+ 33-01-48-87-60-01)로 예약
하십시오. 프로모션 코드 VisaOffer는 꼭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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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Paris a Velo c’est Sympa, 22 rue Alphonse Baudin, 75011 Paris, France

이용 약관 : Paris a Velo c'est Sympa, 22 rue Alphonse Baudin, 75011에서만 유효하며 예약 필수. 예약 확인서가 고객에게 발송
되며 투어가 시작되기 전에 지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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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파리

Printemps | Printemps 백화점 VIP 서비스
Printemps는 고객의 기대에 부합하는 맞춤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외국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VIP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VIP 라운지에서 웰컴 드링크 제공 (요청 시)
• VIP 고객 환영 카드 및 브랜드 특별 혜택 제공
• 게스트 관계에 따른 에스코트 (대기 인원이 있을 경우)
• 다국어가 가능한 퍼서널 쇼퍼 (사전 예약 기준)
• 텍스 리턴 우선권 및 즉시 환급 지원
• VIP 전용 출입구 및 리무진 서비스
Printemps백화점은 모든 패션, 럭셔리, 뷰티를 선도하는 기준이 되는 곳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며 파리 쇼핑의 대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본 혜택을 이용하려면 guestrelations@printemps.com으로 이메일 또는 전화 + 33- (0) 1-42-82-61-00
로 연락하셔서 Visa VIP 혜택이라고 말씀 해주세요. 도착 시, VIP 라운지인 Women 's Store Floor 1층
에 Visa 플래티넘®, Visa 시그니처® 또는 Visa 인피니트® 카드를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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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Printemps Department Store Paris, 64, bd Haussmann, 75009 Paris, France

이용 약관 : Printemps Department Store Paris, 64, bd Haussmann, 75009에서 유효합니다. 프랑스 거주자에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룹 관광객에게는 유효하지 않으며 개별 고객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세금 환급은 영국 또는 유럽 거주자에게는 유효하지 않
습니다. 비자 플래티넘, 시그니처 및 인피니트 카드에 대해서 유효합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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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파리

Relais Christine | 박물관 입장권 1매 및 무료 과일 바구니 증정
Visa® 카드로 객실 이용 요금을 결제하면 박물관 입장권 1매 및 무료 과일 바구니를 드립니다.
Relais Christine은 Saint-Germain-des-Pres의 심장부인 Latin Quarter에서 몇 걸음 떨어진 파리 최고의
지역에 위치한 호텔입니다. 세느 강과 인접한 매우 조용한 Rue Christine에 있으며 수 많은 레스토랑
과 비스트로 및 카페에서 도보로 2 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부티크
호텔은 한 때는 개인 주택이였어서 그 친밀감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ttps://goo.gl/ZfJAgX를 방문하거나 +33- (0) -140-51-60-80으로 전화하여
프로모션 코드 VisaRC를 말씀해주세요.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3, Rue Christine, 75006 Paris, France

이용 약관: 예약 필수. T3, Rue Christine, 75006에서 유효합니다. 무료 박물관 입장은 숙박 당 1 회 제공됩니다. 박물관 입장권은
오르세우스 미술관, 피카소 박물관, 퐁피두 센터에 대해 유효합니다. 프랑스 거주자에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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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유럽

파리

Saint James Paris | 전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
Visa® 카드로 객실 이용 요금을 결제하면 모든 객실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단, 체크인 시 객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파리의 최고급 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Saint James Paris 호텔은 파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샤토 호텔
이자 Saint James Club이있는 곳입니다. 개인 정원으로 둘러싸인 이 레지던스는 전 고객에게 럭셔리
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집 전체가 Bambi Sloan에 의해 다시 디자인 되면서 기존의 가정적인 내부
호텔 분위기에 그녀만의 독특한 감각이 살짝 더해졌습니다.
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ttps://goo.gl/3osquj를 방문하거나 + 33- (0) -144-05-81-81로 전화하여
프로모션 코드 VISASJ 말씀해주세요 .

대상 카드
Visa 인피니트, Visa 시그니처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43, Avenue Bugeaud, Paris, France

이용 약관 : 파리, 75116 Avenue Bugeaud의 43 번지에서 유효합니다. 프랑스 거주자에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약 필수.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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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중동 아시아

두바이

Big Bus Tours | Hop-on Hop-Off 투어 + 사막 석양 투어 결제 시 50% 할인
Visa® 카드로 빅버스 두바이의 성인 클래식 (24 시간) 자유 승하차 및 사막 석양 투어를 동시에 결제하면
50 %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바이의 관광 명소를 절반의 가격으로 즐기세요. 낮에는 두바이의 도시를, 저녁에는 두바이의 사막을 탐험하세
요. 개방형 2층 버스를 타는 1일 클래식 투어로 두바이의 매혹적인 관광 명소를 가장 잘 즐겨 보세요. 두바이 사
막의 한가운데 위치한 프라이빗한 요새에서 아라비안 일몰을 경험해보세요. 투어에는 낙타 타기, 매, 말 등 동물
체험하기, 헤나 문신, 아라비안 커피 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지정된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 탑승 전 티켓 구입 시 할인 혜택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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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Dubai, United Arab Emirates

이용 약관 : 지정된 픽업 / 드롭 장소에서 구매시 본 쿠폰의 인쇄본을 제출하십시오 - Dubai Mall; Mall of Emirates; BurJuman;
Wafi Mall; Atlantis The Palm; Deira City Centre; Abra Station Dubai Creek; Dubai Marina Mall; Beach Mall and Souq Madinat. 다른 쿠폰
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티켓은 구입 후 24 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1 년 내내 연중 무휴 투어가 가능합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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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중동 아시아

두바이

Frying Pan Tourism | 유명 음식 체험 및 숨겨진 길 투어 15% 할인
Visa® 카드로 Frying Pan Adventures 의 '유명 음식 체험 및 숨겨진 길 '투어를 결제하면 15 %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Frying Pan Adventures는 두바이의 깊고 풍부한 맛의 세계를 널리 전파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워킹 푸드 투어
외에도 유사한 생각을 가진 개인 및 단체와 협력하여 신청자들과 함께 정통 에미레이트 요리 만들기, 사막 보호
구역에서의 아침 피크닉 하기, 도시 탐험하기, 사진촬영하며 걷기와 같은 쿠킹세션과 투어를 마련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비자 카드로 Frying Pan Adventures의 '유명 음식 체험 및 숨겨진 길' 투어 티켓을 결제할
때 프로모션 코드 VISA20171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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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67 22b St, Dubai, United Arab Emirates

이용 약관 : 본 행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Old Dubai Souks and Stories 투어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www.fryingpanadventures.com/terms에서 일반 이용 약관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Frying Pan Tours LLC는이 할인 혜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닙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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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중동 아시아

두바이

HeliDubai | 두바이 헬리콥터 투어 15% 할인
Visa® 카드로 전망이 아름다운 두바이 헬리콥터 투어를 결제하면 15 %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HeliDubai는 UAE의 프리미엄 헬리콥터 서비스 제공 업체로 투어, 기업 및 VIP 운송, 개인
헬기 전세 서비스, 공중 필름 촬영 및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도심 위를 헬리콥터 투어로 여행하는 것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신중하게
디자인된 도심 헬리콥터 투어는 온 가족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 입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이메일 tours@daw.ae 또는 전화 + 971-4-208-14-55로
여행 일정 요청 및 프로모션 코드 VISAPRO를 말씀 하신 후 최종 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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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Dubai Police Academy, Dubai, United Arab Emirates

이용 약관 : 예약 필수. 이메일이나 전화로 직접 예약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격은 입장료 및 주차료를 제외한 가격입니다. Helidubai는할인 혜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닙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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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전 세계

공통 도시

Aquarium of the Pacific | 성인 티켓 $8 할인 / 어린이 티켓 $2 할인
본 쿠폰을 제시하고 Visa® 카드를 이용하여 Aquarium of the Pacific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퀸메리
항구 맞은 편에 위치)의 입장권을 구매하면 성인 티켓은 1인당 $8 할인, 어린이 티켓(3세 -11세)은
1인당 $2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수족관에는 500 종 이상의 종을 대표하는 총 11,000 종 이상의 수중 동물이 모여 있습니다. 인기있는
전시회로는 참가자가 직접 상어를 만져 볼 수 있는 Shark Lagoon, 새에게 직접 복숭아 등을 먹여볼 수
있는 Lorikeet Forest, 그리고 June Keyes Penguin 의 서식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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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가맹점 위치
100 Aquarium Way, Long Beach, CA

d co

이용 약관 : 한 쿠폰 당 할인을 4회로 제한하십시오. 할인 혜택은 다른 혜택이나 쿠폰과 결합 될 수 없습니다. 오프 사이트 에서는 유효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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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합니다. 쿠폰은 2018 년 4
월 13 일 -15 일 (롱 비치 그랑프리) 기간 동안은 사용 불가합니다. 수족관은 2018 년 12 월 25 일 휴무입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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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전 세계

공통 도시

Auto Europe | 전 세계 180개국에서 자동차 렌트비 최대 37% 할인
Visa® 카드로 Auto Europe에서 렌터카를 예약하면 전 세계 20,000개 이상의 지점(180 개 이상 국가)
에서 자동차 렌트비를 최대 37 % 할인해드립니다.
우리는 주요 렌터카 업체와 직접 협력하여 여행객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렉트 파트너십을
통해 요금을 소매 기준보다 최대 30%까지 낮게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Visa 카드 고객에게는 이러한
낮은 가격에 7% 할인을 추가 적용해 드립니다.자사와 계약 후 렌트비가 더 싼 회사를 발견한다면 (단,
조건 및 수수료가 동일한 경우)반드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보증합니다!
이 보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려면 지금 바로 www.autoeurope.com/beatrate/를 방문하세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www.autoeurope.com/visa로 이동하여 링크 클릭 후 할인을 적용하세요.
이후 Visa 할인코드(99007578)를 적용한 후 검색을 하세요. 또는 해당 지역의 무료 전화로 연락하세요
(www.autoeurope.com/international-phone-numbers/). 북미지역에서는 1-888-223-5555로 전화하세요.
이 독점적인 비자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인 코드 99007578을 말씀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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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 할인 금액은 렌트 기간에 따라 다르며, 렌트 위치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인은 시간과 마일리지에만 적용되며
렌트에 적용될 수있는 세금, 할증료 또는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픽업 최소 48 시간 전에 취소 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
과되지 않습니다. 화물 밴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쿠폰은 다른 프로모션 및 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제한
시간과 추가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최소 1 주일의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쿠폰은 개인 판매자의 이용 약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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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도시

Bass Factory Outlet | 매장 또는 온라인에서 $75 이상 구매 시 15% 할인
Visa® 카드로 Bass Factory Outlet 매장 또는 온라인에서 $75 이상 구매시 15 % 할인해 드립니다.
1876년 Wilton, Maine에서 George Henry Bass Wilton에 의해 설립된 Bass & Co.는 "최고의 수제화
만들기"라는 단순한 사명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Bass는 품질, 편안함 및 내구성으로 그
명성을 얻으며 미국 역사 속 새로운 길을 열고 매 순간을 개척해왔습니다. 오늘날 Bass는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아메리칸 스타일을 여전히 가장 잘 구현하는 상징적인 브랜드로 인식되며 다
양한 남여 신발, 의류 및 액세서리를 선보이고 진정한 오리지널은 소비자가 변함없이 찾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울렛 위치는 www.ghbass.com을 방문해보세요.
매장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계산대에서 할인 헤택 내용을 제시하세요 (판매자 : 가격 할인으로
처리하려면 코드 T24 VISA 15 % 할인 $ 75 + 입력). 온라인에서 할인 받기 위해서는 www.ghbass.com
FactoryOutlet사이트를 방문하여 체크 아웃 시 프로모션 코드 VXB463H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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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이용 약관 : 매장 내 혜택은 2018 년 12 월 31 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온라인 사이트 헤택은 ghbass의 Factory Outlet.com 사이트
에서만 12 월 31 일 오후 11시 59 분 (동부 표준시 기준)까지 유효합니다. 쿠폰은 한 번 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은 할인을 받으
려면 구매시 이 쿠폰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전 구매에 적용 할 수 없고 기프트 카드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프로모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매의 일부가 반품 또는 교환되는 경우 할인 후 지불 한 가격 (가격에
따라 상품 당 비례 배분)에 대한 상품 크레딧을 받게되며 비례 배분 된 할인 금액은 무효가됩니다. G.H. Bass & Co.는 언제든지
이 할인 혜택을 변경, 취소 또는 종료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제한이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장을
참조하십시오. 온라인 주문은 미국 및 캐나다 주소로만 배송 될 수 있습니다. GIII 및 AMRG 직원은 자격이 없습니다. 영업 사원
은 T24 VISA 15 % off $ 75 +로 코드 입력 후 거래 상각을 처리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고객은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ghbass.com
의 Factory Outlet Site에서 $ 75 이상의 상품을 소비하고 결제시 VXB463H 코드를 입력해야합니다. 쿠폰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
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을 기반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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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vin Klein | 미국, 캐나다, 괌, 푸에르토리코 Calvin Klein Company
Stores에서 $150 이상 결제 시 15% 할인
Visa® 카드로 미국, 캐나다, 괌 및 푸에르토 리코의 Calvin Klein Company Stores에서 $ 150 이상
구매하면 $ 15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Calvin Klein은 패션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 최소한의
디자인 이라는 패션 철학은 Calvin Klein을 40년 이상 패션의 스테디셀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브랜드 디자인의 깔끔한 라인은 여성 및 남성용 운동복, 정장, 드레스, 청바지, 속옷, 향수 및 액세서리
로까지 확대됩니다. Calvin Klein Company의 매장 검색 및 선호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www.calvinklein.com을 방문하세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내용 사본을 인쇄하여 계산대에서 제시하고 Visa 카드로 결제하세요오.
(Associates : 코드 입력 : 5000088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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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이용 약관 : 혜택은 미국, 캐나다, 괌 및 푸에르토 리코의 Calvin Klein Company Stores에서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합니다.
세일 상품도 적용 가능 합니다. 할인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쿠폰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매장당 1 일 1 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프트 카드, 인터넷 거래 또는 이전 구매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스토어 크레딧 또는 현금으로 교환 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구매시 이 내용 사본을 제시해야합니다.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매장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모든 Preferred Rewards 할인이 거래에 적용된 후 위의 할인 값이 적용됩니다. PVH
직원은 자격이 없습니다. 직원 사용 코드 : 500008874000.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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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mont Hotels & Resorts | 온라인 사전 예약 시 2인 조식 무료
+ $25 다이닝 크레딧 증정 (숙박 당)
Fairmont Hotels & Resorts에서 Visa® 카드를 사용하여 "Visa Appetite To Stay" 혜택 패키지를 예약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2 인 조식 무료 제공
• $25 식사 크레딧 제공(숙박 당)
•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 (단, 체크인 시 객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Fairmont Hotels & Resorts는 손님들을 전 세계 여행지의 최고의 호텔로 연결해드리며 그곳에서
사려 깊고 세심한 서비스, 잊지 못할 럭셔리한 호텔 경험을 선사합니다. 전세계 70개 이상의 호텔이 있는
Fairmont 컬렉션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차별화된 호텔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airmont 는 90개국
이상에서 4,000개 이상의 호텔을 운영하는 세계적인 호텔 운영 업체 인 AccorHotels Group의 소속입니다.
이 "Visa Appetite To Stay"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www.fairmont.com/visaappetitetostay를 방문하여 참여
하는 호텔 리스트를 알아보세요.

대상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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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약은 호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 이용 약
관이 적용됩니다. 팁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텔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높은 단계의 객실로 업그레이드는 체
크인 시 재고 가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투숙 시 얻는 $25 다이닝 크렛딧은 현금 가치가 없음. 식사 크레딧은 음식 및 음료
구매를 객실 요금 결제에 합산 청구할 경우에만 체크 아웃시 호텔 통화로 적용됩니다. 호텔 레스토랑, 바, 객실 내 식사 및 미
니 바 사용 요금 모두 해당 됩니다. 제공된 프로모션의 금액이 미사용되어도 금액으로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다이닝 크레딧
은 손님의 출발 예정일 아침 체크 아웃 시간으로 만료됩니다. 체크아웃 시 남은 잔액을 모두 지불해야합니다. 할인 혜택은 변
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을 기반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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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 Line | 모든 Gray Line 투어10% 할인
Visa® 카드로 전 세계 모든 Gray Line 투어 승차권을 결제하면 즉시 10 % 할인 해드립니다.
Gray Line은 1910년 설립 이래 전 세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들에서 믿을 수 있는 관광
투어회사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파타고니아, 그랜드 캐년, 중국의 만리장성에 이르기
까지 우리는 지구상의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관광 투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www.grayline.com을 방문하여 선호하는 여행지의 관광 투어를 선택하세요.
선택 후 체크 아웃 시 프로모션 코드 VISA10을 입력하면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는 1-800-GRAYLINE
(미국 내 1-800-472-9546) 또는 +1-303-394-6920 (미국 외 지역)으로 전화하여 프로모션 코드 VISA10을
말씀하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info@grayline.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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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이용 약관 : 할인 혜택은 재고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www.grayline.com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음식, 음료
및 선택적 팁은이 할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할인 혜택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을 기반으로합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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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N Fly | 미국 일부 공항 주차 할인 혜택
(단, 날짜 및 지역에 따라 할인율은 다름)
Park 'N Fly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차를 예약하고 Visa® 카드로 지불하면 다른 공항 내 주차 시설을 이용
하는 것 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Park 'N Fly는 미국 내에서 유명한 공항 외부 주차 대행업체입니다. Park'N Fly 네트워크는 전국 50 개이상의 주요
공항에서 80개가 넘는 외부 주차 사이트로 차량을 주차 대행 해드리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 하고 있
습니다. 외부 주차 사이트의 위치는 공항에서 접근이 편리하며 귀하의 차량까지 직접 빠르고 정중한 셔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Park 'N Fly를 사용하면 사전에 비용 지불을 끝내고 주차 위치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비행 전후의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우리의 신속한 셔틀 서비스는 출장이나 휴가 일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저렴한 주차비용은 경비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어 드립니다.
이 혜택을 이용하려면 https://www.pnf.com/visa를 방문하여 사전에 주차 공간을 예약하세요.
이 특별 링크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 코드가 이미 내장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할인은 주차 날짜와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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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이용 약관 : 최소 체류 기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프로모션, 할인, 특별, 기업 또는 예약 비율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비자 카드를 사용하여 주차료를 사전에 결제하십시오. 결제완료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되시며 이
를 출력하여 계산원에게 제시 하십시오 . 할인 혜택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을 기반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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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ferred Hotels & Resorts | 객실 최저 요금에 대해 10% 추가 할인
+ 2인 조식 무료 제공
275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Preferred Hotel & Resorts에서 Visa®카드로 예약 및 결제 시, 객실 최저 요금(BAR)
에대해 추가로 10 % 할인을 받고 호텔 조식 2인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85개국에 걸쳐 있는 최고수준의 독립된 호텔 및 리조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하의 목적지가
뉴욕, 도쿄, 카리브해 또는 아프리카 사파리 그 어느 곳이든 수상 경력이 빛나는 호텔에서의 특별한 VIP 경험을
제공합니다. Preferred Hotels & Resorts는 또한 추가로 I Prefer Hotel Rewards라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호텔 및 리조트 체인에서 이용 할 수 있는 무료 숙박, 스파, 식사, 인터넷 업그레이드 등을 제공합니다.
등록은 무료입니다.
참여하는 호텔 목록을 알기 위해서는 www.PreferredHotels.com/offers/visa-worlds-offer을 방문하거나 Preferred Hotel
& Resorts 예약 센터에 전화하여 MKTVWO 쿠폰을 말씀하시면 예약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무료 전화 : 1-866-990-9491; 전세계 수신자 부담 전화 : 00800 71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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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이용 약관: 이 상품은 비자 카드 소지자에게만 제공되며, 이용 가능한 최저 요금의 10 % + 2 인당 무료 조식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모든 요금은 한 객실 당, 1 박에 적용되며 다른 프로모션이나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소 체류 및 이용
제한 기간과 같은 일부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참여 호텔에서만 유효하며 호텔 사정에 따라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객실 요금은 비자 카드로 예약하고 지불해야합니다. 카드 소지자는 특별 행사를 받으려면 요금 코드
MKTVWO로 예약해야 합니다. 전체 이용 약관은 www.PreferredHotels.com/offers/visa-worlds-offer를 방문하십시오. 쿠폰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에 의거합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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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ffles Hotels & Resorts | 온라인 사전 예약 시 2인 조식 무료
$25 다이닝 크레딧 증정 (숙박 당)
Raffles Hotels & Resorts 에서 Visa® 카드를 사용하여 "Visa Appetite To Stay" 패키지를 예약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2 인 조식 무료 제공
• $25 식사 크레딧 제공(숙박 당)
•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 (단, 체크인 시 객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Raffles Hotels & Resorts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Raffles Hotel이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1887 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에는 총 12개의 독특하고 놀라운 호텔들을 세계 최고의
도시 및 휴양지에 갖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사랑 받는 곳은 파리, 이스탄불 그리고 세이셸입니
다. Raffles Hotels는 90개가 넘는 국가에서 4,000개 이상의 호텔을 운영하는 세계적인 호텔 운영
업체인 AccorHotels Group의 소속입니다.
이 "Visa Appetite To Stay"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www.raffles.com/visaappetitetostay를 방문
하여 참여하는 호텔 리스트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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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약은 호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 이용 약관
이 적용됩니다. 팁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텔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높은 단계의 객실로 업그레이드는 체크
인 시 재고 가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투숙 시 얻는 $25 다이닝 크렛딧은 현금 가치가 없음. 식사 크레딧은 음식 및 음료 구매
를 객실 요금 결제에 합산 청구할 경우에만 체크 아웃시 호텔 통화로 적용됩니다. 호텔 레스토랑, 바, 객실 내 식사 및 미니 바
사용 요금 모두 해당 됩니다. 제공된 프로모션의 금액이 미사용되어도 금액으로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다이닝 크레딧은 손님
의 출발 예정일 아침 체크 아웃 시간으로 만료됩니다. 체크아웃 시 남은 잔액을 모두 지불해야합니다. 할인 혜택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을 기반으로합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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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 Rent a Car/Sixt Rent a Truck | 전 세계 105개국 이상에서 자동차 렌트비
최대 10% 할인
Visa® 카드로 Sixt Rent a Car 및 Sixt Rent a Truck에서 렌터카를 빌리면 최대 10 %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Sixt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ixt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동 서비스 제공 업체 중 하나로 성장
하였으며 105개국 이상에서 4,000개 이상의 서비스 매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Sixt Rent a Car는 자동차 대여 분야의 혁신으로 이어지며 BMW 및 Mercedes-Benz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최신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ixt는 Sixt 예약 센터 및 고객 지원 센터에서 24시간 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형 자동차, 컨버터블, SUV, 고급 승용차에서 밴 및 트럭에 이르기까지 Sixt 는 비즈니스 및 레저 니즈에 적합한
차량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Sixt - "움직임이 느껴져"
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www.sixt.com/visasigplat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됨)를 방문하거나 당사에전화 연락을
주시거나, 가장 가까운 Sixt 매장에 와서 할인 코드 9910213을 말씀하시고 Visa 카드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미국 : + 1 888 749 8227 / 기타지역 : + 49-180-6-6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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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이용 약관 : 쿠폰은 Sixt 렌트카와 Sixt 렌트카의 개인 고객 요금에만 유효합니다. 법인 계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쿠폰은
표준 대여 조건의 적용을받습니다. 할인은 지역별로 제공되며 특별 상품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쿠폰은 개인 판매자의
이용 약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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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sotel Hotels & Resorts | 온라인 사전 예약 시 2인 조식 무료
$25 다이닝 크레딧 증정 (숙박 당)
Swissôtel Hotels & Resorts 에서 Visa® 카드를 사용하여 "Visa Appetite To Stay" 패키지를 예약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2 인 조식 무료 제공
• $25 식사 크레딧 제공(숙박 당)
•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 (단, 체크인 시 객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편리한 위치가 가장 큰 장점인 Swissôtel Hotels & Resorts는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30여개의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머물면서 목적지를 자신있게 탐색할 수 있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Swissôtel 는 90개가 넘는 국가에서 4,000개 이상의 호텔을 운영하는 세계
적인 호텔 운영 업체인 AccorHotels Group의 소속입니다.
이 "Visa Appetite To Stay"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www.swissotel.com/visaappetitetostay.를 방문
하여 참여하는 호텔 리스트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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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 다른 쿠폰이나 프로모션과 함께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약은 호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 이용 약관
이 적용됩니다. 팁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텔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높은 단계의 객실로 업그레이드는 체크
인 시 재고 가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투숙 시 얻는 $25 다이닝 크렛딧은 현금 가치가 없음. 식사 크레딧은 음식 및 음료 구매
를 객실 요금 결제에 합산 청구할 경우에만 체크 아웃시 호텔 통화로 적용됩니다. 호텔 레스토랑, 바, 객실 내 식사 및 미니 바
사용 요금 모두 해당 됩니다. 제공된 프로모션의 금액이 미사용되어도 금액으로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다이닝 크레딧은 손님
의 출발 예정일 아침 체크 아웃 시간으로 만료됩니다. 체크아웃 시 남은 잔액을 모두 지불해야합니다. 할인 혜택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이용 약관을 기반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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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Heusen | 미국 및 푸에트리코 매장에서 $60+ 이상 구매 시 $10 할인
Visa® 카드로 미국 또는 푸에르토 리코에 위치한 Van Heusen | IZOD GOLF Company 매장에서 $ 60 이상 구매
시 $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Van Heusen은 2014 년 미국 백화점에서 # 1 드레스 셔츠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남성 및 여성용 드레스웨어
스포츠웨어 및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IZOD GOLF와 Warner의 브래지어, 속옷류도 모두 Van
Heusen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3 개의 상징적인 브랜드를 모두 한자리에서 쇼핑하세요.
매장 위치는 www.vanheusen.com/shopnow를 참조하세요.
할인을 받으려면 쿠폰 사본을 인쇄하여 계산대에서 제시하고 Visa 카드로 지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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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이용 약관 : 행사는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미국 및 푸에르토 리코참여하는 Van Heuse IZOD GOLF 매장에서 유효합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Van Heusen에서 최소 $ 60를 구매해야 합니다. IZOD GOLF Company Store (전
세금이 적용됩니다). 세일 중인 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쿠폰은 다른 쿠폰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가구당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프트 카드, 인터넷 거래 또는 이전 구매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스토어 크레딧 또는
현금으로 교환 할 수 없습니다. 제한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장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PVH
직원은 자격이 없습니다. (Associates : 코드 500015450000를 입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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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sons Leather | 매장 내 정상가격 제품 1가지 25% 할인
Visa® 카드로 Wilsons Leather 매장에서 쇼핑 할 때 1가지 상품 (통관 아이템 제외)을 25 % 할인 받아보세요.
Wilsons Leather는 고급 액세서리 및 겉옷을 제조하는 가죽 전문 소매 업체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다양한 디자이너 브랜드 및 특별 바잉한 아이템들도 소개합니다. 여성용 핸드백,
남성용 가방, 여행 용품 및 액세서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의 제품은 가죽에 근간을 둔 제품
이지만,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의 폭을 드리기 위해 양모,면 및 인조 가죽과 같은 다양한 소재의 제품
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장 위치는 www.wilsonsleather.com/store-locator/landing.do.를 방문하세요.
할인을 받으려면 쿠폰 사본을 보여 주거나 프린트 한 후 Visa 카드로 결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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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이용 약관 : 참여하는 미국 내 Wilsons Leather 매장에서만 유효하고 반드시 쿠폰을 지참해야만 유효합니다. 다른 쿠폰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통관 항목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매장 당 1 일 1회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관 상품, 기프트 카드, 인터넷
거래 또는 이전 구매에는 유효하지 않으며 스토어 크레딧이나 현금으로 교환 할 수 없습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고객이 구매
시 반드시 쿠폰을 제시해야합니다.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장을 참조하십시오. 영업 담당자
는 가격 인하 상품, % 할인, 쿠폰 코드 : L3 VISA 25 % 할인 1 품목을 입력. 쿠폰은 개인 판매자의 이용 약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
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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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1800Flowers.com | 구매 금액의 20% 할인
Visa® 카드로 결제하고 구매 금액의 20 % 를 할인** 받으세요.
진정한 꽃과 선물로 1800Flowers.com®에서 누군가를 오늘 미소 짓게 하세요.
신선한 꽃, 음식 선물 바구니, 초콜릿 등을 지금 쇼핑하세요 !
할인을 받으려면 www.1800flowers.com을 방문하여 결제 시 프로모션 코드 VISAINT를 입력
또는 1-800-FLOWERS (1-800-356-9377)로 전화하여 프로모션 코드 VISAINT를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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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이용 약관 : 가격 및 할인은 해당 서비스, 배송료, 세금은 제외합니다. 상품은 다재고 상황, 배송 규칙 및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쿠폰은 온라인 및 전화로 사용 가능 합니다. 쿠폰은 결합 할 수 없으며 모든 제품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제한
사항 및 사용 중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가격 및 요금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품 가격은 세금, 서비스, 중계, 배송
및 취급 수수료를 제외한 총 판매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 2018 1-800-FLOWERS.COM, INC.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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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Alamo Rent A Car | 렌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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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하여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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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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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리지 제공은 참여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용
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지 된 곳에서는 무효화됩니다. 포인트를 적립하는 데 비행편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미국 및
캐나다의 알라모 (Alamo) 지역에서 할인 혜택이 유효합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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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AmaWaterways | 럭셔리 리버 크루즈 탑승 시 $100 크레딧 제공
Visa® 카드로 유럽이나 아시아의 2018 AmaWaterways 럭셔리 리버 크루즈에 유효한 프로모션/할인 쿠폰을
함께 사용하로여 결제하면 비자 카드 소지자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0 달러의 선상 크렛딧이 주어집니다.
www.amawaterways.com (특별 행사란)에서 쿠폰과 할인 혜택을 확인해 보시고 비자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함께 사용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절감 하실 수 있습니다.
AmaWaterways 리버 크루즈는 종착지 그 이상입니다. 그곳을 가는 동안의 여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유럽 또는
아시아 크루즈에 여러분을 초대하여 화려함과 편안함 속에서 세상을 구경해 볼 것을권하고 싶습니다.
AmaWaterways로 크루즈 여행하는 것은 목적지를 탐험하는훌륭한 방법입니다. 다양한 식사 옵션, 해안 여행 및
선상 편의 시설을 갖추어 고객은 비교 할 수 없는 럭셔리한 크루즈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를
만듭니다.
이 비자 특별 혜택을 받으시려면 전화 예약 800-626-0126 (미국 및 캐나다) 또는 818 -428-6198로
연락하셔서 오퍼셜 코드 VISA100OBC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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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이용 약관 : $100 온보드 크레딧은 1 인당이며, 2018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 사이에 계약된 새로운 FIT 예약에만 적용됩니
다. 2018년 유럽 및 아시아의 리버 크루즈에 적용되며 다른 프로모션/할인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단, 2인 1인 적용 및 1인 경
우는 제외). 이 쿠폰은 그룹 예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쿠폰을 사용하려면 쿠폰 코드 VISA100OBC를 언급해야합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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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Celebrity Cruises | 일부 출발 편의 경우, 전용실 최대 $500 할인
잊지 못할 Celebrity Cruise를 타고 최대 $300 상당의 선상 크레딧을 받고 항해를 즐기세요!
크루즈 조건이 부합할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출발편 경우 전용실 최대 $500 요금 할인
• 팁 선불 완료* (커플 당 최대 $ 378 절약 효과 )
• 와인 1 병
• 무료 스파 크레딧
• 무료 음료 패키지
• 무료 인터넷 패키지
보너스:
프리미엄 스위트룸을 예약하고 전문 레스토랑에서 2인의 무료 저녁 식사를 즐기세요. 프리미엄
스위트 룸에서 3 번째 또는 4 번째 손님으로 예약 한 어린이는 무료 음료수 패키지를 받습니다.
예약을하고 본 혜택을 받으려면 http://www.cruiseleaders.com/visa-celebrityglobal을 방문하세요.
코드 CLVOG18을 입력하거나 1-800-871-1777 또는 305-443-3090로 전화하여 코드 CLVOG18을 말씀하
세요. 혜택 제공은 전적으로 Holidays in Motion, Inc.의 책임입니다.
* 일부 크루즈 및 날짜는 할인이 적용되고 팁 지불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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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법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곳에서는 혜택 적용이 무효화됩니다. 유효한 Visa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 적
용이 유효합니다. 모든 세금 납부는 구매자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 할인 및 팁 제외, 무료 와인 보틀 서비스, 스파 크레딧, 음료
패키지 및 인터넷 패키지는 7박 이상의 크루즈 중 특정 선적, 카테고리 및 날짜에만 제공됩니다. 7박 이상의 항해로 프리미엄
스위트 룸에 예약 된 5-12 세 어린이에 한해 무료 소다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최대 $500의 전용실 가격 할인 혜택은 특정 선박,
출발지 및 카테고리에 따라 적용 됩니다. 전용실 위치 선택은 제한이 있습니다. 혜택은 Holidays in Motion을 통해서 체결된
신규 예약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추가 보험 선택가입이 가능하며 권장됩니다. 요금은 날짜에 따라 다르며, 이용 가능한 공간
에 따라 다릅니다. 휴일 항해 및 이용 제한 날짜를 포함한 특정 항해 일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혜택은 7 박 이상의 항해
에 제공하십시오. 일부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쿠폰에는 현금 가치가 없습니다. 쿠폰은 수량이 제한되며 다른 쿠폰
이나 할인과 결합되어 사용 될 수 없으며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지 철회 될 수 있습니다. 혜택의 내용은 판매자의 이용 약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Holidays In Motion은 판촉 가능성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Celebrity Cruise는 본 제공 혜택에 대
한 단독 책임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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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Enterprise | 렌트비 5% 할인 및 렌터카 차량 무료 업그레이드
Visa® 카드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Enterprise Rent-A-Car®를 결제할 때 마다 5% 할인 및 차량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아 보세요.
본 혜택을 받으려면 www.Enterprise.com/VisaEN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1-800-736-8222 로 전화
하여 ID # vsupg1x를 요청하세요. 혜택의 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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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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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전 세계

전자 상거래

ExecuCar | ExecuCar 차량 서비스 10% 할인
Visa® 카드로 ExecuCar를 타고 10 %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공항으로 오고 가는 길, ExecuCar가 당신을 안내해드립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www.execucar.com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할인코드 VISAG를 입력하여
총 운임의 10 %를 할인 받으세요. 또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승차권을 예약 할 때
항공사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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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이용 약관 : 다른 할인 혜택과는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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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전 세계

전자 상거래

Golfballs.com | 온라인 주문 $50 이상 시 $10 할인
Visa® 카드로 Golfballs.com에서 $50 이상 주문하고 $10 할인 혜택을 받아 보세요.
Golfballs.com은 골프 사용자를 위한 맞춤 제작 상품의 온라인 리더입니다. 자신만의 메시지, 사진
또는 모노그램으로 좋아하는 골프공 및 액세서리를 맞춤 제작해보세요. Golfballs.com은 유명 브랜
드 골프공, 클럽, 가방, 신발 및 의류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www.golfballs.com을 방문하여 프로모션 코드 VISACARD를 입력하고 Visa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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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31일

이용 약관: 제조업체의 제한으로 인해 일부 항목은 판촉이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프로모션이나 할인을 받
을 자격이 없는 제품은 제작 로고가 삽입된 경우, 오버런 골프공, 그리고 Ben Hogan, Callaway Golf, TaylorMade, Titleist, FootJoy,
Cobra, PING, Pinnacle, Scotty Cameron, Sun Mountain 및 Nike 제품이 포함됩니다. 또한 모든 오디세이 퍼터도 포함됩니다. 가격 및
프로모션은 이전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로모션과 할인은 결합 할 수 없습니다.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연장 할 수 없으며 유효 기간 안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가격오타는 정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쿠폰은 다른 쿠폰이나 할인과 결
합 될 수 없습니다. 국제 주문은 Fedex, UPS 또는 USPS로 발송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 golfballs.com/Static/helpDesk.html.
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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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전자 상거래

Hertz | 전세계 어디서나 기본 렌트비 25% 할인 및 추가 혜택 제공
Visa® 카드로 결제 시 전세계 어디서나 Hertz 기본 렌트비 25% 할인 및 보너스 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
비자 고객은 www.hertz.com/visa를 방문 할 때 마다 차량 렌트비를 절약하고 보너스 쿠폰을 즐기고
무료로 최고의 여행 특전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www.hertz.com/visa를 방문하거나 1-800-654-3131로 전화하세요.
예약 시 VISA 할인 코드 CDP # 1244810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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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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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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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전 세계

전자 상거래

National Car Rental | 렌트비 최대 25% 할인 및 1일 무료 대여
Visa® 카드로 National Car Rental에서 렌트비를 결제하면 미국, 캐나다, 중남미 및 카리브해의
전지역에서 최대 25 %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할인을 받으려면 www.nationalcar.com/visana에서 예약하거나 1-877-222-9058로전화하여
ID #5030723 및 쿠폰코드 NF7424AAF를 요청하세요. 할인 혜택의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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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b 26, 2018 - Feb 25, 2019

이용 약관 : 할인은 기본 요금에만 적용됩니다. 참여 지역에서 최대 25 % 할인이 적용됩니다. 임대 날짜, 위치 및 차량 유형별
할인은 다양합니다. 정부가 승인하거나 부과하는 추가 요금, 면허 및 할인 혜택, 공항 및 공항 시설 사용료, 연료, 추가 운전 비
용, 편도 렌트 요금 및 옵션 품목 (LDW 최대 30 달러 /1 일)은 별도입니다. 미국에서의 렌터카 보상 범위에 대해 보험 또는 신용
카드사를 확인하십시오. 임대인은 표준 연령, 운전자 및 학점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24 시간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다른 할인과 결합 할 수 없습니다. 재고는 제한적입니다.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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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전 세계

전자 상거래

Oceania Cruises | 일부 출발 편의 경우, 전용실 최대 $500 할인
오세아니아 크루즈를 예약하고 1명의 요금으로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할인 혜택과 최대 $500의
선상 이용 크레딧을 받아 보세요! 조건이 부합할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팁 선불 완료
• 무료 인터넷 패키지
• 무료 해안가 체험하기
• 무료 음료 패키지
보너스:
오세아니아 스위트룸 이상을 예약하면 최대 $200의 스파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하고
이이 혜택을 받으려면 www.cruiseleaders.com/visaoceaniaglobal을 방문하여 코드 OLVG18을 입력하거
나 1-800-871-1777 또는 305-443-3090으로 전화하고 OLVG18 코드를 말씀하세요. 혜택 제공은 전적으
로 Holidays in Motion, Inc.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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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 법률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곳에서는 무효화됩니다. 유효한 Visa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쿠폰이 유효합
니다. 모든 세금은 구매자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최대 $ 500의 온보드 크레딧 제공 가치는 선박, 항해일 및 카테고리에 따라 다
릅니다. "2 대 1 요금"은 홍보책자에 명시된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홍보책자에 명시된 모든 종류의 요금은 모든 객실 카테고
리에서 모두 실제 판매가 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지난 90일 동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 요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옵
션 시설 및 서비스 요금은 www.OceaniaCruises.com에서 볼 수있는 게스트 티켓 계약의 이용 약관에 정의 된 내용 그대로 정의
됩니다. 브로셔 요금은 크루즈 여행만 적용됩니다. "Free Airfare"프로모션은 지상 교통편을 포함하지 않으며 특정 지역에서만
왕복 이코노미 항공권을 적용합니다. "무료 항공권"프로모션을 포함한 행사에는 항공사 수수료, 유류할증료 및 정부 세금이
포함됩니다. 수하물, 우선 탑승 및 특별 좌석을 포함하여 항공사가 부과하는 일부 개인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료 배송
서비스, 인터넷 패키지, 해안 견학 및 음료 패키지는 일부 배송지 및 출발편에서만 제공됩니다. 스파 크레딧은 한 객실 당 최대
$200이 상한선이며 2인 기준입니다. 오세아니아 크루즈/ 홀리데이 인 모션은 오류나 누락을 수정하고 언제든지 모든 프로모
션, 운임, 수수료 및 할증료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 이용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객실 위치 선정 제한 규정은
Holidays In Motion Inc에서 만든 새로운 개별 예약에만 적용됩니다. 여행 보험 (선택 사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권장됩니다. 요금
은 날짜에 따라 다르며 객실 재고에 따라 다릅니다. 휴일 항해 및 이용 제한 날짜를 포함한 특정 항해 일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7 박 이상 항해에 좋은 혜택을 제공하십시오. 일부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쿠폰에는 현금 가치가 없습니다. 쿠폰 수량
은 통제되며 다른 쿠폰, 할인 또는 프로모션과 결합 될 수 없으며 사전 통지없이 언제든지 철회 될 수 있습니다. 쿠폰은 개인 판
매자의 이용 약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Holidays In Motion은 판촉 가능성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크루
즈는 본 행사에 단독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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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가맹점 혜택: 전 세계

전자 상거래

Princess Cruises | 특정 항해의 경우 최대 $650 의 선상 할인 혜택
최대 $900 상당의 혜택으로 다음 Princess Cruises 항해를 떠나세요!
조건이 부합할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객실 당 최대 $ 200의 선상 크레딧
• 보증금 축소
• 크루즈에서 이용 가능한 $650 상당의 할인 쿠폰 책자(객실 당 2매/ 1인당 $325)
Bonus
자격을 충족하는 출발지에서 프리미엄 스위트룸을 예약하면 팁은 지불하지 않아도 됨
이이 혜택을 받으려면 www .cruiseleaders.com/visa-princessglobal을 방문하여 코드 PCVG18을 입
력하거나 전화로 1-800-871-1777 또는 305-443-3090으로 신청하고 코드 PCVG18을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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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 법률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곳에서는 무효화됩니다. 쿠폰은 유효한 비자 카드로 지불 할 때만 유효합니다.
모든 세금은 구매자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최대 $200의 선내 사용 크레딧이 한 객실 당 출발지에 따라 제공되며 이는 선박 종류,
날짜 및 객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프리미엄 스위트룸으로 예약 한 첫 2명의 손님에게는 팁 선불 완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선
상 쿠폰 책자는 일부 선박, 일부 날짜 및 재고상황에 따라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축소된 보증금 반환은 항해 기간 내에 적용되
지 않습니다. 플래시 요금과 같은 제한된 프로모션은 제외됩니다. 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 경비대, 방위군 또는 예비군
및 캐나다 국방부의 신분증을 지닌 군인, 퇴역 군인, 사고 후 전역 군인 등 군인 신분자는 모두 군인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탑재 된 크레딧 금액은 크루즈의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신원 확인 대상이 됩니다. 객실 위치 선택 제한 규정은 Holidays in
Motion을 통해서만 체결된 신규 계약에 적용됩니다. 보험 선택이 가능하며 권장됩니다. 요금은 날짜에 따라 다르며, 사용 가능
공간에 따라 다릅니다. 휴일 항해 및 이용 제한 날짜를 포함한 특정 항해 일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7박 이상의 항해에 좋은 혜
택을 제공하십시오. 혜택은 다른 쿠폰, 할인 또는 프로모션과 결합 될 수 없으며 사전 통지없이 언제든지 철회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쿠폰에는 현금 가치가 없습니다. 쿠폰 수량은 통제되며 다른 쿠폰이나 할인과 결합 될
수 없으며 사전 통보없이 언제든지 철회 될 수 있습니다. 쿠폰은 개인 판매자의 이용 약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Holidays In Motion은 판촉 가능성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Princess Cruises는 이 제안에 대한 단독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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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Royal Caribbean International | 적격 항해의 경우 최대 $700 절약
잊지 못할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에서 최대 $250의 선상 크렛딧으로 항해를 시작하세요!
조건이 부합할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출발편 경우 전용실 당 최대 $ 400 요금 절약
• 팁 선불 완료(부부 당 최대 $ 378.00 절약 효과)
• 와인 1 병 서비스
• 무료 스파 크레딧
보너스:
프리미엄 스위트를 예약하고 전문 레스토랑에서 2 인 무료 저녁 식사권을 받으세요.
프리미엄 스위트룸에서 3 번째 또는 4 번째 손님으로 예약 한 어린이는 무료 음료수 패키지를 받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www.cruiseleaders.com/visa-royalcaribbeanglobal을 방문하여 코드 RCVG18 코드를
입력하거나 전화로 1-800-871-1777 또는 305-443-3090로 신청하고 코드 RCVG18 코드를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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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법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곳에서는 혜택 적용이 무효화됩니다. 유효한 Visa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 적용이
유효합니다. 모든 세금 납부는 구매자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할인 및 팁 제외, 무료 와인 보틀 서비스, 스파 크레딧, 음료 패키지 및
인터넷 패키지는 7박 이상의 크루즈 중 특정 선적, 카테고리 및 날짜에만 제공됩니다. 7박 이상의 항해로 프리미엄 스위트 룸에 예
약 된 5-12 세 어린이에 한해 무료 소다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최대 $400의 가격 할인 혜택은 특정 선박, 출발지 및 카테고리에 따라
적용 됩니다. 객실 위치 선택 제한은 Holidays in Motion을 통해서 체결된 신규 계약자에게만 해당 됩니다. 요금은 날짜에 따라 다르
며, 이용 가능한 공간에 따라 다릅니다. 휴일 항해 및 이용 제한 날짜를 포함한 특정 항해 일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혜택은 7 박
이상의 항해에 제공하십시오. 일부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쿠폰에는 현금 가치가 없습니다. 쿠폰은 수량이 제한되며 다른
쿠폰이나 할인과 결합되어 사용 될 수 없으며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지 철회 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은 현재 미국 및 캐나다의 시
민권자 그리고 이중국적자에 적용 가능합니다. 혜택의 내용은 판매자의 이용 약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Holidays In Motion은
판촉 가능성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Caribbean International는 본 제공 혜택에 대한 단독 책임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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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SuperShuttle | Save 10% on SuperShuttle rides
Visa® 카드로 SuperShuttle을 타고 10 % 할인 된 가격으로 구입하십시오.
공항을 오가는 다음 차로 가려면 SuperShuttle에 탑승하십시오.
할인을 받으려면 www.supershuttle.com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할인 코드 VISAG를 입력하여 총
운임의 10 %를 할인 받으십시오. 또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통해 승차권을 예약 할 때 항공사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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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이용 약관 : 다른 할인 혜택과 함께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상기 혜택과 혜택 관련 조건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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