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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 패키지에 명기된모든 혜택의 세부사항은해당 서비스 제휴사가 제공한정보를 토대로 합니다. Visa는그 정보의 정확성을보증
하지 않습니다. 해당 혜택이유효하고 타당한지를확인하기위해서는 해당 서비스 제공사에게직접 문의해야합니다.

의심할 여지를없애고자, Visa에서는 Visa 카드 소지자를 위해 이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이 혜택을 위한 모든 재화 및/또는 용역의 유일한
제공자는해당 서비스 제휴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혜택에 따라 어떠한 재화 및/또는 용역을구입하게 되면 서비스 제휴사와재화 및/또는
용역을 구입한사람 사이에계약이 성립되고, Visa는이와 관련하여 현재에도, 미래에도 당사자가아니라는 사실을 Visa 카드 소지자는이
해하고 인정하며동의합니다.

이 혜택에 대한 어떠한 재화와 용역이든이를 활용하거나활용하고자시도함으로써 Visa 카드 소지자는 다음의 사실을이해하고 인정하며
동의합니다.

• 카드 소지자가어떠한 재화 및/또는 용역이든 이를 구입하거나구입을 시도하면서발생하는모든 클레임, 불만 제기, 갈등(“클레임")은
Visa 카드 소지자가 해당 업체와 더불어직접 해결해야 하며, Visa 카드 소지자는 Visa에맞서 어떠한 권리도 요구해서는안 됩니다.

• 앞서 말한 내용을 침해하지않고 법이 허용하는최대한으로, 해당 혜택 또는 이 혜택에따라 제공하는재화 및/또는 용역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시도하는데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상해, 사망, 허위표시, 피해 또는 누락과 관련하여 어떠한 손실, 피해, 비용, 또는 권
리청구에대해서도 Visa에게는(직접적이든간접적이든) 법적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http://www.ji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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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털 사이트 또는 카페패스 APP에서안내하는 ‘진행 중인 이벤트’에서 Visa Young Premium 카드 번호 앞 6자리 인증 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결제 시 모든 이용권에
대해 15%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 됩니다. 

카페패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www.cafepass.co.kr 또는 종합 포털에서 ‘카페패스’를 검색 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비스는 영 프리미엄 카드를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며, 카페패스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적용 됩니다.

• 상기 서비스는 영 프리미엄 카드 확인을 위해 Visa 카드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기 서비스는 다른 특전 및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비스는 카페패스와 가맹점의 제휴 계약 기간에 따라, 가맹점의 운영시간 및 혜택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비스는 카페패스의 이용약관을 따르며, 카페패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발급사 또는 Visa 카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주 인기 카페를 무한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페패스 할인 혜택 제공

http://www.cafepass.co.kr/


• 상기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영 프리미엄 카드를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서비스가 적용되며, 해당 카드로 결제 시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 상기 서비스는 다른 특전 및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