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SA

Platinum 02 Service

VISA Platinum 공통서비스

선택서비스를 제외한 아래의 VISA Platinum 서비스는 VISA Platinum 등급 카드

소지자에게 공통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상세 이용조건 및 방법을 VISA 홈페이지

(http://www.visakorea.com)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ravel : 여행서비스

[비자 Hotels.com 할인 서비스]

· 전세계 수십만개 호텔과 2천 9백만개 실제 숙박리뷰를 보유하고 있는

Hotels.com 비자 프로모션 사이트에서 비자카드로 결제 시 최대 8% 할인 제공

(프로모션코드: VISA8)

[Agoda 할인 서비스]

· 전세계 200만개 이상 다양한 숙소를 보유한 Agoda에서 최대 6% 할인

[해외 렌터카 서비스]

· Hertz와 AVIS에서 렌탈 시 다양한 혜택 제공

* Hertz 렌터카 : 기본 10% 할인과 추가 혜택 제공

(지역별 프로모션 코드 VISA 홈페이지 참조)

· AVIS 에서 렌탈 시 최대 20% 할인

[비자 Rentalcars.com 서비스]

· 온라인 렌터카 예약 사이트 Rentalcars.com의 비자 프로모션 사이트에서

결제 시 추가 5% 할인 서비스 제공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항 픽업 서비스]

· TBR Global 프로모션 사이트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항 및 도시에서

공항 또는 숙소까지 픽업 서비스 예약 및 할인 제공

[굿럭(goodlugg) 해외여행 캐리어 배송/보관 할인 서비스]

· 굿럭 앱을 통한 예약 및 결제 시 당일 짐 배송 및 글로벌 실시간 안심 짐 보관

서비스 12% 할인

[국내 특급호텔 F&B 할인 서비스]

·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게 56개 국내 특급 호텔 F&B 매장에서

5%~15% 특별 할인 혜택 제공

[국내 특급호텔 객실 및 패키지 할인 서비스]

·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에게 60개 국내 특급 호텔의 객실 및 패키지

특별 할인 혜택 제공

Hotel : 호텔서비스

Airport : 공항서비스

[공항 의전 서비스(yQ Meet & Assist)]

· 전 세계 약 450여 개 공항에서 제공되는 빠른 입국/출국 서비스를

비자 프리미엄 카드로 결제 시 정상가 대비 15% 할인 서비스 제공

[면세점 할인 서비스]

· 신세계면세점 VIP 골드 멤버십 혜택 제공

(최대 15%할인, 오프라인 전 매장에서 제공)

· 현대백화점 면세점 골드멤버십 혜택 제공(5~15% 할인)

[해외 The Bicester Village Shopping Collection 서비스]

· 유럽 7개국 9개 Village에서 VIP 카드 발급을 통한 10% 추가 할인

· Shopping Express 서비스 15% 할인

· 프로모션 코드 VISA 홈페이지 참조

[해외 온라인 쇼핑 혜택]

· 블루밍데일즈, 루이자비아로마 등 해외 10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시 8~30%  

할인 (일부 품목 제외)

[캐치패션 추가 캐시백]

· 비자가 매월 선정하는 캐치패션 파트너사에서 구매 시 최대 3% 캐쉬백

Shopping : 쇼핑서비스

[망고플레이트 할인 서비스]

· EatDeal 메뉴 기존 할인율 2배, 최대 50% 할인 제공

LifeStyle : 생활서비스

[비자 프리미엄 컨시어지]

·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을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 플래티늄 컨시어지 82-2-6240-3678

*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Concierge : 컨시어지서비스



유의사항
- 상기 서비스는 해당 호텔의 객실 및 식음료업장(연회장 제외) 이용을 위해

내방한 회원 본인에 한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기 서비스 이용 시 호텔 정책에 따라 해당 호텔을 이용한 영수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영수증 미지참시에는 별도의 발렛파킹 비용과 주차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연회 참석 및 국가 주요행사 시에는 상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이용고객의 집중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횟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발렛파킹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상기 서비스 이용 시 발렛파킹 비용 및 1일 3시간 이내의 주차비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용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대구 그랜드 호텔은 호텔 정책에 따라 당일 호텔 이용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 발렛파킹 및 3시간 무료 주차 서비스가 제공되며, 영수증
미지참 시에는 발렛파킹 비용과 주차요금 모두를 현장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 일부 호텔은 반드시 당일 영수증(밀레니엄 힐튼 서울: 2만원 이상) 
지참 시에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렇지 않은 고객의 경우 발렛파킹 비용과
주차요금을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특급호텔 발렛파킹 서비스

서비스혜택 국내 주요 특급호텔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 제공

이용조건 - 호텔 통합 월 3회 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 주차 시 호텔 현관에서 도어맨에게 발렛파킹 요청 후 주차권 수령

- 차량 인수 시 도어맨에게 주차권과 비자 프리미엄 카드 제시

- 호텔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 이용가능 여부 확인 후 서비스 제공

VISA Platinum 선택서비스 – VISA 
Platinum 02 유형

VISA Platinum 선택서비스 중 특급호텔 발렛파킹 서비스를 하나카드에서

제공합니다.

공항 라운지 서비스, 인천/김포/김해공항 발렛파킹 서비스, 

인천공항 무료교통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상세 이용조건 및 방법은 VISA 홈페이지(http://www.visakorea.com)

또는 하나카드 홈페이지(http://www.hanacard.co.kr)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대상 호텔

서울

밀레니엄 힐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서울 드래곤 시티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메이필드 호텔
비스타 워커힐 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 시티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호텔 리베라 서울

지방
그랜드 하얏트 인천
파크 하얏트 부산
호텔 인터불고 대구

대구 그랜드 호텔
호텔 농심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상품유형 대상카드

VISA Platinum 02

넘버엔 OilO (오일로) 카드

모두투어 Tour Mileage 카드

대한항공 카드

아시아나 카드

플래티늄 BizPartner

CLUB SK point(클럽SK포인트) 카드

NEW 대한항공 카드

PLATINUM THE ONE 카드

PROPER 카드

VISA 플래티늄 300

VISA 플래티늄1200

VISA Platinum  02 Service

아래의 대상 카드 발급 시 국제 브랜드사 서비스로 VISA Platinum 

선택서비스(02 유형)와 VISA Platinum 공통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VISA 프리미엄 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은 VISA 홈페이지
(http://visakorea.com)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VISA 프리미엄 서비스 안내서는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 상품안내장,
이용약관과 함께 교부되오니, 카드 이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VISA 프리미엄 서비스는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제공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 카드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약정이율+최대 3%)은 회원별·이용상품별로 차등
적용되며,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이율은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신규대출기준)

여신금융협회심의필 제 2021-C1a-03407호(2021.04.26) / 준법심의 L-21-0047(202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