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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olf GOLF 

국내 참여 골프 클럽 최대 연 4회 주중 그린피 면제

아시아 참여 골프 클럽 그린피 면제 (단, 일본 연 5회, 필리핀 연 1회) 

해외 참여 퍼블릭 골프클럽 최대 연 3회 그린피 면제

* 아시아 참여국 :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호주

* 골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상가의 그린피를 결제하는 최소 1명 이상의 동반자가 함께

라운딩 하셔야 합니다. 정상가의 그린피는 선 결제로 진행되어야 하며, 1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해외 골프클럽 이용 시 대한골프협회에서 발급받은 핸디캡 카드의 정보를 예약 시 함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골프장 입장 시 핸디캡 카드 및 골프 보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예약 시 알려주신 핸디캡 정보와 상이할 경우 라운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내 골프클럽의 경우 성수기 (3월~11월) 시즌에는 최소 예약 인원을 4명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취소 규정 및 기타] 

* 예약 취소 또는 변경은 반드시 씨티 프레스티지 전용라인(1566-6620)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 예약이 확정 후 취소, 변경 또는 무단 결장 시, 연간 이용 횟수에서 차감되며, 각 골프클럽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 부과 및 다음번 예약에 예약 정지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약금은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로 청구되며, 위약금 납입 후 서비스 재예약이 가능합니다.

* 양도 및 부정 사용 시, 예약 정지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천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규정은 각 골프장의 규정에 따릅니다.

* 본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기간 종료 또는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  씨티 프레스티지 전용라인 1566-6620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예약 규정] 

* 본 서비스의 연간 횟수 제공 기준은 고객당 매년 1월 1일 ~12월 31일입니다.      

연간 제공되는 횟수 중 미사용분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는 씨티 프레스티지 전용라인(1566-6620)을 통해 예약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며, 

참여 골프장에 직접 예약한 라운딩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국내 골프클럽의 경우 공휴일과 주말(토/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제공되며, 

해외 골프클럽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주말 모두 제공됩니다.(공휴일은 법정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대체 휴일 등이 포함되며 세부 사항은 골프장 규정에 따릅니다.)

* 희망하시는 라운딩 일자로부터 예약은 최소 5일 이전에 완료해야 하며, 최대 14일 이상 

  이전 예약은 불가합니다.

* 희망하시는 날짜와 지역의 예약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성수기에는 예약 증가로 인해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약 시 동반자명을 함께 알려주셔야 하며, 동반자 중 그린피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회원이 추가로 있는 경우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약 명단에 없는 회원 및 동반자는 골프클럽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예약하신 라운딩이 완료되기 전에는 추가 라운딩 예약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 예약 당 3명 이상으로 구성된 1팀에 대한 라운딩만 예약 가능하며, 동시에 여러 팀을 

예약하실 수 없습니다.

[대상 및 비용] 

* 본 서비스는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카드 회원 본인에게만 제공되며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 합니다.

* 본 서비스는 가족카드 회원 및 국내전용 카드회원에게는 제공 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의 연간 횟수는 고객당 제공되며, 탈회 후 재가입 또는 동일 상품 복수 가입하여도 고객당 제공되는 

연간 이용한도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는 다른 프로모션, 쿠폰, 할인, 이벤트,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회원 본인 및 동반자는 정상가의 카트피, 캐디피, 보험료, 락커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반드시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국내외 골프 클럽 그린피 무료 서비스 

씨티 프레스티지 전용 비자 인피니트 서비스 씨티 프레스티지 전용 비자 인피니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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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Priority Pass 멤버쉽 카드 (공항라운지 입장 카드) 

전세계 주요 공항 라운지를 본인 연 25회 무료, 동반인 2인까지 연 2회 추가  

무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Priority Pass 멤버쉽 카드는 씨티 프레스티지 전용라인 (1566-6620)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실적 산정기준 : 전월1일~말일까지 국내외 일시불 및 유/무이자 할부, 

                                   지방세 납부액(승인 기준)

∙전월실적 산정 제외대상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해외사용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제수수료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카드 회원 본인에게만 제공됩니다.

* 본 서비스는 가족카드 회원에게는 제공 되지 않습니다.

* Priority Pass 멤버쉽 카드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카드 회원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 만료일까지만 유효합니다.

* 라운지 입장은 유효한 Priority Pass 멤버쉽 카드를 제시할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는 Priority Pass 멤버쉽 카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 가능한 공항 라운지의 전체 리스트는 www.prioritypas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신용판매 결제실적이 6백만원 이상일 경우 회원 본인에 한해 자동 갱신되며,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시 가족회원 1인에게도 Priority Pass 멤버쉽 카드가 제공됩니다. 

(단, 가족회원은 씨티 프레스티지 가족카드 소지자에 한합니다.)

예약 및 문의 | 씨티 프레스티지 전용라인 1566-6620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카드 발급 후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시 Priority Pass  멤버쉽 카드 신청 가능함.

2.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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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카드 회원 본인에게만 제공됩니다.
* 본 서비스는 가족카드 회원에게는 제공 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의 연간 횟수 제공 기준은 고객당 매년 1월 1일 ~12월 31일입니다.      
   연간 제공되는 횟수 중 미사용분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의 연간 횟수는 고객당 제공되며, 탈회 후 재가입 또는 동일 상품 복수 가입하여도 고객당 제공되는 

연간 이용한도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 예약은 씨티 프레스티지 전용라인(1566-6620)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늦어도 여행 출발 72시간 전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 이용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에 취소를 통지하거나 약속된 시간, 장소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100% 비용이 청구되며, 서비스 이용횟수도 차감됩니다. 선결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이용 시까지 48시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예약 변경 시 별도의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시간 대비 48시간 이내에 예약 변경 시에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항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항 리무진 이용은 카드 회원 포함 최대 4명의 승객 및 대형 트렁크 2개로 제한됩니다.
* 리무진 서비스는 도착 공항에서 동일 도시 내 가장 가까운 도심으로의 이동을 기준으로 하거나,

동일 도시 내 가장 가까운 도심으로의 이동 거리와 동일하거나 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리무진 서비스 무료 이용 가능 지역 및 지역에 따른 추가 비용 부과 여부는 씨티 프레스티지 전용라인

(1566-66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곳에 추가 정차하거나 목적지가 시외일 경우 할증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의전 서비스는 본인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동반자는 각 공항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 추가 비용 발생 시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로 선결제 하셔야 하며, 해외 결제 금액으로 해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리무진 차량의 종류나 등급은 지정이 불가하며, 서비스 제공 당시 이용 가능한 차량이 제공됩니다.
* 본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기간 종료 또는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월 실적 기준 : 전월 1일~말일까지 국내외 일시불 및 유/무이자 할부, 지방세 납부액(승인 기준)

∙전월 실적 제외 항목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해외사용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제수수료

예약 및 문의 |  씨티 프레스티지 전용라인 1566-6620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국가 공항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만

쑹산

카오슝

타이페이

마카오 마카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싱가포르 싱가포르

인도

델리

뭄바이

방갈로르

인도네시아
발리

자카르타

일본

나리타

오사카

하네다

국가 공항

중국

광저우 

베이징 

상하이 푸동 

상하이 홍차오 

항저우 

태국
방콕

푸켓

캄보디아 프놈펜

필리핀 마닐라

한국
김포  

인천 

호주

멜버른

브리즈번

시드니

퍼스

홍콩 홍콩

연 2회 공항 의전 서비스 / 연 2회 공항 출발 또는 도착 편도 리무진 서비스 무료 제공. 
무료 서비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참여 공항에서만 제공됩니다.(아래 표 참고)

공항 의전 및 리무진 서비스

Travel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시

5

씨티 프레스티지 전용 비자 인피니트 서비스



Travel
공항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각 월 5회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카드 회원 본인에게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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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서비스는 발렛파킹 비용에만 적용되므로, 주차비용은 별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 김포공항의 발렛파킹 서비스 제공시간은 05:30~20:30이나, 차량 출차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됩니다.

* 인천공항 3층 여객터미널 승용차 전용 도로에서 5분 이상 정차 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주요행사 등 공항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항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 명절 기간 또는 공항 주차장 만차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 7/15~8/31, 명절 : 설날/추석)

*  본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발렛파킹 서비스

구분 이용방법 

출국 시

1.인천공항 3층 여객터미널(출국층) 승용차 도로 진입 후 안내표시판을 따라서 

    지상단기주차장 C구역으로 이동

2.오렌지맨 주차요원에 차량 상태 점검 후 차량 열쇠 인도 및 차량 접수증 수령

입국 시

1.차량보관증에 명기되어 있는 인수장으로 이동하여 차량보관증 및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제시 후, 주차권과 차량 열쇠 인수

2.주차장 출차 시 주차요금 정산

김포공항 발렛파킹 서비스 

구분 이용방법 

국내선 

주차 시

1.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층 2층 고가 위 진입 후 

   대기 중인 주차대행직원(오렌지맨)에게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제시

2.차량 상태 점검 후 차량열쇠 인도 및 차량보관증 수령

출차 시 

1.출발지 항공기 탑승 전 차량보관증에 있는 연락처로 

   차량 출차 요청 *

2.국내선 도착 1층의 주차대행 요금정산소에서 주차요금 정산 후 

   차량 인수

* 안내 : 도착 후 출차 요청 시 30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편의를 위해 출발지 항공기 탑승 전 미리 전화로 차량 출차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주차 시 

1.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출발층 2층 고가 위 진입 후 

   대기 중인 주차대행직원(오렌지맨)에게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제시

2.차량 상태 점검 후 차량열쇠 인도 및 차량보관증 수령

출차 시 

1.도착 후 차량보관증에 있는 연락처로 차량 출차 요청

2.국제선 도착 1층 국가행사 전용주차장 요금정산소에서 

   주차요금 정산 후 차량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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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실적 30만원 이상 시

∙전월 실적 기준 : 전월1일~말일까지 국내외 일시불 및 유/무이자 할부, 지방세 납부액(승인 기준) 

∙전월 실적 제외 항목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해외사용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제수수료

∙서비스 제공 기준 : 본인 카드 및 가족 카드에 각각 제공되며, 실적 기준도 각 카드별로 

                                 산정하여 서비스 제공됩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예약 및 문의 |  씨티 프레스티지 전용라인 1566-6620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비자 인피니트 서비스 비자 인피니트 서비스



Travel

구분 이용가능지역 프로모션 코드

10% 할인 서비스 CDP# 83181

최소 6일 이상 예약 시 
1일 무료 렌털 서비스

미국 및 캐나다

유럽* (중형차 이상 렌털시)

호주/뉴질랜드

아시아**

PC# 960665

PC# 113035

PC# 193690

PC# 982763

최소 3일 이상 예약 시 
1단계 차종 업그레이드

미국 및 캐나다

유럽*

호주/뉴질랜드

아시아**

PC# 152482

PC# 152541

PC# 152596

PC# 113212

Hertz Prestige Collection
최소 6일 이상 예약 시 
1일 무료 렌털 서비스

미국 (일부지역 제외)

유럽* (룩셈부르크 제외)

호주

PC# 151616

PC# 151734

PC# 152246

Hertz #1 골드 멤버쉽 제공 CDP# 83181

* 해당 유럽국가: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 해당 아시아국가: 브루나이, 홍콩,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카드 회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본 서비스는 해당 렌터카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 제공됩니다.  

   Hertz의 경우 반드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예약 가능 지역은 서비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국내 렌탈은 제외됩니다.

* 각 국가별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국가별로 연령에 따라 차량 렌털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만 25세 이하의 경우  

   추가 렌털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최소 3일 이상 예약시 1단계 차종 업그레이드 서비스는 렌털 지역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차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타 제휴 서비스, 다른 판촉 행사,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서비스는 각 렌터카 업체의 이용약관에 준하여 제공됩니다.

* 본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 2016년 1월 1일~ 2016년 12월 31일

이용 방법 

∙Hertz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모션 코드 (CDP# / PC#) 입력 후  

   예약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Hertz 웹사이트: www.happartners.com/visa(본 웹사이트는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AVIS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AVIS 웹사이트: www.avisworld.com/visa(본 웹사이트는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Hertz 렌터카 서비스

기본 10% 할인과 추가 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 (예약 시 CDP#와 PC#를 함께 입력) 

AVIS 렌터카

∙Standard Rate 대비 최대 35% 할인

∙International Leisure Rate 대비 최대 30% 할인

∙AVIS Preferred 멤버쉽 제공

비자 해외 렌터카 서비스

세계 최대 렌터카 업체인 Hertz와 AVIS에서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회원만을 위해 렌털 시  다양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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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 

기사 포함 렌터카 기사 포함 렌탈 서비스 30% 할인 (기본 10시간)

단기 렌터카

내륙

 - 주중 35%할인, 주말 30% 할인 (비수기, 성수기 동일)

제주

 - 비수기 기준 최대 65% 할인 (기간별 할인율 상이)

* 이용 방법 : 비자 프리미엄 렌터카 서비스는 각 서비스 콜센터를 통해 미리 예약하신 후에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로 결제 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선 예약 시 반드시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 카드 제휴 할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기사 포함 렌터카 콜센터 : 02-547-8000 (월~금, 09:00~18:00)

                     - 단기 렌터카 콜센터 : 1588-1230 (연중무휴 24시간)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카드 회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기사 포함 렌터카 이용조건

   - 별도로 발생되는 부대비용 (통행료, 주차료, 운전기사 숙식비 등)은 고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운행거리 및 차량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며, 운행거리 측정은 차량 차고 (서울, 부산)에서 출차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모여서 출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원활한 차량대여를 위하여 대여를 원하는 날보다 최소 24시간 이전에 예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5인승 차량까지 대여가 가능하며, 서비스 대상 고객은 콜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각 지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상이하여 대여가 불가능한 차종이 있을 수 있으며, 단기 렌터카의 경우 12인승 차량까지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판촉 행사,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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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Travel
비자 프리미엄 렌터카 서비스 

롯데렌터카에서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회원을 위한 프리미엄 렌터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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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otel 호텔 무료 숙박 프로그램 

전세계 900개 이상의 참여 프리미엄 호텔에서 최소 4일 숙박하고 무료 1박의 혜택을 누리세요. 

본 서비스 대상 호텔은 씨티 프레스티지 전용라인 1566-6620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텔 체크인 시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과 함께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호텔 결제 시 객실요금은 BAR(Best Available Rate)을 기준으로 합니다.

* 투숙객이 일찍 체크아웃을 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무료 숙박일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 예약 취소 및 변경은 씨티 프레스티지 전용라인과의 전화 통화로만 가능합니다.

* 각 참여 호텔의 정책에 따라 취소 수수료 및 변경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취소 수수료는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로 직접 청구됩니다.

* 숙박요금은 1인 또는 2인 숙박을 기준으로 한 객실당 1박 요금으로 

예약 시점의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객실당 1박 추가 요금이나 주·지방 세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무료 숙박 혜택 이용시 반드시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회원이 투숙객 중 한 명이어야 합니다.

* 무료 숙박 혜택에 대한 예약은 예약 시점에 잔여 객실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며 블랙아웃 

   기간이 적용됩니다.

* 원하는 날짜의 객실 예약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무료 1박에 대한 가치는 전체 숙박기간 동안의 평균 객실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객실요금을 선결제할 경우, 예약 시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로 객실요금이 청구됩니다.

*  무료 1박은 현금이나 현물로 교환되지 않으며 기타 프로모션, 할인, 혜택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예약 및 문의 |  씨티 프레스티지 전용라인 1566-6620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카드 회원 본인에게만 제공됩니다.

* 본 서비스는 가족카드 회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는 고객당 제공됩니다.

* 무료 숙박 혜택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씨티 프레스티지 전용라인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해야 하며, 

미리 예약하지 않은 투숙객은 무료 숙박 혜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예약 취소는 예정된 숙박일로부터 최소 72시간 전에 씨티 프레스티지 전용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본 서비스는 최소 연속 4박을 유료 숙박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본 서비스는 객실요금에만 적용되며 세금, 할증료, 기타 요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호텔 결제 시 객실 요금은 전액 해외 결제 금액으로 해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숙박은 유료 숙박과 동일한 체류기간에 이용해야 합니다.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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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Hotel 

15 16

Starwood Hotels & Resorts 특별 서비스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회원에게 VIP 혜택 제공 

이용방법 |  Hilton HHonors Gold 멤버쉽 승급 서비스는 별도로 마련된 승급 요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승급 요청 웹사이트 : 

   https://www.visa-promotions.com/promotions/HiltonHHonour/privacy_kr.jsp

- Gold 멤버쉽 승급서비스는 Hilton HHonors Blue 멤버쉽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에 한하여 

   제공되므로, 반드시 승급 신청 전에 Hilton HHonors 멤버쉽 가입이 필요합니다.

- 멤버쉽 가입은 Hilton HHonors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승급 신청 후 90일 이전에 힐튼 계열 호텔 및 리조트에서 2회 숙박 또는 4박을 완료한 고객에 

   한하여 Hilton HHonors 멤버쉽팀의 검토를 거친 후에 승급이 완료되며,  이는 숙박 조건 

   충족 후 Hilton HHonors 웹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숙박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힐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하거나 힐튼 계열 호텔 및 

   리조트에 직접 예약하여야 하며, 각종 호텔예약대행사 및 여행사를 통한 예약은 숙박 조건 

   확인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카드 회원 본인에게만 제공되며,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 승급 서비스의 제공은 전적으로 Hilton HHonors의 검토에 의하여 제공되며, Hilton HHonors의 재량에 
   따라 승급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힐튼의 정책에 따라 2016년3월1일부터는 Hilton HHonors Gold Status Membership Kit이 별도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단, Hilton HHonors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해 virtual HHonors Card 확인이 
   가능합니다.
* 승급 완료된 Hilton HHonors Gold 멤버쉽은 1년간 유지되며, 이후에는 멤버쉽 유지와 관련된 조건이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Hilton HHonors Gold 멤버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ilton HHono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이용방법 |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를 통해 예약 후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 인피니트)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 : 00308-44-0079 (연중무휴 24시간)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를 통해 예약 후 국내에서 발급된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 인피니트)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체크인 시 객실 업그레이드가 불가할 경우에는 호텔 내에서 이용 가능한 voucher가 제공

   되며, 금액 및 사용처 등은 호텔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단체 예약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10개 이상의 룸을 예약하는 경우)

* 본 서비스는 Starwood 계열 중 St. Regis, The Luxury Collection, W Hotels 및 Westin

   Hotels and Resorts에서만 제공됩니다. 자세한 참여 호텔 리스트는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

  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의 예약완료 후 변경 시에는 변경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Starwood Hotels & Resorts의 취소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9월 30일

구분 서비스 내용       

비자 Starwood 
Hotels & Resorts 
특별 서비스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를 통해 Starwood 계열 

호텔 및 리조트에서 3박 이상 숙박 시 VIP 혜택 제공

  -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

  - VIP 게스트 우대 서비스**

  - 무료 조식 제공 (2인)

  - Early Check-in 및 Late Check-out 서비스*

  - 무료 인터넷 이용 서비스 제공

* Early Check-in 및 Late Check-out 서비스는 가능 시에만 

  제공됩니다.

** VIP 게스트 우대 서비스는 호텔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Hilton HHoners Gold Elite 멤버쉽 승급 서비스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회원에게 Hilton HHonors Gold Elite 멤버쉽 승급 서비스 제공

비자 인피니트 서비스 비자 인피니트 서비스



Hotel Hotel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를 통해 예약 후 국내에서 발급된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 인피니트)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체크인 시 객실 업그레이드가 불가할 경우에는 호텔에서 제공 가능한 혜택으로 대체될 예정이며, 

  이는 호텔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단체 예약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10개 이상의 룸을 예약하는 경우)

* 본 서비스가 제공되는 호텔리스트는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의 예약완료 후 변경 시에는 변경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The Ritz Carlton의 취소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 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9월 30일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를 통해 예약 후 국내에서 발급된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 인피니트)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체크인 시 객실 업그레이드가 불가할 경우에는 호텔 내에서 이용 가능한 voucher가 제공되며, 

   금액 및 사용처 등은 호텔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단체 예약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10개 이상의 룸을 예약하는 경우)

* 본 서비스가 제공되는 호텔리스트는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의 예약완료 후 변경 시에는 변경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Mandarin Oriental의 취소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기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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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 내용      

비자 The Ritz 
Carlton 
특별 서비스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를 통해 The Ritz Carlton 계열 호텔 및 

리조트에서 3박 이상 숙박 시 VIP 혜택 제공

  -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

  - VIP 게스트 우대 서비스**

  - 무료 조식 제공 (2인)

  - Early Check-in 및 Late Check-out 서비스*

* Early Check-in 및 Late Check-out 서비스는 가능 시에만 

  제공됩니다.

** VIP 게스트 우대 서비스는 호텔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비스 내용      

비자 Mandarin 
Oriental 
특별 서비스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를 통해 Mandarin Oriental 호텔에서 

3박 이상 숙박 시 VIP 혜택 제공

  -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

  - VIP 게스트 우대 서비스**

  - 무료 조식 제공 (2인)

  - Early Check-in 및 Late Check-out 서비스*

  - 무료 인터넷 이용 서비스 제공

* Early Check-in 및 Late Check-out 서비스는 가능 시에만 

  제공됩니다.

** VIP 게스트 우대 서비스는 호텔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를 통해 예약 후 비자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 인피니트)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 : 00308-44-0079 (연중무휴 24시간)

이용방법 |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를 통해 예약 후 비자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 인피니트)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 : 00308-44-0079 (연중무휴 24시간)

The Ritz Carlton 특별 서비스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회원에게 VIP 혜택 제공 

Mandarin Oriental 특별 서비스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회원에게 VIP 혜택 제공   

비자 인피니트 서비스 비자 인피니트 서비스



Hotel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국내에서 발급된 비자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 인피니트) 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호텔리스트, 이용요금, 취소수수료 등 상세한 내용 및 이용약관은 비자 Luxury Hotel

   Collection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 www.visaluxuryhotels.com(본 웹사이트는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구분 서비스 내용      

비자 Luxury 
Hotel Collection

전세계 900여 개 최상급 프리미엄 호텔에서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 인피니트) 카드 회원만을 위한 다양한 제공

  - Best Available Rate 제공

  -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 및 Late Check-out 서비스*

  - 무료 조식 제공

  - VIP 게스트 우대 서비스**

  - US$25 상당의 식음료 이용권 제공

  - 무료 발렛파킹 또는 무료 인터넷 이용 서비스 제공

* 객실 업그레이드 및 Late Check-out 서비스는 가능 시에만 

   제공됩니다.

** VIP 게스트 우대 서비스는 호텔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비자 Luxury Hotel Collection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후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 인피니트) 카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Luxury Hotel Collection

전세계 900여 개 최상급 프리미엄 호텔에서 다양한 혜택 제공

20

비자 인피니트 서비스 비자 인피니트 서비스



서비스 제외 기간

-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 여름 성수기(7/23~8/20), 

                                       국제행사(2016 IDB, BIFF, 코마린 등) 12/24, 12/31

- 힐튼 경주: 신정, 구정 및 추석 연휴기간, 벚꽃 시즌(4/1~4/20), 연말연시(12/24~12/31)

- 해운대 그랜드 호텔: 여름성수기, 국제행사 기간

-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의 경우 코엑스 내 전시 또는 행사 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주차 시 호텔 현관에서 도어맨에게 발렛파킹을 요청하면, 도어맨이 차량을 인도받고 주차티켓을 교부   

▶ 차량 인수 시 도어맨에게 주차티켓과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 인피니트)카드를 제시 

▶ 도어맨이 소지한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카드 회원으로 해당 호텔의 객실 및 식음료업장
  (연회장 제외) 이용을 위해 내방한 회원 본인에 한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알로프트 서울 강남, 대구그랜드호텔 : 호텔 정책에 따라 
   당일 호텔 이용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 발렛파킹 및 3시간 무료 주차 서비스
   (알로프트 서울 강남은 2시간 무료주차)가 제공되며, 영수증 미지참 시에는 발렛파킹 이용 
   요금과 주차요금 모두를 현장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 호텔 정책에 따라 당일 호텔 이용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3시간 무료 주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수증 미지참 시에는 주차요금을 현장에서 지불
   하셔야 합니다.
* 본 서비스 이용 시 호텔 정책에 따라 해당 호텔을 이용한 영수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영수증 미지참시에는 별도의 발렛파킹 비용과 주차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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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서비스 이용 시 발렛파킹 비용 및 1일3시간 이내의 주차비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용시간 
   초과 시 주차금액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본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월 실적 기준 : 전월 1일 ~ 말일까지 국내외 일시불 및 유/무이자 할부, 지방세 납부액
                             (승인기준)
* 전월 실적 제외 항목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해외사용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제 수수료

서비스 이용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서울지역 (27) 기타지역 (12)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 그랜드 하얏트 서울 / 그랜드 힐튼 서울 /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 더팔래스 호텔 /

라마다 서울 호텔 / 벨레상스 서울 호텔 (구. 르네상스 서울 호텔) /

리츠칼튼 서울 /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

메이필드 호텔 / 밀레니엄 서울힐튼 /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서울 /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 / 서울신라호텔 /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 알로프트 서울 강남 /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 임피리얼팰리스 서울 /

코트야드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 콘래드 서울 /

플라자 호텔 / 호텔리베라 서울 /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 W 서울 워커힐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

파크 하얏트 부산 /

힐튼 경주 /

해운대그랜드호텔 /

호텔농심 /

호텔 인터불고 대구 /

대구그랜드호텔 /

풀만 앰배서더 창원 /

엠블호텔 고양 /

엠블호텔 여수 /

그랜드 하얏트 인천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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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실적 30만원 이상 시

호텔 발렛파킹 무료 서비스

국내 특급 호텔에서 발렛파킹 무료 혜택을 각 호텔별 월 5회까지 제공해드립니다.

비자 인피니트 서비스



국내 특급호텔 식음료 할인 서비스

지역 호텔 별 서비스 대상 호텔

지역 대상 호텔

서울

골든서울호텔 /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 그랜드 하얏트 서울 / 그랜드 힐튼 서울 /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 더팔래스 호텔 / 라마다 서울 호텔 / 벨레상스 서울 호텔(구. 르네상스 서울 호텔) / 

리츠칼튼 서울 / 머큐어앰배서더강남소도베 /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 메이필드 호텔 / 

밀레니엄 서울힐튼 /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서울 /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 

알로프트 서울 강남 /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 웨스틴조선 서울 /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 콘래드 서울 / 플라자 호텔 / 호텔리베라 서울 /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 /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 W 서울 워커힐 / 켄싱턴 호텔 여의도

부산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 파크하얏트 부산 / 해운대그랜드호텔

제주
교원스위트호텔 제주 / 서귀포 KAL호텔 / 씨에스호텔 앤 리조트 / 오션스위츠 제주호텔 /

제주 KAL호텔 / 메종 글래드 제주 / 제주오리엔탈호텔 / 라온 호텔&리조트 / 루스톤 빌라앤 호텔

기타
쉐라톤 인천 호텔 / 대구그랜드호텔 / 켄싱턴 스타호텔 / 켄싱턴 플로라 호텔 / 호텔설악파크 /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 /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 힐튼 경주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카드 회원 본인에게만 제공됩니다.

* 서비스 참여 호텔의 F&B 매장에서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결제 전에 씨티 프레스티지(비자 인피니트) 카드로 결제함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는 호텔 룸서비스, 미니바, 연회행사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판촉 행사,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다른 회사와의 프로모션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별도 사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호텔별 혜택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 00308-44-0079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본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본 서비스는 해당 홈페이지 www.visakorea.com/infinite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호텔 할인 혜택

호텔 해당 업장 서비스 내용 

웨스틴 조선 서울
전 업장
단, 특정 기간, 5/5, 12/24, 12/25, 12/31 자체 이벤트 진행일 제외, 음료 및 주류 제외, 프로모션 및 연회 제외

정상가 
상시 10% 할인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전 업장
단, 주류, 음료, 수입품목 및 Retail 상품 제외, 2/14, 5/5, 5/8, 12/24, 12/25, 12/31 제외

그랜드 하얏트 서울
전 업장
단, 현장 결제 시에 한하며, The Deli & The Lobby Lounge 제외, 연회 및 음료 제외, 1/1, 12/24, 12/25, 12/31 제외

W 서울 워커힐
전 업장 
단, 연회 및 특별 이벤트 제외, 1/1, 2/6~2/9, 2/14, 3/14, 9/14~9/17, 12/24, 12/31 제외

리츠칼튼 서울
전 업장
단, 룸서비스, 연회, 타 판촉행사, 타 제휴서비스와 중복 적용 불가
단, 더 가든에 한하여 15인 이상인 경우 5% 할인 적용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전 업장
단, 프로모션 및 연회 제외, 레노베이션 진행기간 제외

플라자 호텔
전 업장  
단, 일부 프로모션 중복 적용 불가

파크하얏트 부산
전 업장
단, 라운지 및 파티세리, 룸서비스 제외, 특정기간, 12/24, 12/25, 12/31, 스페셜이벤트 프로모션 및 연회 제외

메종 글래드 제주 삼다정(뷔페식당)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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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인피니트 서비스 비자 인피니트 서비스



국내 특급호텔 객실 및 패키지 할인 서비스

지역별 서비스 대상 호텔 

지역 대상 호텔

서울

골든서울호텔 /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 그랜드 하얏트 서울 /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 

더팔래스 호텔 / 라마다 서울 호텔 / 켄싱턴 호텔 여의도(구. 렉싱턴 호텔) / 머큐어앰배서더강남소도베 /

리츠칼튼 서울 / 벨레상스 서울 호텔(구. 르네상스 서울 호텔 /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 

메이필드 호텔 / 밀레니엄 서울힐튼 /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서울 / 베스트웨스턴서울가든호텔 /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 콘래드 서울 / 플라자 호텔 /

호텔리베라 서울 /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 W 서울 워커힐

부산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 해운대그랜드호텔 / 호텔농심

제주
교원스위트호텔 제주 / 라온 호텔&리조트 / 서귀포 KAL호텔 / 씨에스호텔 앤 리조트 / 오션스위츠 제주호텔 /
제주 KAL호텔 / 제주오리엔탈호텔 / 하얏트 리젠시 제주 / 루스톤 빌라앤 호텔

기타
수안보파크호텔 / 쉐라톤 인천 호텔 / 호텔 인터불고 대구 / 경주 코오롱호텔 / 호텔현대 경주 / 
켄싱턴 스타호텔 / 켄싱턴 플로라 호텔 / 호텔설악파크 /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 / 힐튼 경주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카드 회원 본인에게만 제공됩니다.

* 각 호텔 대표번호를 통하여 유선예약 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선예약 시 반드시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 인피니트) 카드 

회원임을 미리 고지하셔야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호텔 룸서비스, 미니바, 연회행사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판촉 행사,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다른 회사와의 프로모션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별도 사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호텔별 혜택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 00308-44-0079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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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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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호텔 할인 혜택

호텔 혜택  대표번호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객실 : 소매가 주중(일~목)에 한하여 15% 할인, 소매가 주말(금,토)에 한하여 20% 할인(단, 객실 상황에 따라 예약이 제한될 수 있음) 02-6282-6282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패키지 : 리버뷰 무료 업그레이드 (단, 체크인 시 가능할 경우에 한하며, 7/18, 7/25, 8/1, 8/8, 8/15, 12/24, 12/31 제외) 02-797-1234

W 서울 워커힐
호텔패키지 : 연중 패키지 정상가 상시 5% 할인
단, 타프로모션 중복할인 불가, 시즌별 스페셜 패키지 할인 불가

02-465-2222

리츠칼튼 서울
호텔패키지 : 정상가 상시 1만원 추가 할인
객실 : 정상가 상시 35% 할인

02-3451-8000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패키지 : 구정 및 추석 패키지 이용 시 정상가 상시 1만5천원 추가 할인 
* 단, 체크인 시 반드시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제시 후 서비스 적용 
부대시설 : 야외 수영장 리버파크 정상가 상시 10% 할인 (동반 3인까지)

02-2002-0000

플라자 호텔 호텔패키지 : 정상가 상시 10% 추가 할인 (단, 시즌패키지에 한하여 제공) 02-771-2200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패키지 : 구정 및 추석 패키지 이용 시 정상가 상시 1만원 추가 할인
객실 : 정상가 상시 20% 할인

02-753-7788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서울

객실 : 정상가 주중 10% 현장 할인
단, Best Available Rate 기준, 패키지 상품제외, 사전예약 필수, 1/1~1/2, 1/7, 1/15, 8/21, 12/17~12/31 제외 

02-2250-8000

해운대그랜드 호텔
호텔패키지 : 구정 및 추석 패키지 이용 시 정상가 상시 1만원 추가 할인
객실 : 정상가 주중(일~목)에 한하여 70% 할인, 정상가 주말(금,토)에 한하여 60% 할인, 스위트룸 정상가 50% 할인 
단, 성수기, 국제행사기간, 특별기간(황금연휴, 연말연시) 제외

051-740-0114

* 본 서비스는 해당 홈페이지 www.visakorea.com/infinite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인피니트 서비스 비자 인피니트 서비스



4.Shopping
면세점명 서비스 내용 지점명

롯데면세점

정상가 상시 5~15% 할인 
세일상품은 30% 미만에 한해 5% 추가 할인 
단, 일부 품목 및 브랜드 제외되며, US$10 미만 상품은 할인 제외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소지 시 롯데면세점 VIP 골드카드 즉시 발급
단, 국내점 방문 시에 한함

국내 및 해외 전점

(단, 인터넷 면세점 제외)

동화면세점 

정상가 상시 5~15% 할인
단, 세일 상품 및 일부 품목 및 브랜드는 제외되며, 
쇼핑 전 안내데스크에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제시 후
현장 할인 쿠폰을 지급받아 사용 가능

광화문점
02-399-3000

SM면세점

정상가 상시 5~15% 할인 
단, 세일 상품, 일부 품목 및 브랜드는 제외되며,  
쇼핑 전 안내데스크에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제시 후 현장 할인 
쿠폰을 지급받아 사용 가능

서울점 / 인천공항점
02-1522-0800

신세계면세점 

정상가 상시 5~15% 할인 
단, 세일 상품, 일부 품목 및 브랜드는 제외되며,  
쇼핑 전 안내데스크에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 제시 후 현장
할인 쿠폰을 지급받아 사용 가능

부산점 
051-743-0181

면세점 할인 서비스 | 국내외 주요 면세점에서  5~15% 할인 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카드 회원 본인에게만 

제공됩니다.

* 서비스 참여 면세점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로 결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세일 상품 및 일부 품목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각 브랜드별 사정에 의하여 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제공되며, 온라인 매장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는 면세점 자체 세일 등의 프로모션 할인, 

타 우대 혜택 및 할인 쿠폰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단, 롯데면세점은 2017년 2월 14일까지 제공

예약 및 문의 | 씨티 프레스티지 전용라인 1566-6620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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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서비스 내용 지점명

Alexis N 정상가 기준 상시 10% 할인  청담점 02-517-4454, 롯데백화점(본점, 월드타워점, 부산서면점)

ecru 정상가 기준 상시 10% 할인/쇼핑 어시스트 서비스 제공  압구정점 02-545-7780

ecru men 정상가 기준 상시 10% 할인/쇼핑 어시스트 서비스 제공 압구정점 02-545-7750

HOODS 정상가 기준 상시 10% 할인/쇼핑 어시스트 서비스 제공 압구정점 02-545-7760

John White 정상가 기준 상시 10% 할인 청담점 02-3440-5303, 코엑스점 02-551-5192

KOON 정상가 기준 상시 10% 할인 청담점 02-548-4504, 신사점 02-3443-4507

LOUIS CLUB 정상가 기준 상시 10% 할인 가로수점 02-512-7523

10 corso como
쇼핑 어시스트 서비스 제공 
100만원 이상 구매 시 10 corso como 카페 음료 제공 (동반 1인 포함) 

청담점 070-7098-0010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카드 회원 본인에게만 제공됩니다.

* 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참여 브랜드 매장에서 씨티 프레스티지 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할인 서비스는 일부 품목 및 세일 상품은 제외됩니다. 

* 쇼핑 어시스트 서비스는 사전에 유선으로 예약하셔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판촉 행사, 해당 제휴업체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예약 및 문의 |  씨티 프레스티지 전용라인 1566-6620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54

Shopping
프리미엄 편집샵 서비스

프리미엄 편집샵에서 10%할인 등 우대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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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ods 백화점

영국 Harrods 백화점의 Harrods Rewards Black Tier* 등급 및 웰컴기프트인 £100의 적립금액을 

제공해 드립니다.

Harrods Rewards Black Tier 혜택

∙구매금액 £1당 3 리워드 포인트 적립

∙ Harrods Rewards 고객 대상 단독 세일 진행

∙ 추가 리워드 포인트 적립일 이벤트 진행

∙ £250 이상 구매시 영국 내 무료 배송

∙ 지정된 카페/레스토랑에서의 무료 음료 서비스

∙ 회원이 지정한 일자에 10% 할인 제공 (연간 2회에 한함)

∙ Priority 퍼스널쇼퍼서비스

∙ 2시간 무료 주차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 카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되며, 반드시 별도로 마련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웹 사이트 : https://secure.visacemea.com/harrods/jsp/Main_en.jsp (본 웹사이트는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Harrods Reward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의 신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2-3주 후에 신청시 입력한 이메일 통해 등급 제공여부에 관하여 통지되며, 영국 Harrods 백화점 Customer Center에서 해당 이메일을 제시하면

   Harrods Rewards Black Tier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00 적립금은 영국 현지에서 수령한 Harrods Rewards Black Tier카드에 적립되며, Harrods백화점 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단, 결제 건당 £500이상인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며, 온라인 매장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Harrods Rewards 와 관련된 각종 문의 (카드 수령, 카드 분실/교환, 할인 지정일, 포인트 이용 등)는 Harrods 백화점에 직접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 이메일 : rewards@harrods.com    - 전화번호 : +44 (0)20 7893 8408

* 본 서비스의 제공은 전적으로 Harrods의 검토에 의하여 제공되며,Harrods의 재량에 따라 Rewards Black 등급 제공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Rewards Black 등급의 제공은 1인당 평생 1회에 한하여 제공되며, 제공된 Rewards Black 등급은 1년간 유효하나 이후에는 멤버쉽 유지와 관련된 조건이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는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 카드 회원에 한하여 제공되며,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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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예약 및 문의 |  씨티 프레스티지 전용라인 1566-6620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 Harrods Rewards Black Tier 등급은 연간 이용실적이 최소 £10,000이상인 고객에게 제공되는 VIP 등급입니다.

* Harrods Rewards Black Ti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arrods웹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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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카드 회원 본인에게만 제공됩니다.

* 본 서비스는 일부 브랜드 및 일부 품목에 한하여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아울렛에서 지정하는 특정기간동안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판촉 행사,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품목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예약 및 문의 |  씨티 프레스티지 전용라인 1566-6620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해외 Chic Outlet Shopping

유럽 7개국 9개 Chic Outlet Shopping 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

∙VIP 카드 발급을 통한 추가 10% 할인

∙Shopping Express 서비스 및 Chauffeur Driver 서비스 15% 할인

유럽 소재 9개 Chic Outlet Shopping® 빌리지는 아래과 같습니다.

국가 도시 아웃렛명

독일
Frankfurt FRANKFURT Wertheim Village

Munich MUNICH Ingolstadt Village

벨기에 Brussels BRUSSELS Maasmechelen Village

스페인
Madrid MADRID Las Rozas Village 

Barcelona BARCELONA La Roca Village

아일랜드 Dublin DUBLIN Kildare Village

영국 London LONDON Bicester Village

이태리 Milan MILAN Fidenza Village

프랑스 Paris PARIS La Vallée Village

Shopping 해외겸용카드에 한해 제공됩니다.(VISA INFINITE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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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Lifestyle 국내 특급호텔 프리미엄 스파 할인 서비스 | 국내 13개 호텔에서 스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참여 스파 서비스 내용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10% 할인(단, 패키지 상품 및 프로모션 제외)

더팔래스 호텔 10% 할인(단, 회원권, 웨딩패키지, 프로모션 상품 제외)

리츠칼튼 서울 5% 할인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10% 할인(단, 프로모션 중복적용 불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주중 20% 할인, 주말 10% 할인(단, 바디트리트먼트, 스파패키지만 해당)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아쿠아리스 스파 60분 이상 트리트먼트 2인까지 10% 할인(단, 8/14-8/15, 12/24, 12/25, 12/31제외)

콘래드 서울 90분 이상 관리 이용 시 10% 할인

플라자 호텔 10% 할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10% 할인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10% 할인(단,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에 한함, 왁싱 및 Retail상품 제외)

W 서울 워커힐 AWAY 스파 트리트먼트 10% 할인(단, 12/24, 12/31 제외)

Lifestyle

서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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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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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씨티 프레스티지 비자카드 회원 본인에게만 제공됩니다. 

* 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비자 프리미엄 컨시어지를 통하여 반드시 사전 예약하셔야 하며,

   해당 호텔에 직접 예약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스파 별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비자 프리미엄 컨시어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다른 판촉 행사, 해당 제휴업체 내의 다른 특전, 할인 혜택, 쿠폰 등 기타 다른

  회사와의 프로모션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 기간에도 호텔의 사정(주요행사, 레노베이션 기간 등)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참여 스파 서비스 내용

하얏트 리젠시 제주
10% 할인
(단, 트리트먼트 상품에 한함, 추가 프로그램 할인 불가)

씨에스 호텔 앤 리조트
20% 할인
(단, 성수기 기간 및 바캉스 기간 제외)

제주지역  국내 특급호텔 프리미엄 스파 할인 서비스

국내 13개 호텔에서 스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비자 인피니트 서비스



비자 프리미엄 카드 회원을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비자 프리미엄 컨시어지는 전 세계 여행, 쇼핑, 교육, 업무관련 모임 장소 섭외 등 

일종의 개인 비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긴급 카드 발급, 

긴급 현금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지 않으며, 해외체류 시 발생하는 각종 긴급 서비스에 

관련한 사항은 비자 글로벌 고객 지원센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  | 00308-44-0079 /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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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외 여행 체류국 현지 직통 수신자부담 전화번호

뉴질랜드 0800 103 406

대만 00801 444 192

마카오 0800 709

말레이시아 1800 805 573

미국 1866 670 0975

싱가포르 800 448 1295

인도 000 117 누른 후 866 670 0975

인도네시아 001 803 441 238

일본 00531 44 0025

중국 4008811255

태국 001 800 441 1260

필리핀
PLDT 이용시 1800 1441 0081
Globe 이용시 1800 8908 6595

호주 1 800 555 651

홍콩 800 901 873

해외 체류 시, 체류국 내에서 사용 가능한 비자 프리미엄 컨시어지 전화 번호

해외 체류시에  아래의 현지 직통 수신자부담 전화번호를 통해 비자 컨시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국가의 유선전화를 

통해 이용시에만 적용되며, 해외 로밍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통신사의 해외로밍요금이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유의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 위에 명시된 국가 이외의 국가 체류 시에는 직통으로 연결되는 

   수신자부담 전화번호가 없으므로, 체류하고 계시는 국가의 

   콜렉트콜 업체를 통하여  수신자부담 연결을 신청하신 후에 비자 

   프리미엄 컨시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콜렉트콜 이용 시의 전화번호 | 비자 인피니트 컨시어지  

                                              1 773 451 9481

서비스 이용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비자 인피니트 서비스 비자 인피니트 서비스



Citi, Citibank, Citigold, Citi Prestige, and Citi with Arc Design are service marks of Citigroup Inc. or Citibank Korea Inc.

Citi Presti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