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in Kong Mitsukoshi 
신광 미츠코시 백화점

대만� 최대� 백화점� 체인으로, 전� 대만에서� 가장� 많은� 명품을� 보유하며, 
화장품, 3C 상품, 스낵�및�레스토랑이�모두�있습니다. 대만에서�유행하는 
생활과�음식, 맛을�한�번에�경험할�수�있도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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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금액에�따른�기프트�제공

- 카드 1개�당, 1개�기프트�제공으로�제한합니다
- 기프트�증정을�위해�본인�여권, Visa카드, 
  동일�카드로�계산한�영수증을�제시해�주십시오
- 본�혜택은�대만�전역�신광백화점�지점에서�적용�가능합니다

당일�결제�금액 TWD 2,000 이상, 세금�환급이�가능합니다
- 세금�환급�및�기프트�관련�문의는�각�지점 1층에�위치한 
  서비스�데스크를�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www.skm.com.tw

+886-800-008-801

2019/1/1 부터 2019/12/31까지
Visa카드로 당일 결제 금액 최소 TWD 15,000 이상 시, 

무료 기프트를 제공합니다. (혜택을 받으시려면, 서비스 데스크에 해당 

Visa카드 및 본인의 여권 또는 입국 기록서를 같이 제시해 주십시오

쇼핑

버블  밀크티  좋아하세요?  버블의  본고장  대만을  놓칠  수  없습니다 !

미식으로  대만을  아는  것이  가장  접합한  방식  입니다 !

버블  밀크티  외에도  얇은  피  속에  가득한  속의  샤오롱바오 ,  

맛있는  전통  다과가  있으며  다과  마다  각  축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

그  외에도 ,  당신은  각종  문창 (문화  창조 )  명소를  방문하거나  고궁에  가서  간직하고  있는  유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대만의  하이라이트 ,  상상을  초월  합니다 !

너는 그냥

우리 같이�진정한
버블티를�사랑하듯이

원산지를�알아보자



최대 10% 할인�및�선물�증정
타이베이101 MALL은� 국제적인� 패션과� 정교하고� 아름다운� 음식을 
엄선하며� 소비자의� 요구를� 배려하고, 세계적인� 공간설계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완벽하게�제현하고, 건축예술과�함께�공간을�조성하여, 구매를 
편리하게�한다.

2019/1/1 부터 2019/12/31까지
외국�국적의�귀빈은 Visa카드와�타이페이 101의�국제�귀빈카드를 
신청하면�우대를�받을�수�있습니다
최고 10% 할인

- 타이베이 101관람대�티켓/기념품 10%할인 
- 관내�기념품 10% 할인�부터 
- 관내�명품 10% 할인�부터

- 독점 Welcome Pack 선물세트 
- 관내에서�금액�제한�없이�영수증으로 '101 독점�기념품' 일�점
- 당일�결제�금액�누적 TWD 25,000 이상�특별�선물�증정

관세�환급�서비스

- 당일  T WD 2,000이상  구매시 ,  

  5%의  세금  환급  및  간편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할인은�외국�국적�여권�소지(혹은�입국증) 여행자, 
  외국�국적의�비자�발급을�제한합니다 
- 카드�소지자�이벤트�문지방은�한�가지만�선택�하여�교환�합니다
- 행사기간�카드당 1일 1회�교환�가능
- 행사�누적금액은�당일�영수증으로만�유효�합니다
- 이�활동�소비�금액은�대만�화폐를�기준으로�합니다
- 이벤트�할인수량이�한정되어�있습니다.
  이벤트�기간은�할인된�수량을�다�기증한�후�바로�종료�합니다
- 타이베이 101은�이벤트�내용�수정�또는�최종 
  해석�및�정지를�할�수�있으며�현장�공지�위주입니다 
- 이벤트�할인은�다른�혜택과�통합하여�사용할�수�없습니다
- 본�이벤트�혜택은�각국의�법률, 특별�제한�또는�세무상�저촉�시�무효입니다

타이베이�시의�신의구�신의로 5단 7호
+886-2-8101-7777

www.taipei-101.com.tw

 (타이페이MRT 
   타이페이101역 4번출구)

쇼핑

타이베이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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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밀크티  좋아하세요?  버블의  본고장  대만을  놓칠  수  없습니다 !

미식으로  대만을  아는  것이  가장  접합한  방식  입니다 !

버블  밀크티  외에도  얇은  피  속에  가득한  속의  샤오롱바오 ,  

맛있는  전통  다과가  있으며  다과  마다  각  축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

그  외에도 ,  당신은  각종  문창 (문화  창조 )  명소를  방문하거나  고궁에  가서  간직하고  있는  유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대만의  하이라이트 ,  상상을  초월  합니다 !
독점�사은품 (B1 프런트�교환�가능)



그것은�최고의�브랜드�낙원을�함께�제공합니다. 당신이�특별한�구별�쇼핑 
경험을� 창조하는� 또한� 개인� 쇼핑� 도우미�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리젠트 
타이페이�호텔에만�잘�알려진 50 여종�브랜드�부티크�상점이  지하1층과 
지하2층으로�위치하고�있습니다.

- 본�혜택은 Visa카드�결제에만적용되며
- 타�혜택과�결합해�사용�불가합니다
- 자세한�내용은�매장�공지를�참조해�주십시오

2019/1/1 부터 2019/12/31까지
자�카드로�당일�단품�매장으로�구매�금액 TWD 5,000원�이상�시, 
까페�시크릿�가든의�특선�아메리카노 1종�제공

에스라이트�와인셀러(Eslite Wine Cellar)는�친절한�태도와�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럽에서� 온� 다양한� 프리미엄� 와인� 셀렉션을 
자랑합니다. 보르도, 버건디, 론, 루아르, 알자스, 샴페인�등�프랑스�주요 
생산지의�셀러부터�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와인 
셀러에서� 공수된� 풍부한�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이� 밖에도� 와인 
테이스팅에�필요한�다양한�액세서리도�전시�판매합니다.

2019/4/1 부터 2019/12/31까지
Visa카드로�소비시 5% 할인
T WD 5,000  이상�결제시, 10%할인

- 일부�상품�제외, 영수증�합산�불가
- 본�혜택은�타�프로모션과�결합�및�중복�사용�불가�할인�상품�적용�불가
- 청핀안화점/의점/타이쫑점에�한함

www.eslitewine.com

+886-2-6638-7589

타이베이시�중산구�중산북로 2단 39항 3호
+886-2-2562-7800

www.regentgalleria.com

쇼핑

쇼핑

타이베이�리젠트호텔 
리징�겔러리아

일정�금액�구매시 10% 할인
Eslite Wine Ce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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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금액에�따른�기프트�제공



Eslite xin yi 서점은� 독자들에게� 전세계적으로� 가장� 최근� 발간된� 지식� 서적은 
물론, 흥미롭고�독보적인�다양한�서적�콜렉션을�보유하고�있습니다. 매일 24시간 
오픈하는�이�곳은�책을�사랑하는�독자들의�천국이자 TIME지�아시아판이�선정한 
아시아�최고의�서점이기도�합니다.

www.eslite.com

2019/4/1 부터 2019/12/31까지
대만�전역에�위치한�모든�지점에서 Visa카드로 1회 
구매�결제금액이 TWD 1,000(포함) 이상은 5% 할인, 
TWD 3,000(포함) 이상은 10% 할인�적용
-  Eslite문구관, 음악관, 부티크관, 아동관, living project관을�포함
-  위�혜택은 Eslite회원 10% 할인과�결합�적용�불가
-  할인�상품은�적용�제외

+886-2-8789-3388

쇼핑

eslite Bookstore
일정�금액�구매시 10% 할인�적용

에스라이트� 스펙트럼� 엑스포(eslite spectrum-expo)는� 대만의� 미니어쳐 
아트� 종사자들을� 위한� 쇼케이스� 플랫폼입니다. 대만의� 문화� 브랜드의 
역량과�가치를�구체적으로�알리며, 전세계에�대만�현지의�참신한�디자인과 
창작�스토리를�나누는�이�곳은 100여개의�참신한�문화�브랜드를�한�곳에 
모아� 잡화, 건강� 음식, 디자인� 제품,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통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문화를�선보입니다.     　　　

2019/4/1 부터 2019/12/31까지
Visa카드로 에스라이트 스펙트럼 엑스포 1회 구매 결제금액이 TWD 1,000이상시 10% 할인
-  가능�지점�타이베이 : 송연점/신의점/역전점/R79점/남서; 신북:임구삼정점;
   도원:통령점; 타이중:근미녹원도점/중우점/태중삼정점;타이난:남방점;고흥:부두점/한신
-  Eslite회원 10% 할인과�동시�적용�불가
-  할인�품목�적용�제외

20

meet.eslite.com/tw/tc

+886-2-6638-1168

쇼핑

일정�금액�구매시 10% 할인�적용
eslite spectrum-ex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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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일본의� 하야시� 마사이치� 가족에� 의해� 창립된� 백화점이며, 통치기간� 중� 번영의 
상징으로도�알려져�있습니다. 이후�시에서�정한�유적으로�공표되었으며, 리노베이션�이후 
대만에서�가장�오래된�서양식�역사�건축물로�재탄생했습니다. 재오픈�이후, 가장�특색�있는 
백화점으로�거듭�났으며�모든�층에서�타이난의�멋진�라이프�스타일을�만날�수�있습니다.

일정�금액�구매시�최대
10% 할인�및�선물�증정

2019/4/1 부터 2020/3/31까지
동일한 Visa카드로 TWD 5,000 이상�결제시, 하야시�백화점의
한정판「Tainan Hayashi 모던�퍼레이드 -한정�파일집」증정 

결제시 10% 할인�적용�브랜드:  
밍린(明林)레이스/ 지엔궈즈(繭裹子)/이팡(藝芳)/L'AMOFIREFLY/인리엔(銀戀)
일부�상품�결제시 10% 할인�적용  브랜드：
클래식의�미/샤우펀제(小芬姐)의�비누옥

- 매월 20세트�한정�수량이며, 소진시�추가�수량�없음

결제시 5% 할인�적용�브랜드: 
크리에이티브�리빙�플랫폼 (1층/2층/6층�위치)/&by Tan&Luciana/
타이난�하우매이우이(好美味)/봉차(奉茶)/숲커피
일부�상품�결제시 5% 할인�적용�브랜드：
유궈촹이(悠菓創藝)/라우송상호(老松商號)/WANDER/
마우리(茂記) 검은�중식�순두부/화우차운(好穿)

- 이용약관�적용�가능하며, 문의사항은�가맹점�직원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위에�명시된�브랜드�상품은�타�프로모션과�함께�사용할�수�없습니다

Tainan Hayashi 백화점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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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ES Apparel X eslite spectrum은� 중국� 디자이너들의� 작품� 소개를 
위해� 오픈했으며, 에스라이트� 스펙트럼(eslite spectrum) 및� 중국 
디자이너들을� 위한� 전시� 및� 판매� 플랫폼입니다. 현재� 풍부한� 창의성과 
표현력을� 갖춘 30명의� 중국� 디자이너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독특한 
중국의�관점에서�탄생된�남녀�어패럴, 액세서리�등을�전시/판매합니다. 
　　　　　　　　　　　

2019/4/1 부터 2019/12/31까지
Visa카드로�결제시�에스라이트(Eslite) 스펙트럼 AXES 대만�디자인�전시 
플랫폼에서�구매시 10% 할인(부분�상품�제외)

- 이상�혜택은 Eslite회원�혜택과�결합�사용�불가
- 할인�품목�적용�불가
- 타이베이�송옌(松菸)점�가능

eslite spectrum- AXES
구매시 10% 할인

쇼핑

+886-6-221-3000
www.hayashi.com.tw

타이난�쫑시취(中西區) 쫑이루(忠義路) 
2뚜안(段) 63번지

+886-2-6636-5888 ext.1704
meet.eslite.com/tw/tc

청핀쏭이엔점(誠品松菸店): 
타이페이시�이엔창루(菸廠路)8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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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1 부터 2020/3/31까지
결제시 Visa웹사이트의�까르푸�혜택�바코드(사진�혹�프린트�가능)와 
여권을�제시하시면, 바로�회원가격으로�결제�가능합니다
Visa카드로�당일�본�지점에서�결제된�금액이 TWD 2,000(포함)이상시 
세금�반환이�가능합니다

-  대만�내�전국�각�까르푸지점�적용�가능
-  혜택조건은 Visa카드에�한함
-  할인품목�및�일부분�상품�제외

www.carrefour.com.tw

+886-809-001-365

일정�금액�구매시 5% 할인
1978년부터� 시작된 MIRADA는� 아시아� 각지에서� 수입된� 화장품과 
생활용품을�만날�수�있는�곳입니다. 쾌적한�쇼핑�환경과�최상의�서비스를 
약속합니다.

2019/4/1 부터 2020/3/31까지
여권�제시�후 Visa카드로�결제시 5% 할인�적용
-  전국�지점�가능
-  Visa카드�결제에�한함
-  세일제품�및�일부�브랜드�적용�대상�제외

www.mirada.com.tw

+886-800-065-510

쇼핑

쇼핑

까르푸(Carrefour)
할인�바코드�제출�시, 
회원가�결제�가능

MIRADA

1959년에 프랑스에서 창립된 까르푸는 1963년 최초로 프랑스에서 체인점을 
오픈했습니다. 1999년에 Promodes와의 합병 이후, 유럽에서는 첫번째,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Carrefour는 까르프에 모국인 프랑스어 입니다. 대만에서는
[家樂福까르프]로 표기되며, [집집마다 즐겁고 행복하라]라는 뜻이 담겨져있어 
까르프 고유의 경영 철학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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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구역내에� 위치한 「Silks Palace」는� 중화� 미식문화를� 널리� 알리는 
막중한�임무를�맡고�있습니다. 요리내용과�식기그릇의�설계는�고궁문화와�긴밀하게 
결합되었으며, 최선을� 다해� 준비된� 맛있는� 요리와� 서비스, 레스토랑� 분위기는 
현대적으로�재해석된�전통을�담았습니다. 자유로운�가격�옵션을�갖춘�다양한�음식을 
제공하는�이�곳은�비즈니스�여행객뿐만�아니라�미식가들이�역사적�풍경을�음미하며 
파인�다이닝부터�캐주얼�다이닝을�아우르는�품격있는�경험을�제공합니다.  　　　　

Visa카드로1회�구매�결제금액이 TWD 1,000 이상시�제공 (영수증�합산�불가)

- 고궁 Silks Palace 1층�레스토랑에�한해�제공
- 구정 2020/1/24 ~ 2020/1/29기간에는�적용�불가
- 자세한�내용은�가맹점�이용약관�참조

2019/4/1 부터 2020/3/31까지
「계화홍두가오�젤리」 1인분(총 3개) 무료제공

대만� 최고의� 신선한� 해산물� 식당인� 딩선식당'은� 대만� 최고� 층� 식당에� 있어 
타이베이를� 구경하기에� 좋은� 곳입니다.낮에는� 번화함을� 관망을� 할� 수� 있으며, 
밤에는�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 하고, 최고의� 맛과� 신선한� 향연을� 선사한다, 
세련되고� 섬세한� 서비스� 품질과� 혁신적인� 요리의� 정신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음식을�창조하며�전설을�만들어�왔습니다.

2019/4/1 부터 2020/3/31까지
Visa카드로�세트메뉴�결제시, 

「클래식�미식 ‒ 낙지소시지」 1인분�무료�증정
-  식사�주문시, Visa카드�제시 
-  카드 1장당, 1인분�증정

+886-2-8101-8686
www.dingxian101.com

타이베이시�씬이루(信義路) 5뚜완(段) 
7번지 86층의(타이베이101빌딩)

 (타이페이MRT 
   타이페이101역 4번출구)

맛집

맛집

Silks Palace
일정금액�구매�이상, 
계화홍두가오�젤리�무료�증정

Dingxian
딩시엔�레스토랑
세트�메뉴�주문�시, 

「클래식�미식 ‒ 낙지소시지」 무료�증정

타이베이시�쓰린취(士林區) 
쯔샨루(至善路) 2뚜안(段) 221번지
+886-2-2882-9393
www.silkspalace.co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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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고조미(古早味)를� 계승하여� 섬세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전통과 
현대를� 겸비한� 대만요리를� 선보입니다.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대만을 
방문하여�가장�선호하는�곳입니다.

- 주문시�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및�유효한 Visa카드�제시�후, 
  Visa로�결제할�경우에만�혜택�제공�가능합니다
- 타�혜택과�결합�사용은�해당되지�않으며, 현금�대용�및�환불은�불가합니다
- 매장�내�사용으로�제한되며, 포장�주문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 테이블당 1회�할인으로�제한되며, 동일�테이블�분리�결제는�불가합니다
- 본�혜택은�창시, 쌍점회관(런치타임�제외), 남서,  충효, 
  신이A9 지점에서만�적용가능합니다

2019/1/1 부터 2019/12/31까지
Visa 카드를�사용�시�결제�시�계절�디저트�제공

- 주문시�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및�유효한 Visa카드�제시�후, 
  Visa로�결제할�경우에만�혜택�제공�가능합니다
- 타�혜택과�결합�사용은�해당되지�않으며, 현금�대용�및�환불은�불가합니다
- 매장�내�사용으로�제한되며, 포장�주문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 테이블당 1회�할인으로�제한되며, 동일�테이블�분리�결제는�불가합니다
- 본�혜택은�글로벌몰, 링코우, 남강�지점에서만�적용�가능합니다

2019/1/1 부터 2019/12/31까지
Visa카드를�사용�시�계절�디저트 1종�무료�제공

www.shinyeh.com.tw

+886-2-2596-3255

집처럼�편안한�환경을�제공하며, 집밥의�맛과�모던한�창의적이고�섬세한�요리를�선보입니다. 
메인� 셰프가� 생활의� 영감에� 녹아들어,삼배Q탄저각(三杯Q彈豬腳), 청룡피피좌(青龍皮皮
挫) 등�창의적인�대만요리를�비롯해, 풍부하고�다양한�요리를�만들어�내고�있습니다. 비록 
사람의�수가�적더라도�모두�풍성한�요리를�맛보게�하는�나눔�메뉴를�내놓았습니다. 당신의 
가족과�삼삼오오의�친구들이�모이는�작은�모임을�정성스럽게�준비합니다. 오셔서�대만음식의 
새로운�맛을�경험해�보세요!

www.shinyeh.com.tw

+886-2-2785-1819

맛집

맛집

Shin Yeh Shiao Ju
신에이�샤우�쥬

Shin Yeh Taiwanese Cuisine
신예�타이완�퀴진
계절�디저트�제공

계절�디저트�무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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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hinyeh.com.tw

+886-2-2371-3311

흔협식예헌(欣葉食藝軒)는� 현지의� 대만요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42년간� 이어온 
정성스러운� 요리예술을� 계승하였습니다. 단품요리와� 클래식한� 세트, 술안주에 
이르기까지� 본토의� 식자재로� 예술을� 통한� 다원화된� 대만음식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천혜의� 북� 타이베이의� 절경을� 눈에� 담을� 수� 있으며� 담수하(淡水河), 
양명산(陽明山)과�도시의�모습을�조망할�수�있습니다. 테마가�있는�파티와�낭만적인 
결혼식에�독특한�추억을�담아�내드립니다. 구름�위에서�즐기는�파티�흔협식예헌에서 
오롯이�즐길�수�있습니다.

‘꼭�한번은�손님에게�일본요리의�진수를�맛�보이게�하겠다’ 는�일념으로, 1997년에 
순수�일식�뷔페< 흔협일본료리(欣葉日本料理)> 를�개업하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대표적인�일본요리를�즐길�수�있습니다. 생선회, 초밥, 해산물, 불고기, 종발. 덴푸라, 
토병증(土瓶蒸) 심지어�일본디저트까지�맛볼�수�있습니다. 고객에게�친절한�서비스를 
경험하면서도� 평범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곳. 우아한� 일본식� 분위기를� 즐기며 
현지의� 세심하고� 정교한� 일본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한� 번의� 방문으로도 
모든�일본요리에�대한�갈증을�해결해�드립니다.

맛집

맛집

Shin Yeh Japanese Cuisine
신예�일본요리
5% 할인

Shin Yeh Dining
신예�다이닝
에피타이저�무료�제공

- 주문시�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및�유효한 Visa카드�제시한�후, 
  Visa로�결제할�경우에만�혜택�제공�가능합니다
- 타�혜택과�결합�사용은�해당되지�않으며, 현금�대용�및�환불은�불가합니다
- 매장�내�사용으로�제한되며, 포장�주문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 테이블당 1회�할인으로�제한되며, 동일�테이블�분리�결제는�불가합니다
- 사전�예약은�필수입니다

2019/1/1 부터 2019/12/31까지
Visa카드를�사용�시�봄철에�어울리는 3색�구성�에피타이저�무료�제공

- 주문�시�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및�해당 Visa카드�제시�후, 
  Visa카드로�결제할�경우에만�혜택�제공�가능합니다
- 타�혜택과�결합�사용은�해당되지�않습니다
- 테이블당 1회�할인으로�제한되며, 동일�테이블�분리�결제는�불가합니다
- 본�혜택은�신의A11, 중산, 관전, 건강, 도원중무�지점에서만�적용�가능합니다

2019/1/1 부터 2019/12/31까지
Visa카드를�사용�시 5% o� 할인

+886-2-8101-0185
www.shinyeh.com.tw

타이베이시�씬이루(信義路) 5뚜완(段) 
7번지 85층의1(타이베이101빌딩)

 (타이페이MRT 
   타이페이101역 4번출구)



일본으로�건너�가�경력이�풍부한�카레의�대가< 도이사부(土井師傅) >를 
초빙하여� 브랜드� 총감독을� 맡겼습니다. 45년의� 카레분야의� 경력에 
기초하여�카레의�장인이�설계한�대만인의�입맛에�맞춘�독자적인�특징을 
지닌�맛있는�카레입니다. "건강, 맛, 생활, 재미"는�카레장인이�견지하는 
4개의� 원칙입니다. 맛있는� 카레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토템식� 테마벽, 
선명하고�발랄한�인테리어와�식기류까지�로맨틱한�열정을�느낄�수�있는 
카레문화가�이곳에�있습니다.  

힐링 IG 카드의� 새로운� 상징! 홍콩과� 광둥� 요리를� 위주로� 하여, 중화풍 
스타일을� 가미한 '현대적� 찻집'입니다. 소셜플레이스� 컨셉을� 중심으로 
고객에게�세련되고�편안한�식사를�제공하고자�합니다. 실내에는�예술적인 
인테리어�소품으로�포인트를�주었으며, 헤링본�마루, 모던한�팬던트�조명, 
핑퐁테이블�등으로�활기에�찬�시각적�재미를�더했습니다.

www.shinyeh.com.tw

+886-2-2521-7177

2019/1/1 부터 2019/12/31까지
Visa카드를 사용 시 핑크장미만두빵] 1인분 증정

- 주문시�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및�해당 Visa카드�제시�후, 
  Visa카드로�결제할�경우에만�혜택�제공�가능합니다
- 타�혜택과�결합�사용은�해당되지�않으며, 현금�대용이나�환불은�불가합니다
- 테이블�당 1회�할인으로�제한되며, 동일�테이블에서�분리�결제�불가합니다

타이베이시�다안구�시민대로 4단 102호 1층
+886-2-2771-5808

www.shinyeh.com.tw

맛집

맛집

Curry Champ 커리�챔프
음료수�무료�제공

Social Place 소셜�플레이스
결제�시�딤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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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시�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및�유효한 Visa카드�제시�후, 
  Visa카드로�결제할�경우에만�혜택�제공�가능합니다 
- 타�혜택과�결합�사용은�해당되지�않으며, 현금�대용�및�환불은�불가합니다
- 매장�내�사용으로�제한되며, 포장�주문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 테이블당 1회�할인으로�제한되며, 동행�테이블에서�분리�결제�결제�불가합니다
- 본�혜택은�중산, 글로벌몰�지점에서만�적용�가능합니다

2019/1/1 부터 2019/12/31까지
Visa 카드를�사용�시�동과레몬차/얼그레이/특제�홍차�중�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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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말레이시아의� 유명� 브랜드‘PappaRich’를 2015년 
정식으로� 대만으로� 들여와� 현지의� 말레이시아� 레시피와� 신선한� 식재료의� 맛과� 멋을 
소비자들에게�선보입니다. 현지�말레이시아의�다원화된�음식스타일을�알게�하고�멋들어진 
분위기를�즐길�수�있습니다. ‘PappaRich’는�고품질의�재료를�선택하여�대를�이어�내려온 
레시피로� 여러가지� 맛을� 조화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연발효� 하이난빵, 말레이시아 
국민음식인� 나시� 르막, 사테, 차� 퀘티아우, 커리미, 락사, 하이난� 치킨� 라이스, 새우면� 등 
말레이시아� 전� 국민� 이� 사랑하는�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홍두펄빙, 카레� 등� 다양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색있는� 마카롱과� 창의적인� 디저트들이� 가득합니다. 
어느�지점에서�든�어떠한�시간에도�전통의�말레이시아�요리를�맛볼�수�있습니다.

www.shinyeh.com.tw

+886-2-8786-7001

민국 80년(1991년)에� 정왕� 매운� 마라� 샤브집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고, 맛있는 
음식이�모여�있는�떠들썩한�타이중시�충효야시장에�오픈�하였습니다. 처음은�작은 
노점에서� 단계별� 변신을� 거쳐, 중국식� 전통예술과� 현대미학을� 융합한� 외식공간 
디자인을�완성하고, 최초로�종업원�공손하게�인사하는�예의를�선사했습니다. 제품, 
서비스, 그릇, 환경, 고객�만족을�위한�식사�체험을�통해�입소문과�서비스�품질을 
갖춘�모던�얼큰한�샤브샤브�레스토랑입니다.

- 특수명절 : 어린이날�청명절�연휴(4/4-4/7), 어버이날(5/12), 단오절�연휴(6/7-6/9), 아버지날(8/8), 
  추석연휴(9/13-9/15), 쌍십연휴(10/10-10/13), 크리스마스(12/25), 신년�카운트다운(12/31), 
  신정(2020/1/1), 설연휴(1/24-1/29), 228연휴(2/28-3/1), 적용되지�않습니다
- 식사�전�대만지역�이외�여권�또는�거류증�및�행사자격에�맞는 
  Visa카드를�제시하여 Visa카드로�결제하는�경우�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 기본료(인당) 할인이�적용되지�않으며�다른�혜택과�중복�하지�못한�점�양해�부탁�드립니다
- 최소 TWD 650/테이블�소비가�필요합니다
- 혜택�내용은�현금으로�환산�및�다른�상품�으로�교체를�못합니다
- 배달�및�택배�서비스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 자세한�사항은�매장�내�공지에�준합니다

맛집

美食맛집

PappaRich 파파리치
음료수�무료�제공

정왕마라샤브
원앙(두가지�맛)무료�업데이트 

- 주문시�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및�해당 Visa카드�제시�후, 
  Visa카드로�결제할�경우에만�혜택�제공�가능합니다
- 타�혜택과�결합�사용은�해당되지�않으며, 현금�대용�및�환불은�불가합니다
- 매장�내�사용으로�제한되며, 포장�주문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 테이블당 1회�할인으로�제한되며, 동일�테이블에서�분리�결제�불가합니다
- 본�혜택은�난강, 신의A9 중강점�지점에서만�적용�가능합니다

2019/1/1 부터 2019/12/31까지
Visa 카드를�사용�시�화이트�커피] 1종�무료�제공

2019/4/1 부터 2020/3/31까지
Visa카드로�대만�지역�외�여권�또는�거류증�소비는�무료�업그레이드(가격 TWD 150)

www.tripodking.co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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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하고� 맛있는� 음식� 외에도, 정중한� 인사하는� 예의, 중국인의� 겸손한� 감사를 
표현하는�예의�있는�문화를�표현합니다. "고객은�왕이다"라는�개념에서�발전된 
다양한�따뜻한�서비스로�귀빈들에게�가장�진지한�서비스와�존중을�느끼게�하여 
현재는� 딩왕� 외식� 그룹의� 특색� 중� 하나입니다."인간의� 선경� 도화원"을� 제품, 
서비스, 그릇, 환경을�비롯하여�감탄을�자아내는�오감�찬연을�선사합니다.

일정�금액�구매시 5% 할인�적용
선별된� 훌륭한� 티� 셀렉션과� 천연� 재료를� 이용해� 차� 본연의� 향기를� 보존하는 
곳으로� 유명한 Cha FOR TEA에서는� 섬세한� 디저트� 차와� 식사를� 제공합니다. 
타피오카�블랙�밀크티와�돼지고기가�들어간�찐빵 Oriental Beauty를�추천합니다

2019/4/1 부터 2020/3/31까지
Visa카드로1회�구매 TWD 1,000 이상�결제시, 
5% 할인 (영수증�합산�불가) 
-  대만�전역�모든�지점�가능

www.chafortea.com.tw

+886-800-212-542

맛집

무로냄비
원앙(두가지�맛)무료�업데이트

Cha for Tea 츠차취

맛집

- 특수명절 : 어린이날�청명절�연휴(4/4-4/7), 어버이날(5/12), 단오절�연휴(6/7-6/9), 아버지날(8/8), 
  추석연휴(9/13-9/15), 쌍십연휴(10/10-10/13), 크리스마스(12/25), 신년�카운트다운(12/31), 
  신정(2020/1/1), 설연휴(1/24-1/29), 228연휴(2/28-3/1), 적용되지�않습니다
- 식사�전�대만지역�이외�여권�또는�거류증�및�행사자격에�맞는 
  Visa카드를�제시하여 Visa카드로�결제하는�경우�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 기본료(인당) 할인이�적용되지�않으며�다른�혜택과�중복�하지�못한�점�양해�부탁�드립니다
- 최소 TWD 650/테이블�소비가�필요합니다
- 혜택�내용은�현금으로�환산�및�다른�상품�으로�교체를�못합니다
- 배달�및�택배�서비스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 자세한�사항은�매장�내�공지에�준합니다

2019/4/1 부터 2020/3/31까지
Visa카드로�대만�지역�외�여권�또는�거류증�소비는�무료�업그레이드(가격 TWD 180)

www.wulao.com.tw



www.sugar.com.tw

+886-800-063-188

1953년에� 설립된 Tenren's Tea는� 대만� 전역� 및� 해외에 180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SO 22000, HACCP 및 ISO 9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1년에는� 대만� 상업서비스� 부문� 브랜드상을� 수상한� 유일한� 티 
하우스입니다. 고전적인� 클래식� 티� 외에도� 다양한� 향을� 자랑하는� 대만 
티가� 유명합니다. 이� 곳의� 모든� 메뉴가� 외국인� 방문객들� 사이에서 
사랑받고�있습니다

www.tenren.com.tw

+886-800-212-542

일정�금액�구매시 5% 할인�적용

맛집

맛집

Tenren's Tea

Sugar & Spice 
슈가�앤드�스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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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부터 2019/12/31까지
참여�지점에서 Visa카드로 TWD 3,000달러�이상�단일�결제�시, 
슈가�앤드�스파이스�브랜드�쇼핑백 1종�제공
-  1인당 1개�증정으로�제한합니다
-  본�행사는�대만�전역 10개�지점(타이베이�돈남1/타이베이�돈남2/
   타이베이�서광/죽북자강/ 죽북문희/타이중�숭덕점/타이중�상향/
   타이중�메인/타이중�복야/타이중�봉가)에서만�적용가능합니다

2019/4/1 부터 2020/3/31까지
Visa카드로1회�구매 TWD 1,000 이상�결제시, 
5% 할인 (영수증�합산�불가) 
-  대만�전역�모든�지점�가능

일정�금액�이상�결제�시, 쇼핑백�무료�제공
선물을�나누기라는�개념으로�경영한「케이크‧과자세트�전문점」은�전업하고 
우아한�브랜드�이미지로�탕촌만의�행복을�전달해�드리겠습니다.



JZN Taiwan Pastry
찌우쩐난�페이스트리�가게

美食맛집

콰이처(KUAI CHE) 육포는�타이베이�남문시장에서�시작되었으며, 부담없는 
가격과�우수한�대만�음식을�제공합니다. 30년의�긴�시간을�거치며�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메뉴로� 유명합니다. 특히 0.01cm 두께의� 바삭한 
아몬드육포와 1cm 두께의�간판�특제�돼지육포는 180일�제조기간을�거친 
맛간장에�재운�후�진공�마사지를�거쳐�높은�온도에서�굽는�과정을�통해 
두께, 숙성도, 빛깔�등�최상의�상품�퀄리티를�유지합니다. 가족, 친구들을 
위한�가장�좋은�선물입니다.

일정�금액�구매시 5% 할인�적용

www.kuaiche.com.tw

+886-2226-7777

맛집

KUAICHE 콰이처

2019/4/1 부터 2020/3/31까지
Visa카드를�이용한�기념품�결제시 5%  할인�적용
-  대만�전역�모든�지점에서�가능
-  할인�품목�및�일부분�상품�제외

www.jzn.com.tw

+886-7-701-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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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구매시 5% 할인�적용
찌우쩐난� 페이스트리� 가게는 1890년� 창립했으며, 기쁨의� 신념, 신뢰의 
브랜드�정신, 수제로�만든�맛있는�중식�케이크, 대만의�맛과�현지의�특색을 
세계�각지로�홍보하고자�합니다.

2019/4/1 부터 2020/3/31까지
여권�제시�후 Visa카드로 1회�구매 TWD 2,200 이상�결제시, 
5% 할인�적용 (영수증�합산�불가)
-  대만�전역�남문�본점을�제외한�모든�지점에서�적용�가능
-  일부�상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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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노점(老店)

태양병은�선물하고�싶은�아이템으로서�지난�반세기�동안�첫번째�선택을 
받아왔습니다. 엿(맥아)을� 속으로� 사용한 1세대를� 거쳐, 2세대� 뇌문웅
(雷文雄) 씨는�얇은�피�안에�꽉찬�속을�채운�태양병을�개발해�많은�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설탕�대신�트레할로오스를�첨가해�칼로리를�낮추었으며, 
아삭한�피와�부드러운�속을�자랑하는 3세대의�태양병은�꿀, 흑설탕, 커피, 
배아(胚芽), 타로�등�다양한�맛을�선보입니다.

美食

일정�금액�구매시 5% 할인�적용

맛집

숙박/항공

Silks Place Tainan
타이난�실크�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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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6-213-6290
www.silksplace-tainan.com.tw

타이난시(台南市) 중부�및�서부(中西區) 
헤이로드(和意路) 1번지

+886-4-2220-0012
www.sunbooth.com.tw

타이쫑시�쫑취(中區) 쯔요루(自由路) 
2뚜안(段) 25번지

2019/4/1 부터 2020/3/31까지
Visa카드를 T WD 1,000이상�결제�시, 5%  할인할인
-  자세한�내용은�가맹점�이용약관�참조
-  직영점에서만�혜택�가능 (Ziyou Rd.,  Taichung )

우육면, 특제�티�또는�주류�중�택1
타이난시에�위치한�국제 5성급�비즈니스�할리데이�호텔은�징화(晶華)국제호텔�그룹�산하�호텔입니다.
신광삼월신천지(新光三越新天地)백화점, 소서문(小西門)상권을�이웃으로�하고�있습니다. 이곳에서 
걸어서�갈�수�있는�도심의�유적지는�역사적�유물들이�풍부하게�소장되어�있습니다. 인문적인�이미지와 
상업적�기능이�완벽하게�결합되어�있는�지역에�위치한�할리데이�호텔은�비즈니스�및�레저의�환경과 
기능을�겸하고�있습니다. 중•서양식의�정교한�요리레스토랑은�당신이�흠모하는�현지의�맛과, 시각적인 
즐거움을�선사해�줍니다. 4층�레저공간에서는, 공중�수영장�휴식공간과�헬스클럽, 인터랙티브�게임룸이 
꾸며져�있어, 완벽한�비즈니스�휴가환경을�구축하고�있습니다.  

- 체크인�시�대만�이외�국가에서�발급된�여권�및�해당 Visa카드�제시�후, 
  Visa카드로�결제�시�혜택�제공이�가능합니다
- 본�혜택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일요일부터�주중에만�적용되며, 
  토요일과�연속�휴일은�적용에서�제외됩니다
- 1일 3개�객실로�제한되며 
- 카드 1개당�객실�예약 1회�할인�적용됩니다
- 호텔에서�제공하는�타�혜택과�결합해�사용할�수�없으며, 
  호텔�마일리지�프로그램�적립에서�제외됩니다
- 호텔�공지�사항이나�내부�사정에�따라�변경�가능하며, 
  혜택�변경�및�중단에�대한�권리도�호텔이�보유하고�있습니다

2019/1/1 부터 2020/3/31까지
공식�웹사이트를�통한�객실�예약�시(조식�포함�여부�관계�없음), 
게스트 1인당�특제�티, 주류, 우육면�중 1종�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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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항공

Just Sleep은 FIH 리젠트그룹의� 세련된� 비즈니스� 호텔� 체인입니다. 최고의� 서비스, 
편리한� 교통, 아늑한� 룸과� 인테리어,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자랑하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등 5성급�서비스가�제공됩니다. 개인�여행객, 비즈니스�고객�및�현지�방문객들 
모두에게�완벽한�선택이�될�것입니다.

온라인�예약시�최대 
TWD 300 할인

Just Sleep 호텔

www.justsleep.com.tw
+886-2-7735-5000

2019/1/1 부터 2019/12/31까지
Visa카드로�해당�숙소�공식�사이트를�통해�예약시�아래의�혜택이�제공됩니다
타이베이�린선(林森)관：
대만의�샹젤리제�쇼핑�지역�인근에�위치한�밤문화의�중심지 
+886-2-2568-4567
• 각�룸에�하건더즈(100ml)2잔(객실에�따라�조식�증정)

타이베이�린선(西門)관：
시먼딩�상권에�위치하며, 역사와�역동성을�갖춘�지역 
+886-2-2370-9000 
• 각�룸에�하건더즈(100ml)2잔(객실에�따라�조식�증정)

이란쟈우시(宜蘭礁溪)관：
쟈우시(礁溪)지역의�새로운�랜드마크이자�디자인�호텔 
+886-3-910-2000
• 객실에 의해 아침 증정,매 룸에 여행세트 선물 증정
  (청 일식 객실은 적용 불가 합니다)

가오숑중정관 : 
가오숑예술문화센터�및�전철역에서�도보 3분�거리에�위치 
+886-7-972-3568
•1박�숙박비에서 TWD 300할인
  (룸�타입에�따라�조식�무료�제공)

• 1박�숙박비에서 TWD 300할인
   (룸�타입에�따라�조식�무료�제공)

가오숑역전관：
가오숑�기차역�및�전철역에서�도보 2-5분�거리에�위치 
+886-7-973-3588

화련중정관：
문학을�테마로�한�호텔로�시내에�위치해�교통이�편리함 
+886-3-890-0069
•1박�숙박비에서 TWD 300할인(룸�타입에�따라�조식�무료�제공)

- 공식�사이트를�통한�예약, 
  체크인�시 Visa 카드�제시�및�결제�시 Visa 카드�사용�필수
- 본�혜택은�다른�프로모션과�함께�적용�불가
- 본�혜택은�공휴일�및�전시회�기간에는�유효하지�않으며, 
  금/ 토요일�및�공휴일에�대한�예약은�추가�요금이�발생할�수�있음
- 추가�제한사항은�호텔에�게시된�약관에�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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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만의�이란현(宜蘭縣) 쟈오시향(礁溪鄉)의�가장�번화가에�위치한�유명�온천 
리조트입니다. 「Wellspring by Silks」는 FIH Regent Group에서�소개하는�첫번째 
부티크�스파�호텔입니다.  　　  

2019/1/1 부터 2019/12/31까지
공식�사이트�가격�위주(泉思형�객실�인원수에�의한�조식),
각�객실 3일천�음료 2잔
(3일천�영업시간 15:00~21:00, 마지막�주문 20:45 )

- 호텔�공식�웹사이트�신용카드�전문�페이지에서�사전�예약�하세요
  https://gc.synxis.com/rez.aspx?Hotel=67928&Chain=16512
- 체크인�시 Visa카드를�제시한�후�결제시에도 Visa카드�사용�필수
- 본�혜택은�다른�프로모션과�함께�사용�불가，포인트�적립�할인�불가
- 본�혜택은�공휴일�및�전시회�기간에는�유효하지�않으며, 
  금/ 토요일�및�공휴일에�대한�예약은�추가�요금이�발생할�수�있음

숙박/항공

Wellspring by Silks
음료수�무료�제공

+886-3-910-0000
www.wellspringsilks.com

이란현(宜蘭縣) 쟈오시향(礁溪鄉) 
원취엔루(溫泉) 6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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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igerairtw.com

2019/2/18 부터 2019/8/18까지
대만�타이거�항공�홈페이지 Visa카드�이벤트�전용�페이지에서 
티켓�구매�시 10% 할인
- 적용�카드 : 대만,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에서�발행한�카드
- 티켓구입기간 : 2019/2/18-2019/8/18
- 출발기간 : 2019/2/18-2019/10/26 및 2019/10/26 
  이후�탑승기간은�대만�타이거항공�공식�홈페이지�공지�위주�입니다
- 혜택�설명 : 이벤트�기간�내�대만�타이거�공식�홈페이지에서�항공권�구매 
  사용�할�수�있으며 , 일본,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발행한�비자�카드를�태국, 
  일본, 한국, 필리핀�왕복�항공권을�구매�시 10% 할인을�받을�수�있습니다
- 구매�혜택: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일본, 왕복�항공권만�구매�가능
  (공동�경영�및�기타�일부�노선은�포함하지�않습니다)

주의사항：
- 본�혜택은�대만�타이거항공�지정�웹페이지에서 Visa 카드를�사용하여�대만 
  타이거항공�항공권을�구매하는�경우에만�적용�합니다
- 혜택은�대만, 태국, 일본, 필리핀, 한국�발행한 Visa 카드�입니다
- 각지�공항세, 예약요금, 수하물요금�등�부가서비스는�할인을�받을�수�없습니다
- 이�혜택은 tigerlight만�적용되며, tigersmart 및 tigerpro와�같은�조합  티켓�가격 
  상품�및�기타�공통�항공편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 검색�시�삭제선이�나타나는�항공편의�경우�본�할인�적용, 할인�좌석�제한, 
  좌석은�매진�시�까지�입니다
- 다음�항공편은�이�혜택을�적용하지�않음 : 대구(TAE) 공동�운행�항공편
- 본�혜택은�다른�혜택과�중복�할�수�없으며, 할인�및�각종�할인�금액은�사용�유예�또는 
  현금�할인�불가�합니다
- 본�할인�이벤트에서는�영유아�티켓이�적용되지�않으며�항공권을�구매�후에는 
  환불이�불가한다. 항공편을�변경하려면�항공권�할인이�적용되지�않으며, 
  항공료�차액을�지불해야�합니다
- 변경�및�부가서비스�요금에�대한�설명은�대만�타이거항공�홈페이지�설명�참조해�주세요
- 본�이벤트�및�관련�주의사항은 Visa 이벤트�사이트�및�대만�타이거항공�홈페이지 
  공지를�기준으로�합니다.Visa 국제�기구�및�대만�타이거�항공은�언제든지�변경�또는 
  중지할�수�있도록�보류하며�위�혜택�및�불시�혜택�조항�수정�및�세부�항목에�대한 
  권리가�있으며, 별도의�통지가�필요하지�않습니다.의심스럽거나�논란이�있는�경우, 
  Visa 국제�기구는�대만�타이거�항공과�최종�해석�권리�및�결정권을�가지고�있습니다

+886-2-5599-2555

숙박/항공

Tigerair Taiwan
대만�타이거�항공
왕복�항공권을�구입�시 10% 할인
대만� 타이거항공은� 대만에서� 유일하고도� 일위인� 저가비용� 항공사(Low-cost 
Carrier, LCC)로� 운항� 지점은� 마카오, 동북아� 및� 동남아� 등이다. 타이거팬이� 대만 
타이거항공에�탑승할�경우, 개인적인�수요에�따라 '수화물을�탁송�서비스', '기내용 
식사', '관광� 안전� 보험'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구입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 
자신의�여정을�탄력적으로�계획할�수�있습니다!



발이�편하면�몸도�편한�법! 국내외�셀럽들이�사랑하는�마사지샵입니다. 
대만�전역 5개의�지점이�있으며, 밝은�공간과�심플하고�세련된�인테리어를 
갖춰�편안한�분위기�속에서�게스트를�맞이합니다. 중국�전통�지압�방식의 
발마사지를� 비롯해� 전신� 마사지, 오일� 마사지까지� 실력을� 겸비한� 전문 
안마사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2019/4/1 부터 2020/3/31까지
Visa카드로�결제시, 10% 할인

-  대만�마사지�업계�유일하게 ISO승인을�받은 5성급�마사지�시설로 
  전�지점에서�마사지 서비스�결제시 10% 할인�적용

일정�금액�구매시 10% 할인

국태건검(國泰健檢)은국태(國泰)의료체계� 지원으로� 병원과는� 독립된 
병원외부에서� 운영되는� 건강검진센터� 입니다. 서비스� 품질은� 전문적인 
수준으로� 의료� 팀과� 의료기기는� 유럽과� 미주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대만으로�오셔서, 국태건검을�선택하는�것은�건강검진과�서비스�모두를 
해결하기에�모두�좋은�선택임을�증명합니다.

-  본�혜택은�돈남/내호/신죽/태남�지점에서만�적용�가능합니다
-  타�혜택과�결합�사용�불가합니다

www.footmassage.com.tw

+886-2-2762-2166 (24시간)

www.cathay-hcm.com.tw

+886-2-2739-0333

2019/1/1 부터 2019/12/31까지
Visa카드를�사용�시�상세�내용�및�예약을�원하시면 
고객�핫라인 +886-2-2-2739-0333 으로�연락해�주십시오

6성급�발마사지�양생회관

Cathay Healthcare Management
케세이�헬스케어�매니지먼트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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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Visa카드�고객을�위한�특별�혜택



이용약관

• 본�혜택은�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을�소지하고�유효한 Visa카드로�결제하는�외국인�고객들에게만�적용됩니다.
• 상기�혜택은 Visa클래식, Visa 골드, Visa 플래티넘, Visa 시그니처, Visa 인피니트, Visa 비즈니스, Visa 체크카드를�포함해�대만�이외의�지역에서�발급된�모든 Visa카드에 
  적용됩니다.
• 상기�혜택은�각�매장에서만�사용하실�수�있습니다. 타�프로모션�행사나�할인�등과�중복�및�결합�사용은�불가합니다. 또한�양도나�현금�교환, 타�상품과�교환도�불가합니다.
• 상기�프로모션에서�제공되는�무료�사은품은�실제�판매되는�상품들로�제한되며, 프로모션�스폰서�및�참가�업체들은�추가�서비스, 유지/수선�및/또는�품질보증�등에�대한 
  책임을�지지�않습니다.
• 모든�혜택�내용에�대한�책임과�권한은�각�매장에�있습니다. 혜택은�실제�제공되는�상품�및�서비스를�기준으로�제공됩니다. 매장의�특별�혜택�거부로�카드�소지자들이 
  손해를�입게�되는�경우에도 Visa에게는�어떤�책임도�없습니다.
• 모든�혜택에�관련된�정보는�각�매장에�의해�제공되며, Visa카드�발급사(은행)에서는�관련된�내용의�정확성�여부를�보증하지�않습니다. 상기�혜택에�관한�상세한�정보�및 
  유효여부는�해당�매장으로�직접�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 상기의�혜택사항은 Visa를�통해�가능하며�각�카드�소지자에게�제공되지만, 관련�상품�및/또는�서비스는�매장에서�제공되기�때문에Visa에게는�어떠한�책임도�없습니다.
• 각�카드�소지자가�특별�혜택을�통해�구매한�모든�상품�및/또는�서비스는�카드소지자�본인과�각�매장�간의�계약의�성립을�의미하며, Visa나 Visa 카드�발급사(은행)는�이와 
  아무�관련이�없음을�이해하고, 인정하며�이에�동의합니다. 
• 카드소지자가�상기의�혜택�조건�아래�제공되는�상품�및�서비스를�사용하거나�사용할�의도가�있는�경우, 이는�그�카드소지자가�다음을�이해하고�인정하며�이에�동의함을�의미합니다:
• 해당�특별�혜택�하에서�카드소지자가�구매하거나�구매할�의도가�있는�모든�상품�및/또는�서비스�관련�발생할�모든�클레임, 불만이나�분쟁(이하�전체적으로 “요구사항”)
  은�해당�카드소지자와�각�매장�간에�직접�해결되어야만�합니다. 카드소지자는 Visa나 Visa카드�발급사(은행)에�대해�어떤�클레임도�제기할�수�없습니다. 
• 상기의�조항을�침해하지�않으며�법률의�허가�범위내에서, 해당�특별�혜택�하의�상품�및/또는�서비스의�사용이나�사용하려는�의도의�결과로, 혹은�이로�인해�발생하는, 
  모든�신체적�피해, 사망, 허위�진술, 손해�또는�과실과�관련해 Visa는�일체의�관련된 (직접이나�간접) 손해, 피해배상, 지출�또는�요구사항에�대해�누구에게도�그�어떤 
  책임도�지지�않습니다.
• Visa 및�매장은�사전�통보�없이�각�혜택을�수정, 변경�또는�취소할�수�있는�권리를�보유합니다.
• 혜택에�관한�상세한�요건�및�기타�시행�규정사항은�각�매장에�게재된�정보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각�조항�및�조건의�영문내용과�중문(있을�경우)내용이�상이할�경우, 영문�내용을�의거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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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Visa 카드에서�여행객들에게�드리는�팁
•  외출이나�여행시  Visa카드는�현금�소지로�인해�발생하는�불편함을 
  해소하지만, 카드�소지자는�결제시�카드�보관에�신경�써야합니다.

•  해외에서�신용카드�분실이나�도난, 긴급사항이�발생한�경우,
  긴급�서비스센터에�즉시�연락주십시오. 

0080-1-444-123
대만:
+1-303-967-1090
전세계 Visa 고객지원센터 (수신자부담):

•  무료WiFi  iTaiwan사용방법：i taiwan.gov.tw/en/을�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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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여행�정보

대만�여행�문의�전화

관광관련�문의전화 0800-011-765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어�문의�서비스 24시간�무료�전화�제공

외국인�전용�관광서비스�문의전화 0800-024-111

영문�안내전화 106
대만�내�영문�서비스�제공

대만�지하철�노선도

대만�관광버스
타이완�인기�코스�스케줄�서비스
www.taiwantourbus.com.tw

대만�하오싱(台灣好行)
관광지의�셔틀버스
www.taiwantrip.com.tw

대만�관광정보�사이트
www.taiwan.net.tw

대만�숙박정보�사이트
www.taiwanstay.net.t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