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블�밀크티�좋아하세요? 그렇다면�밀크티의�본고장�대만을�놓칠�수�없죠!
대만을�가장�잘�느껴보기�위한�방법으로�다양한�맛이�가득한�미식�여행을�추천합니다.
버블�밀크티�외에도�얇은�피�속에�가득한�육즙을�품고�있는�샤오롱바오, 
맛있는�전통�다과가�있으며, 다과에는�각각�다양한�축복의�의미도�담겨있답니다.
그�외에도, 대만의�문화를�흠뻑�느낄�수�있는�각종�문화�명소와�고궁을�감상할�수�있습니다.
상상을�초월하는�대만의�문화를�지금�느껴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와 같이 버블�밀크티

밀크티의�나라�대만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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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Kong Mitsukoshi 
신광 미츠코시 백화점

대만�최대�백화점�체인으로, 대만�전체에서�가장�다양한�명품�브랜드를�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화장품과 3C 상품, 스낵�및�레스토랑이�모여�있어, 대만에서 
현재�유행하는�라이프스타일과�음식을�한번에�경험하실�수�있습니다.

결제�금액에�따른�기프트�제공

- Visa 카드 1개�당, 기프트 1개�제공으로�제한됩니다
- 기프트�증정을�위해�본인�여권, Visa 카드, 
  그리고�동일�카드로�계산한�영수증을�제시해�주십시오
- 본�혜택은�대만�전역에�위치한�신광백화점�지점에서�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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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유효�기간: 2020/1/1 부터 2020/12/31까지
Visa 카드로�당일�결제�금액�최소 TWD 10,000 이상�시, 무료�기프트를�제공합니다.
(혜택�적용을�위해선, 서비스�데스크에�해당  
Visa 카드�및�본인의�여권�또는�입국�기록서�제시가�필요합니다)

쇼핑

+886-800-008-801
www.skm.com.tw/Foreigner/ko/
Foreign/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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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 할인�및�선물�증정
타이베이101 MALL은� 국제적인� 패션과� 정교하고� 아름다운� 음식을 
엄선하여�소비자의�요구를�배려하고, 세계적인�공간�설계로�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예술과� 함께� 공간을 
조성하여�쇼핑을�더욱�편리하게�합니다.

혜택�유효�기간: 2020/4/1 부터 2021/3/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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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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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일�영수증과�소비�리스트로 B1  서비스�프런트에서�접수�처리를�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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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사은품 (B1 프런트�교환�가능)

당일�소비�금액이 TWD15,000에�도달할�경우, 
'대만�특산�꿀�선물세트' 를�획득할�수�있습니다 



쇼핑

한신백화점은�국제�대도시형�백화점으로, 모든�고객들에 'ONE STOP SHOPPING'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및� 완벽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0개의 
글로벌� 명품� 브랜드, 그리고 61개의� 레스토랑으로� 음식과� 패션, 라이프스타일, 
엔터테인먼트를� 한번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고품격� 백화점� 서비스를� 즐기는� 동시에 
대만�남부�유일한�특약�택스�리펀드�카운터에서�고객�만족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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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슝시�첸진구�청공 1로 266-1호
+886-7-215-7266

www.hanshin.com.tw

혜택�유효�기간:  2020/1/1 부터 2020/12/31까지
Visa 카드로�당일�결제�금액�최소 T WD 12,000  이상�시,
'여행용�백팩' 1개를�교환하여�드립니다.
-  결제�시�이벤트�조건에�맞는 Visa 카드를�사용하신�후, 
  사은품�교환�시�대만�이외�국가의�여권�또는�입국�기록서와�해당  
  Visa  카드�제시가�필요합니다
-  Visa  카드 1개�당, 기프트 1개�제공으로�제한됩니다
-  기프트�증정을�위해�본인�여권, Visa  카드, 
  그리고�동일�카드로�계산한�영수증을�제시해�주십시오
-  본�혜택은�관내�타�할인�혜택과�동시에�사용할�수�없으며, 현금으로�반환�불가합니다
-  한신백화점과�한신돔�쇼핑광장의�영수증은�합계되어�산정될�수�없습니다
-  사은품�교환: 카드�서비스�센터
-  자세한�내용은�가맹점�이용�약관�참조

한신백화점
결제�금액에�따른�기프트�제공



'훌륭한�생활,꿈을�이룬다' 의�경영�이념으로, 새로운�유행의�움직임과�함께하는�새시대의 
쇼핑광장. 한신백화점의� 전문� 경영팀으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70,000m²의� 광장 
면적은 28개� 테마� 레스토랑으로� 온� 가족의� 레저� 및� 쇼핑을� 만족해� 드리고, 옛� 전통 
백화점의�스케일과�달리, 「쇼핑」의�개념에서�소비자를�만족시키는'생활형태' 의�공간 
브랜드로, 대만에서�가장�패션적인 Life Style 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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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슝시�줘잉구�붜아이 2로 777호
+886-7-555-9688

www.hanshin.com.tw

한신돔�쇼핑광장
결제�금액에�따른�기프트�제공

쇼핑

혜택�유효�기간:  2020/1/1 부터 2020/12/31까지
Visa 카드로�당일�결제�금액�최소 T WD 12,000  이상�시,
'여행용�백팩' 1개를�교환하여�드립니다.
-  결제�시�이벤트�조건에�맞는 Visa 카드를�사용하신�후, 
  사은품�교환�시�대만�이외�국가의�여권�또는�입국�기록서와�해당  
  Visa  카드�제시가�필요합니다
-  Visa  카드 1개�당, 기프트 1개�제공으로�제한됩니다
-  기프트�증정을�위해�본인�여권, Visa  카드, 
  그리고�동일�카드로�계산한�영수증을�제시해�주십시오
-  본�혜택은�관내�타�할인�혜택과�동시에�사용할�수�없으며, 현금으로�반환�불가합니다
-  한신백화점과�한신돔�쇼핑광장의�영수증은�합계되어�산정될�수�없습니다
-  사은품�교환: 카드�서비스�센터
-  자세한�내용은�가맹점�이용�약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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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징�갤러리아는�최고의�낙원을�제공합니다. 리젠트�타이베이�호텔에는 
50 여종의� 브랜드� 부티크가� 지하 1~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신이 
특별한�쇼핑을�즐길�수�있도록�개인�쇼핑�도우미�및�서비스를�제공합니다. 

- 본�혜택은 Visa 카드�결제�시에만�적용되며, 
  타�혜택과�동시에�사용할�수�없습니다
- 자세한�내용은�가맹점�이용�약관�참조해�주십시오

혜택�유효�기간: 2020/1/1 부터 2020/12/31까지
Visa 카드로�당일�단품�매장�구매�금액 TWD 5,000 이상�시, 
‘카페�시크릿�가든의�특선�아메리카노＇ 1잔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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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regentgalleria.com

쇼핑

타이베이�리젠트�호텔 
리징�겔러리아
타이베이�리젠트�호텔�리징�갤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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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유효�기간: 2020/4/1 부터 2021/3/31까지
결제�시 Visa 웹사이트의�까르푸�혜택�바코드 
(캡쳐본�또는�인쇄본�가능)와�여권하시면�회원가로�바로�결제�가능합니다
Visa 카드로�당일�본�지점에서�결제�금액 TWD 2,000 이상시 
세금�반환�가능합니다

-  대만�내�전국�각�까르푸�지점�적용�가능
-  혜택�조건은 Visa 카드에�한함
-  할인�품목�및�일부�상품�제외

쇼핑

까르푸(Carrefour)
할인�바코드�제출�시, 
회원가�결제�가능
1959년�프랑스에서�창립된�까르푸는 1963년�최초로�프랑스에서�체인점을 
오픈했습니다. 1999년  Promodes와의� 합병� 이후, 유럽에서는� 첫번째, 
세계에서는� 두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Carrefour는� 프랑스어이며, 
대만에서는 [家樂福까르프]로� 표기되며, '집집마다� 즐겁고� 행복하라' 라는 
까르푸의�경영�철학을�담고�있습니다.

www.carrefour.com.tw

+886-809-001-365



혜택�유효�기간:  2020/1/1 부터 2020/12/31까지
Visa 카드로�그랜드�호텔�안�송학�레스토랑, 금룡�레스토랑, 원안원안�레스토랑, 
그랜드�스테이크�하우스  4개�레스토랑에서�당일�누적�금액 T WD 6,600 이상�결제�시 
'행운이�들어오는�열쇠고리' 하나�교환�가능 
- 결제�시�행사�규정에�맞는 Visa  카드로�결제하셔야�혜택�적용이�가능하며, 
   사은품�교환�시에는�대만�이외�국가에서�발행된�여권�혹은�출입국�증명서와�동일 
   카드�번호로�결제된�영수증을�해당 Visa  카드와�함께�제출하셔야�합니다
- 타�혜택과�결합�사용은�해당되지�않으며, 현금�대용�및�환불은�불가합니다
- 카드 1개�당 1개�기프트�제공으로�제한됩니다
- 교환�장소: 로비 1층�배달�코너
- 자세한�내용은�가맹점�이용약관�참조 7

맛집

국경� 없는� 요리�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송학� 레스토랑은� 백여� 개의 
뷔페식� 식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식, 서양식, 일식의� 정선된� 맛집은 
하객의�미각을�돋보우고, 열린�주방은�요리사의�뛰어난�솜씨를�현장에서 
감상할�수�있는�것�외에�하객의�신선하고�다채로운�식사를�제공합니다.

그랜드�호텔�타이베이
송학�레스토랑
결제�금액에�따른�기프트�제공

타이베이�시�중산구�중산북로 4단1호
+886-2-2886-8888

www.grand-hote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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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요리국연�지정�광동식�활해산물�요리
금룡�레스토랑은�최고의�요리�및�전망을�갖추고�있어, 편안하고�탁�트인�식사�환경으로 
타이베이 101, 다이직교와�기롱�강변의�아름다운�경치를�즐기실�수�있습니다. 또한�다양한 
국제�및�중국/대만�요리�경연�대회�대상을�수상한�허요광�셰프의�다양한�메뉴는�손님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셰프의� 대표적인� 요리로� 채어쌀의� 향, 허수아비, 
천사수구�국화탕이�있습니다.

그랜드�호텔�타이베이
금룡레스토랑
결제�금액에�따른�기프트�제공

혜택�유효�기간:  2020/1/1 부터 2020/12/31까지
Visa 카드로�그랜드�호텔�안�송학�레스토랑, 금룡�레스토랑, 원안원안�레스토랑, 
그랜드�스테이크�하우스  4개�레스토랑에서�당일�누적�금액 T WD 6,600이상�결제�시 
'행운이�들어오는�열쇠고리' 하나�교환�가능
- 결제�시�행사�규정에�맞는 Visa 카드로�결제하셔야�혜택�적용이�가능하며, 
   사은품�교환�시에는�대만�이외�국가에서�발행된�여권�혹은�출입국�증명서와�동일 
   카드�번호로�결제된�영수증을�해당 Visa  카드와�함께�제출하셔야�합니다
- 타�혜택과�결합�사용은�해당되지�않으며, 현금�대용�및�환불은�불가합니다
- 카드 1개�당 1개�기프트�제공으로�제한됩니다
- 교환�장소: 로비 1층�배달�코너
- 자세한�내용은�가맹점�이용약관�참조

타이베이�시�중산구�중산북로 4단1호
+886-2-2886-8888

www.grand-hote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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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타이베이�시�중산구�중산북로 4단1호
+886-2-2886-8888

www.grand-hotel.org

전통적인�강저식�요리의�특징은�신선함, 달콤함, 아름다움의�강조입니다.
정교한�북방�음식과�국수로�유명한�원안원안�레스토랑은�완천익�셰프를�기용하여 
불의� 조정� 시간� 및� 천연� 향신료를� 사용한� 정성어린� 요리를� 강조하며, 절대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색� 음식으로는� 장송미령� 부인이� 가장 
좋아하는� 팥송편이며, 고객께서� 입으로� 먹는� 순간� 마음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느끼시기를�바랍니다.

그랜드�호텔�타이베이
원안원안�레스토랑
결제�금액에�따른�기프트�제공

혜택�유효�기간:  2020/1/1 부터 2020/12/31까지
Visa 카드로�그랜드�호텔�안�송학�레스토랑, 금룡�레스토랑, 원안원안�레스토랑, 
그랜드�스테이크�하우스  4개�레스토랑에서�당일�누적�금액 T WD 6,600 이상�결제�시 
'행운이�들어오는�열쇠고리' 하나�교환�가능 
- 결제�시�행사�규정에�맞는 Visa  카드로�결제하셔야�혜택�적용이�가능하며, 
   사은품�교환�시에는�대만�이외�국가에서�발행된�여권�혹은�출입국�증명서와�동일 
   카드�번호로�결제된�영수증을�해당 Visa  카드와�함께�제출하셔야�합니다
- 타�혜택과�결합�사용은�해당되지�않으며, 현금�대용�및�환불은�불가합니다
- 카드 1개�당 1개�기프트�제공으로�제한됩니다
- 교환�장소: 로비 1층�배달�코너
- 자세한�내용은�가맹점�이용약관�참조



10

맛집

건식과�습식�숙성�스테이크와�신선한�셀프�샐러드바
셰프� 쩡가싱이� 이끄는� 다양한� 건/습식� 숙성� 스테이크와� 바비큐� 요리, 신선한 
샐러드�바, 이탈리안�스파게티와�피자�등의�창의적인�메뉴를�제공하고�있습니다. 
뷔페식� 샐러드� 바에서는� 다양한� 생채소와� 과일, 샐러드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건강하게�먹을�수�있습니다. 그�외에도�다양한�디저트�메뉴도�제공되고�있습니다.

그랜드�호텔�타이베이
그랜드�스테이크
결제�금액에�따른�기프트�제공

타이베이�시�중산구�중산북로 4단1호
+886-2-2886-8888

www.grand-hotel.org

혜택�유효�기간:  2020/1/1 부터 2020/12/31까지
Visa 카드로�그랜드�호텔�안�송학�레스토랑, 금룡�레스토랑, 원안원안�레스토랑, 
그랜드�스테이크�하우스  4개�레스토랑에서�당일�누적�금액 T WD 6,600 이상�결제�시 
'행운이�들어오는�열쇠고리' 하나�교환�가능 
- 결제�시�행사�규정에�맞는 Visa  카드로�결제하셔야�혜택�적용이�가능하며, 
   사은품�교환�시에는�대만�이외�국가에서�발행된�여권�혹은�출입국�증명서와�동일 
   카드�번호로�결제된�영수증을�해당 Visa  카드와�함께�제출하셔야�합니다
- 타�혜택과�결합�사용은�해당되지�않으며, 현금�대용�및�환불은�불가합니다
- 카드 1개�당 1개�기프트�제공으로�제한됩니다
- 교환�장소: 로비 1층�배달�코너
- 자세한�내용은�가맹점�이용약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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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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소비시 "계화�팥떡" 1일분 (총 3개)

- 고궁 Silks Palace 1층�레스토랑에�한해�제공
- 구정 2021/2/10 ~ 2021/2/16기간에는�적용�불가
- 자세한�내용은�가맹점�이용약관�참조

혜택�유효�기간: 2020/4/1 부터 2021/3/31까지
Visa 카드�한번에 TWD 1,000(포함)

맛집

Silks Palace
일정금액�구매�이상, 
계화홍두가오�젤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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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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최고의�신선한�해산물�식당인�딩시엔(頂鮮)타이난�단쯔면�타이베이 101점, 
대만�최고층에�위치하여�타이베이를�구경하기에�적합합니다. 낮에는�타이베이의 
번화함을, 밤에는�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시면서� 최고의� 맛과� 신선한� 향연을 
즐겨보세요. 세련되고� 섬세한� 서비스와� 혁신적인� 요리� 정신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메뉴를�창조하며�전설을�만들어오고�있습니다.
혜택�유효�기간: 2020/4/1 부터 2021/3/31까지
Visa 카드로�결제�시
1. 평일/주말�점심, 저녁, 「셰프�레시피�반찬」1인분�제공
2. 당월�생일�예약손님에게, 「축하만두(壽桃)」1인분�제공
- 주문�시�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및�유효한 Visa  카드�제시�후,

해당�카드로�결제할�경우에만�혜택�제공이�가능합니다
- 타�혜택과�결합�사용은�불가하며, 현금�대용�및�환불은�불가합니다
- 매장�내�사용으로�제한되며, 포장�주문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 카드 1장당, 1인분�증정

맛집

딩시엔(頂鮮)타이난�단쯔면  
타이베이 101점
소비시�셰프�레시피�반찬제공

+886-2-8101-8686
www.dingxian.com.tw/kr

타이베이�시의�신의구�신의로 5단 7호 
86층의(타이베이101빌딩)

 (타이페이 MRT 
   타이페이 101역 4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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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의�진품으로�전통과�현대를�겸비한�대만�요리를�맛보실�수�있습니다.
1977년�타이베이시�쌍성가에서�출발하여, 대만인이�어릴�적부터�먹었던�요리의�맛을�성인이�될 
때� 까지� 즐길�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부터� 맑은� 죽과� 반찬, 
가정식�요리와�안주�등이�많이�회자되는�메뉴입니다. 신예�타이완�식당에서�꼭�먹어봐야�할�대표 
메뉴는�돼지간, 옛날식�탕수갈비, 단하장어, 그리고�식수�대표�디저트인�마돈드�두부, 아몬드�티, 
원앙새� 다과� 등� 고전적인� 대만� 요리들� 입니다. 40년� 동안� 많은� 대만인들과� 함께� 성장해왔으며, 
대만� 음식�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깊게� 연구하여� 해외� 거주� 대만� 교포들이� 그리워하고, 외국인 
친구에게�가장�먼저�대만에서�소개시켜주고�싶은�식당입니다. 
<타이베이�미슐랭�가이드 2018 & 2019> 추천�식당 - 신예�대만�식당�창시점

+886-2-2596-3255
www.shinyeh.com.tw/content/zh/
brand/Index.aspx?BrandId=1

- 주문�시�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및�유효한 Visa카드�제시�후, 
  해당�카드로�결제할�경우에만�혜택�제공이�가능합니다
- 타�혜택과�결합�사용은�불가하며, 현금�대용�및�환불은�불가합니다
- 매장�내�사용으로�제한되며, 포장�주문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 테이블당 1회로�제한되며, 동일�테이블�분리는�불가합니다
- 본�혜택은�창시, 쌍점회관(런치타임�제외), 남서, 충효, 
  신이A9 지점에서만�적용됩니다

혜택�유효�기간: 2020/1/1 부터 2020/12/31까지
Visa 카드로�결제�시, 계절�디저트�제공

맛집

Shin Yeh Taiwanese Cuisine
신예�타이완�식당
계절�디저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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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요리의�새로운�풍미
2013년� 설립되어� 젊은� 세대의� 작은� 모임을� 추구하는� 이지하고� 모던한� 대만� 요리� 브랜드를 
완성했습니다. 요리� 아이디어는� 삶의� 영감에서� 나오는데, 서로� 다른� 소스� 및� 조리� 기법을� 통해 
전통과� 창의를� 동시에� 겸비한� 현대적인� 풍미를� 개발하고� 잇습니다. 전통적인� 대만식� 족발에서 
개량한 'Q탄�세�잔�족발'과�찹쌀과�스크램블의�만남 '찹쌀�고추와�스크램블', 민남어의�조화에서 
따온 '청룡피피치', 누룽지를� 곁들인 '해삼� 새콤탕'과� 독창적인� 재료를� 곁들인 '보도계절빙수' 
등이�있습니다. 정성들여�만든�요리와�맛, 그리고�저렴한�가격은�모두를�만족시켜주고�잇습니다. 
삼삼오오�친구들끼리, 아니면�가족끼리�한자리에�모여�편안하고�쾌적한�분위기에서�대만�요리의 
새로운�맛을�경험해보세요!
<타이베이�미슐랭�가이드 2019> 미슐랭�추천�식당 - 신예�샤우�쥬�남강점

- 주문�시�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및�유효한 Visa 카드�제시�후, 
  해당�카드로�결제할�경우에만�혜택�제공이�가능합니다
- 타�혜택과�결합�사용은�불가하며, 현금�대용�및�환불은�불가합니다
- 매장�내�사용으로�제한되며, 포장�주문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 테이블당 1회로�제한되며, 동일�테이블�분리는�불가합니다
- 본�혜택은�글로벌몰, 링코우, 남강�지점에서만�적용됩니다

혜택�유효�기간: 2020/1/1 부터 2020/12/31까지
Visa 카드로�결제�시, 계절�디저트 1종�무료�제공

Shin Yeh Shiao Ju
신예�샤우�쥬
계절�디저트�무료�제공

+886-2-2785-1819
www.shinyeh.com.tw/content/zh/
brand/Index.aspx?BrandId=3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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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Social Place
소셜�플레이스
결제�시�디저트�제공
인기많은�맛있는�현대식�홍콩�식당
참신한�개념의�소셜�플레이스는, 전통�홍콩�식당과�광동�요리�식당�이미지에서�세련되고 
다양한� 디저트와� 천양� 음식을� 결합시킨� 광동� 요리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담하게�중국�남북의�특색있는�요리에�융합하여�남양의�입맛까지�살린�음식으로, 전통 
중국�요리의�벽이�뚜렷한�요리�국경을�허물었습니다. 맛있는�요리와�혁신을�강조하며, 
홍콩� 디저트를� 다채롭게� 변화시켜� 많은� 손님들이�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하여 
핫이슈가�되었습니다. 모던�푸드�레스토랑의�소셜�플레이스, 전통�디저트와�음식의�틀을 
벗어난�새롭고�발랄한�식사에�초대합니다. 

- 주문�시�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및�유효한 Visa 카드�제시�후, 
  해당�카드로�결제할�경우에만�혜택�제공이�가능합니다
- 타�혜택과�결합�사용은�불가하며, 현금�대용�및�환불은�불가합니다
- 매장�내�사용으로�제한되며, 포장�주문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 상품이�없을�경우, 같은�가격의�다른�제품으로�교환�가능합니다
- 테이블당 1회로�제한되며, 동일�테이블�분리는�불가합니다

혜택�유효�기간: 2020/1/1 부터 2020/12/31까지
Visa 카드로�결제�시, ‘핑크�장미�만두빵’ 1인분�무료�제공

타이베이시�중산구�징예(敬業)3로 20호 5층
(미라마�엔터테인먼트�파크)
+886-2-8502-5358
www.shinyeh.com.tw/content/zh/
Brand/Index.aspx?BrandId=8



- 주문�시�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및�유효한 Visa 카드�제시�후, 
  해당�카드로�결제할�경우에만�혜택�제공이�가능합니다
- 타�혜택과�결합�사용은�불가하며, 현금�대용�및�환불은�불가합니다
- 본�혜택은�대남�중정기, 타이베이�충효점, 타이베이�용캉점, 
  타잉베이�디화점�에서만�적용됩니다
- 자세한�내용은�가맹점�이용약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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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유효�기간: 2020/1/1 부터 2020/12/31까지
Visa 카드로�한번에 TWD 300 이상�결제�시, 디저트 1인분�무료�제공

맛집

도소월
정액�금액�결제�시�디저트�증정
'도소월'의�근원은 1895년�홍씨�선조가�평소�고기잡이로�생계를�유지하다가, 매년 
기후가�좋지�않은�계절에�고기를�잡으로�나가지�못하는�어부들이�가족을�부양하기 
위해�모여서 '소월' 이라고�하는�국수집을�차렸습니다. 처음에는�대나무�짐꾼처럼 
메고� 길을� 따라가며� 팔다가, 노점� 앞에 '도소월' 이라고� 세� 글자를� 종이에� 써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독창적인� 맛으로� 대중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았고, 
나중에는� 전업하여� 면을� 팔았는데, 이것이� 바로 '소월� 탄탄면'의� 유래입니다. 
현재는 4대째�경영이�이어지고�있습니다.

www.noodle1895.com

+886-2-3393-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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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요리의�주력자-청엽식당
청엽� 설립자� 심운영여사는� 중화� 전통� 요리에� 감명을� 받았으며� 그� 맛에 '대만� 요리'가 
부족하다고�생각을�했습니다. '순하고�깊이�있는�요리'의�대만�요리의�진미가�여러므로 
발전�하기를�바랍니다. 그래서�당시 '베이토우�연회�요리'를�주메뉴로�선택했고, 제철 
요리를�요리하여�창립되었다. 타이완�최초의�대만�요리�위주로�영업�하는 "청엽�대만 
요리�레스토랑"입니다. 청엽�레스토랑에서�제일�전통적인�대만요리, 심플하지만�가장 
고향적인�요리는�고객의�개개인의�마음을�사로잡고�지속적으로�발전하여, 한�걸음�한 
걸음씩� 요리의� 색깔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200여� 종의� 전통적인� 대만� 요리, 매� 요리 
마다�그�속의�이야기를�맛보게�됩니다.

맛집

청엽�식당-중산점
결제�시�맛있는�디저트�증정

- 주문시�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및�유효한 Visa 카드�제시�후, 
  Visa로�결제할�경우에만�혜택�제공�가능합니다
- 타�혜택과�결합�사용은�해당되지�않으며, 현금�대용�및�환불은�불가합니다
- 해택�내용은�식당에서만�사용�가능, 포장, 배달, 택배�불포함
- 자세한�내용은�가맹점�이용약관�참조

혜택�유효�기간: 2020/1/1 부터 2020/12/31까지
Visa 카드로�결제�시 "맛난�디저트"일�인�분

+886-2-2571-3859
www.aoba.com.tw/chingye

타이베이�시�중산구�중산북길�일�단 
105번가 10번

(타이페이MRT 중산스테이션 2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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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대래소관’은�다양한�대만의�창의적인�요리로�미식가들의�찬사가�끊이지 
않습니다. 최고�인기�메뉴�루육밥�이외에도�벚꽃�새우�볶음, 죽순�볶음, 
고기와�가지�요리, 편어�양배추, 마늘�모종�볶음, 할로겐�족발�등�수많은 
종류의�정갈하고�맛있는�음식들이�있습니다. 

일정�금액�구매시 5% 할인�적용

- 주문�시�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및�유효한 Visa 카드�제시�후, 
  Visa로�결제할�경우에만�혜택�제공이�가능합니다
- 타�혜택과�결합�사용은�불가하며, 현금�대용�및�환불은�불가합니다
- 본�혜택은�용강점, 금화점�에서만�적용됩니다
- 술과 음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특수�명절은�적용되지�않습니다 
- 자세한�내용은�가맹점�이용약관�참조 

혜택�유효�기간: 2020/1/1 부터 2020/12/31까지
Visa 카드로�평일�한번에 TWD 2,000 이상�결제�시 5% 할인

대래소관

www.dalaifood.com.tw

+886-2-2357-9678



- 주문�시�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및�유효한 Visa 카드�제시�후, 
  Visa로�결제할�경우에만�혜택�제공이�가능합니다
- 타�혜택과�결합�사용은�불가하며, 현금�대용�및�환불은�불가합니다
- 매장�내�사용으로�제한되며, 포장�주문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 테이블�당 1회�할인으로�제한되며, 동일�테이블에서의�분리�결제는�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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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유효�기간: 2020/1/1 부터 2020/12/31까지
Visa 카드로�평일�결제�시�지정�음료�한�개�증정 

맛집

댄싱�크랩

게춤�카니발, 뛰어들�때까지�기다린다!
넥타이를� 풀고 45분� 마다� 새롭게� 나오는� 요리를� 즐겨보세요. 댄싱� 크랩은 
싱가폴에서� 온� 일본식� 매력을� 갖춘� 미국� 남부의 Cajun 요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와� 포크를� 쓰지� 않고� 손으로� 먹는� 식사의� 묘미와� 해물과� 술의 
조합이�주는�맛의�활력을�만끽해보세요.

평일�지정�음료 
한개�구매�시�한개�증정

타이베이시�신의구�송지로 
17번지 4층(미풍�남산)
+886-2-8786-8988
www.shinyeh.com.tw/content/zh/
Brand/Index.aspx?BrandI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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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鼎王)마라샤브는 1991년에�창립했으며, 많은�단계의�전형을�겪어, 중식�전통예술과 
현대미학을� 융합한� 다이닝� 공간으로� 설계했으며, 최초로� 직원들이� 몸을� 숙여� 인사하는 
환영식을�구성했습니다. 제품, 서비스, 용기, 환경부터, 고객에게�오감만족의�다이닝�체험을 
마련하여, 우수한�평가와�서비스�품질의�패션�마라훠궈�레스토랑입니다.

- 특수명절 : 어린이날�청명절�연휴(4/2-4/5), 어버이날(5/10), 단오절�연휴(6/25-6/28), 아버지날(8/8), 
  추석연휴(10/1-10/4), 쌍십연휴(10/9-10/11), 크리스마스(12/25), 신년�카운트다운(12/31), 
  신정(2021/1/1), 설연휴(2/10-2/16), 228연휴(2/28-3/1), 적용되지�않습니다
- 소비�전�대만지역�외의�여권�또는�외국인등록증�및�행사자격에�부합한 Visa 카드를�제출하시고, 
  Visa 카드로�소비전액을�결제할�경우에만�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 본�혜택은�원앙궈�기본비용(TWD 150/테이블)을�받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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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食맛집

정왕마라샤브
원앙(두가지�맛)무료�업데이트 

혜택�유효�기간: 2020/4/1 부터 2021/3/31까지
Visa  카드�및�대만지역�외의�여권�또는�외국인등록증으로�대만�정왕(鼎王)마라샤브에서 
소비할�경우, 무료로�원앙궈(가격 TWD 150)를�업그레이드해�드립니다

www.tripodking.co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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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우궈(無老鍋) 특색상품�아이스크림�두부전골은�국내외�고객의�많은�사랑을�받고�있으며, 
몸을� 숙여� 인사하는� 손님접대의� 예의도� 중국� 사람의� 겸손함� 예의문화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을� 존중함」의� 개념을� 바탕으로� 발전한� 다양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에게 
가장� 성실하고� 존중받는� 서비스를� 느낄� 수� 있게� 하며, 또한� 정왕(鼎王) 그룹의� 특색� 중 
하나입니다. 「인간선경도화원」의� 의미로� 제품, 서비스, 용기, 환경부터, 고객에게� 패션과 
오감의�잔치를�마련했습니다.

무로냄비
원앙(두가지�맛)무료�업데이트

맛집

- 특수명절 : 어린이날�청명절�연휴(4/2-4/5), 어버이날(5/10), 단오절�연휴(6/25-6/28), 아버지날(8/8), 
  추석연휴(10/1-10/4), 쌍십연휴(10/9-10/11), 크리스마스(12/25), 신년�카운트다운(12/31), 
  신정(2021/1/1), 설연휴(2/10-2/16), 228연휴(2/28-3/1), 적용되지�않습니다
- 소비�전�대만지역�외의�여권�또는�외국인등록증�및�행사자격에�부합한 Visa 카드를�제출하시고, 
   Visa 카드로�소비전액을�결제할�경우에만�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 본�혜택은�원앙궈�기본비용(TWD 180/테이블)을�받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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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유효�기간: 2020/4/1 부터 2021/3/31까지
Visa  카드�및�대만지역�외의�여권�또는�외국인등록증으로�대만�우라우궈(無老鍋)에서 
소비할�경우, 무료로�원앙궈(가격 TWD 180)를�업그레이드해�드립니다

www.wulao.co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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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life.com.tw

+886-800-022-118

맛집

Hi-Life 편의점은�연중�무휴�밝음�조명으로�거리를�밝히고�있습니다. 고객에게�더�좋은�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열정, 적극, 엄격의� 경영� 이념으로� 국내외� 우수한� 상품들을� 꾸준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통� 경로를� 이용하여� 공익� 단체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다양한� 공공 
서비스� 사업과� 협조하여 Hi-Life는� 사회의� 일원으로써� 편리한�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할 
도우미가�되고자�합니다.

- 본�혜택은�대만지역�외에서�발급한 Visa카드의�소유가(「소유자」라고함) 본인의�사용에만�해당됩니다. 
  소유자의 Visa가�아래의�상황이�있을�경우, 본�혜택의�권리가�상실됩니다: 악성�부채, 강제�정지, 
  도용으로�인한�사용정지, 신청정지, 잔액부족, 카드�결제기능�오픈하지�않거나�유효기간�경과
- Visa카드�실제카드, 카드�삽입, 센터�등�방식으로�결제(Apple Pay/Google Pay/Samsung Pay/
   garmin pay/�t bit pay/hami pay)등이�포함됩니다. 바코드�결제거래
  (예: LINE PAY, 제커우(街口)지불, 직접불(直接付) 등…)는�허용되지�않습니다
- 본�혜택은�기타�할인혜택과�같이�사용할�수�없습니다
- 혜택내용�또는�가격의�변동이�있을�경우, 본�웹사이트�공고에�따릅니다
- 지점검색： www.hilife.com.tw/storeInquiry_service.aspx

혜택�유효�기간:2020/4/1 부터 2021/3/31까지
Visa 카드를 이용한 외국 여객은 대만 Hi-Life 지점에서 아래의
Hi Café 시리즈�상품�구매�시, 직원에게�혜택�바코드를�제출하고
Visa 카드로�결제할�경우, 30% 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1. 대 Hi Café 아이스�아메리카노 
2. 대 Hi Café 핫�아메리카노

Hi-Life
Hi Café 구매�시
30% 할인�적용

Visa外籍旅客咖啡優惠條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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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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유효�기간: 2020/4/1 부터 2021/3/31까지
Visa 카드로 1회�구매 TWD 1,000 이상�결제시, 
5% 할인 (영수증�합산�불가) 
-  대만�전역�모든�지점�가능
- 본�혜택은�기타�할인혜택과�같이�사용할�수�없습니다
- 자세한�내용은�가맹점�이용�약관�참조해�주십시오

맛집

Cha for Tea 츠차취

www.chafortea.com.tw

+886-800-21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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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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금액�구매시 5% 할인�적용

맛집

Tenren's Tea

혜택�유효�기간: 2020/4/1 부터 2021/3/31까지
Visa 카드로 1회�구매 TWD 1,000 이상�결제시, 
5% 할인 (영수증�합산�불가) 
-  대만�전역�모든�지점�가능
- 본�혜택은�기타�할인혜택과�같이�사용할�수�없습니다
- 자세한�내용은�가맹점�이용�약관�참조해�주십시오www.tenren.com.tw

+886-800-21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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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Sugar & Spice 
슈가�앤�스파이스

혜택�유효�기간: 2020/1/1 부터 2020/12/31까지
참여�지점에서 Visa 카드로 TWD 3,000 달러�이상�단일�결제�시, 
클래식�체크�쇼퍼백 1개�증정
-  1인당 1개�증정으로�제한합니다
-  본�행사는�대만�전역 11개�지점(타이베이�돈남1/타이베이�돈남2/
   타이베이�서광/죽북자강/죽북문희/타이중�숭덕점/타이중�상향/
   타이중�메인/타이중�복야/타이중�봉가/금문점)에서만�적용가능합니다

클래식�체크�쇼퍼백�증정
선물을� 나눈다는� 경영� 이념의� 케이크·과자세트� 전문점으로, 우아한 
브랜드�이미지로�슈가�앤�스파이스만의�행복을�전달해�드리고자�합니다. 
우유�사탕은�수많은�상을�받은�슈가�앤�스파이스만의�명물입니다.

www.sugar.com.tw

+886-800-06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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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ZN Taiwan Pastry
찌우쩐난�페이스트리�가게

美食맛집

혜택�유효�기간: 2020/4/1 부터 2021/3/31까지
Visa  카드를�이용한�기념품�결제시 5%  할인�적용
-  대만�전역�모든�지점에서�가능
-  할인�품목�및�일부분�상품�제외
-  본�혜택은�기타�할인혜택과�같이�사용할�수�없습니다
-  자세한�내용은�가맹점�이용�약관�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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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jzn.com.tw

+886-7-701-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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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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

KUAICHE 콰이처

혜택�유효�기간: 2020/4/1 부터 2021/3/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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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품목�및�일부�상품�제외www.kuaiche.com.tw

+886-2-2226-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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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련지역�중정점, 중화점, 난빈영업소, 역전점, 전중점, 광복점에만�적용됩니다
- 할인�품목�및�일부�상품�제외
- 본�혜택은�기타�할인혜택과�같이�사용할�수�없습니다다 
- 자세한�내용은�가맹점�이용�약관�참조해�주십시오 

혜택�유효�기간: 2020/4/1 부터 2021/3/31까지
Visa카드�및�여권으로�자가제품을�결제할�경우, 5% 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www.amis-mochi.com.tw

+886-800-420-033

아메이(阿美)모찌
일정�금액�구매시 5% 할인�적용
화련� 타이동지역의� 올드� 브랜드 -「아메이� 모찌」. 모찌, 옛� 아메이족은 「뚜런」
이라고� 불렀으며, 축제나� 명절에만� 먹을� 수� 있는� 귀중한� 간식이었습니다. 옛 

「금방절(禁房節)」 시대의� 설에� 따르면, 아메이족� 아내가� 성심껏� 만드� 쫄깃한 
뚜런은�남편이�바다에�나가�물고기를�잡으러�갈�때�먹는�음식이고�아내의�보고싶은 
마음을�위로하는�의미도�있습니다. 아메이족�뚜런의�제작�방법을�이어받아�원주민 
전통음식을�개량하여�화동지역에서�최초로�조로�만든�특산품입니다.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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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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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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쫑시�쫑취(中區) 쯔요루(自由路) 
2뚜안(段) 25번지

혜택�유효�기간: 2020/4/1 부터 2021/3/31까지
Visa  카드를 T WD 1,000 이상�결제�시, 5%  할인할인
-  자세한�내용은�가맹점�이용약관�참조
-  직영점에서만�혜택�가능 (Ziyou Rd.,  Taich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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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ks Place Tainan
타이난�실크�플레이스
숙박�시�선물�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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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 카드�제시�후, 
  Visa 카드로�결제�시�혜택�제공이�가능합니다
- 본�혜택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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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유효�기간: 2020/1/1 부터 2020/12/31까지
Visa 카드는�대만�타이난�실크�플레이스호텔�홈페이지를�통해 ‘일반�층�객실�아침�식사�포함’ 또는
‘일반�층�객실�아침�식사�제외’로�예약되어�있는�대만�타이난�실크�플레이스호텔�티캔 1개를�증정합니다.
(소진�시�다른�사은품을�드립니다.)

숙박

타이난시�중서구�화의로 1호
+886-6-213-6290

www.silksplace-tainan.co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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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예약시�최대 
TWD 30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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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베이�삼중관:
삼화국중역 MRT 근처,새로운�경공업풍�건축 +886-2-2280-7111
• 방마다�다산방�비누를�한�세트�드립니다. (두�개), 
  걸이식�커피팩�두�봉지 (방별형에�따라�아침�식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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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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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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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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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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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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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련중정관：
문학을�테마로�한�호텔로�시내에�위치해�교통이�편리함 +886-3-890-0069

숙박

저스트 슬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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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유효�기간: 2020/1/1 부터 2020/12/31까지
Visa 카드로�해당�숙소�공식�사이트를�통해�예약시�아래의�혜택이�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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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Sleep
저스트�슬립�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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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만의� 이란현� 쟈오시향의� 가장� 번화가에� 위치한� 유명� 온천� 리조트입니다. 
'웰� 스프링� 바이� 실크스' 는 FIH Regent Group에서� 소개하는� 첫번째� 부티크 
스파�호텔입니다.

혜택�유효�기간: 2020/1/1 부터 2020/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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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ilkshotelgroup.com/en/SPYJ/Package/Details/
  8cbb7834-8�0-42e3-9fef-8ec29bcf11ba
- 체크인�시 Visa카드를�제시한�후�결제시에도 Visa 카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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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무료�제공

이란현�쟈오시향�온천로 67번지
+886-3-910-0000

www.wellspringsilks.com

Wellspring by Silks
웰�스프링�바이�실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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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송족탕

전� 관의� 치장콘크리트� 공간은� 건축� 디자이너� 안도� 다다오� 미술관에서� 고용함을 
느끼는�것처럼, 24시간�영업으로�고객을�환영합니다. 쿄토�아라시야마�족탕의�일식 
선풍(禪風) 공간�서비스를�도입하여, 중식�족탕�양생의�개념으로, 족탕의 37도-43
도까지의� 온도� 컨트롤� 등, 중의박사로부터� 제조한� 족탕팩, 귀비미인, 반로환동, 
원기십족, 념화약초(捻花惹草)부터� 마지막� 한� 잔의� 구이링가우(龜苓膏)의� 양생 
서비스까지, 고객을�친구와�가족으로�서비스하는�창립정신을�고집하고�있습니다. 

- 소비전   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및�유효한 Visa카드�제시�후, 
   Visa로�결제할�경우에만�혜택�제공�가능합니다
- 타�혜택과�결합�사용은�해당되지�않으며, 현금�대용및�환불은�불가합니다
- 자세한�내용은�가맹점�이용�약관�참조

혜택�유효�기간:2020/4/1 부터 2021/3/31까지
Visa카드로 마사지 서비스를 결제할 경우, 5%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족탕팩 2개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레져

m.facebook.com/youngsongshu3

+886-2-2571-7333

일정�금액�구매시 5% 할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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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 카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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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여행객들에게�드리는�팁
• 여행이나�외출�시, Visa 카드는�현금�소지로�인해�발생하는�불편함을�해소해   
  드립니다. 카드�소지자께서는�결제�시�카드�보안에�관하여�주의�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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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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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지하철�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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