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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800-008-801

Visa카드와�함께�대만�현지의�맛과�거리�골목, 
신나는�쇼핑, 웅장한�풍경까지�즐겨보세요. 
대만�여행의�즐거움�속에서�뜻밖의�발견도�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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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최대의�백화점�체인인 Shin Kong Mitsukoshi는�세계적으로�유명한�다양한 
브랜드�제품은�물론, 화장품, 전자제품, 현지�음식, 각종�레스토랑을�갖추고�있으며, 
대만의�패션, 요리, 미술품�등을�경험할�수�있는�최적의�장소입니다.

오늘부터2018/12/31까지
Visa카드�및�여권�제시시, 최대 10% 할인�혜택�적용�가능한 「여행객�특별�혜택�카드」제공 
 - 프로모션�기간�중 1인당 1장�교환�가능
 - 일부�브랜드�및�세일�제품은�적용�대상에서�제외

각�지점에서�동일한�카드로�합계�금액 TWD 15,000 이상�구매시, 
무료�사은품「예쁜�증정품」증정합니다.
 - 카드 1개당�일일�무료�사은품 1개�제공 
 - 여권, Visa카드�및�구매�영수증�제시시�사은품�증정
 - 타이페이난시점, 타이페이역앞점, 신이신티엔띠점, 타이쫑강점,
   타이난신티엔띠점에서�혜택�제공

일일 TWD 2,000 이상�결제시, 세금�환급을�받으실�수�있습니다.
 - 세금�환급�및�사은품�증정은�각�지점 1층�서비스�센터에서�가능

쇼핑

Shin Kong Mitsukoshi 백화점
일정액�구매시 10% 할인�및�사은품�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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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저희는

가장�신선한�음식을 

고객님이�누릴�수�있도록

맛보고�싶으신가요 

최선을�다하겠습니다



www.carrefour.com.tw

+886-809-001-365

Visa카드와�함께�대만�현지의�맛과�거리�골목, 
신나는�쇼핑, 웅장한�풍경까지�즐겨보세요. 
대만�여행의�즐거움�속에서�뜻밖의�발견도�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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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 l ite  Wine Cel 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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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카드로�소비시 5%  할인
T WD 5,000  이상�결제시, 10%할인

쇼핑

일정�금액�구매시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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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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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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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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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slitewine.com

+886-2-6638-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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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금액�구매시  5%  할인

64

쇼핑

MIR ADA

1978년부터� 시작된 MIRADA는 아시아� 각지에서� 수입된� 화장품과 
생활용품을�만날�수�있는�곳입니다. 쾌적한�쇼핑�환경과�최상의�서비스를 
약속합니다.　　　　

여권�제시�후 Visa카드로�결제시 5%  할인�적용
 - 전국�지점�가능
 - Visa카드�결제에�한함
 - 세일제품�및�일부�브랜드�적용�대상�제외

www.mhtefc.com.tw

+886-800-0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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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ingxian101.com

타이베이시 쓰린취(士林區) 
쯔샨루(至善路) 2뚜안(段) 221번지
+886-2-2882-9393
www.silkspalace.co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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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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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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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화홍두가오�젤리」 1인분(총 3개) 무료제공
Visa카드로1회�구매�결제금액이 TWD 1,000 이상시�제공 
    (영수증�합산�불가)
     - 고궁 Silks Palace 1층�레스토랑에�한해�제공
     - 구정 2019/2/4 ~ 2019/2/10기간에는�적용�불가
     - 자세한�내용은�가맹점�이용약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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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시엔(D ingxian)  101
미식미경�레스토랑
일정�금액�이상�구매시, 

「클래식�미식‒낙지소시지」무료�증정
대만의� 가장� 높은� 빌딩에� 위치한� 딩시엔101(DING XIAN 101)는� 타이베이의 
대부분을�볼�수�있는�뛰어난�조망을�갖춘�곳으로�낮에는�도시의�번화함을, 밤에는 
매력적인�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계의� 거장, 린빙장(林炳章) 
쉐프가�프랑스�요리법으로�새롭게�창조한�대만식�요리가�손님들을�매혹시킵니다. 
대만을�방문하는�여행객들이�반드시�오셔야�할�곳입니다.　　　　　　　　　　

Visa카드로�세트메뉴�결제시, 
「클래식�미식 ‒ 낙지소시지」 1인분�무료�증정

 - 식사�주문시, Visa카드�제시 
 - 카드 1장당, 1인분�증정(타이베이 101역 4번 출구)+886-2-8101-8686



www.toponepot.com

+886-800-265-168

www.chafortea.com.tw

+886-800-212-542

맛집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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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 FOR TEA 츠차취
일정�금액�구매시 5%  할인�적용

선별된� 훌륭한� 티� 셀렉션과� 천연� 재료를� 이용해� 차� 본연의� 향기를 
보존하는� 곳으로� 유명한 Cha FOR TEA 에서는� 섬세한� 디저트� 차와 
식사를� 제공합니다. 타피오카� 블랙� 밀크티와� 돼지고기가� 들어간� 찐빵 
Oriental Beauty를�추천합니다.   

Visa카드로1회�구매  T WD 1,000  이상�결제시, 
5%  할인 (영수증�합산�불가) 
 - 대만�전역�모든�지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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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실�비장(秘藏)전골
구매시�할인�적용�및�무료�요리�증정

「황실�비장(秘藏)전골」에는�옛스런�중국풍의�인테리어와�특제육수가�돋보입니다. 
3대� 전골: 어선(御膳)마라전골, 라우훠탕(老火湯), 일품� 신김치전골.필수� 주문 
간판요리: 신선(神仙)소고기, 종합�해물세트, 향파�유탸우.

Visa카드�결제시
2018/04/1~2018/09/30：돼지고기 1인분�무료�서비스 (가격: TWD 268)
2018/10/1~2019/03/31：동아레몬셔벗�무료�서비스 (가격: TWD 108)
                                         또는�종합�만두세트(가격: TWD 128) 1인분�무료�서비스
- 주문시  여권이나�외국인�등록증을�소지하고�유효한  Visa카드�제시한 
  후Visa로�결제할�경우에만�혜택�제공�가능
- 한�테이블에 1회만�혜택이�제공되며, 테이크아웃시�적용�불가 
- 구정기간인 2019/02/04~2019/02/10 에는�적용�불가
- 혜택상품은�현장�실물를�근거로�하며, 
  증정완료시�동일한�가격의�다른�상품으로�교체해�드립니다.
- 상세한�방법은�가게내의�공고에�따릅니다.



맛집

맛집

찌우쩐난�페이스트리�가게
(JZN Taiwan Past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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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카드를�이용한�기념품�결제시 5%  할인�적용
 - 대만�전역�모든�지점에서�가능
 - 할인�품목�및�일부분�상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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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Tenren's  Tea
일정�금액�구매시 5%  할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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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카드로1회�구매 T WD 1,000  이상�결제시, 
5%  할인 (영수증�합산�불가)
 - 대만�전역�모든�지점�가능

맛집

www.tenren.com.tw

+886-800-212-542

www.jzn.com.tw

+886-7-701-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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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uaiche.com.tw

+886-2244-8888

타이쫑시 쫑취(中區) 
쯔요루(自由路) 2뚜안(段) 25번지
+886-4-2220-0012
www.sunbooth.com.tw

태양�노점(老店)
일정�금액�구매시 5%  할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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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카드로 T WD 1,000 이상�결제�시, 5%  할인할인
 - 영수증�합산�불가
 - 가맹점�이용약관�확인�필수
 - 직영점에서만�혜택�가능 (Ziyou Rd.,  Taichung)

맛집

콰이처(KUAI CHE)
일정�금액�구매시 5% 할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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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제시�후 Visa카드로 1회�구매  T WD 2,200  이상�결제시, 
5%  할인�적용 (영수증�합산�불가)
 - 대만�전역�남문�본점을�제외한�모든�지점에서�적용�가능
 - 일부�상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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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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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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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박�숙박비에서 TWD 200할인 (조식 2인분�포함)

타이베이�린선(西門)관：
시먼딩�상권에�위치하며, 역사와�역동성을�갖춘�지역 
+886-2-2370-9000 
• 1박�숙박비에서 TWD 300할인 (조식 2인분�포함)

이란쟈우시(宜蘭礁溪)관：
쟈우시(礁溪)지역의�새로운�랜드마크이자�디자인�호텔 
+886-3-910-2000
• 1박�숙박비에서 TWD 300할인(조식 2인분�포함)
  (2018/4/1-~2019/3/31 기간�월-목�체크인�게스트로�제한)

Just Sleep 호텔
온라인�예약시�최대 T WD 300  할인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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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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taiwantour.com

+886-2-2365-3881

www.wellspringsilks.com

Visa카드로�인터넷�예약시, 객실당 1박 T WD 300  할인�혜택이�제공됩니다.
 - 공식�사이트를�통한�예약�필수 http://bit.ly/2EiXr5 
 - 전용�프로모션�코드 「BANKSP」를�반드시�입력 
 - 체크인�시 Visa카드를�제시한�후�결제시에도 Visa카드�사용�필수
 - 본�혜택은�다른�프로모션과�함께�사용�불가
 - 본�혜택은�공휴일�및�전시회�기간에는�유효하지�않으며,
   금/ 토요일�및�공휴일에�대한�예약은�추가�요금이�발생할�수�있음
 - 징취엔(晶泉) 스위트룸에는�본�혜택�적용�불가

숙박

Wellspring by Si lks
인터넷�예약시�최대 T WD 300  할인

북대만의�이란현(宜蘭縣) 쟈오시향(礁溪    )의�가장�번화가에�위치한�유명 
온천�리조트입니다. 「Wellspring by Silks」는 FIH Regent Group에서�소개하는 
첫번째�부티크�스파�호텔입니다.　　　　　　　　　　　　　　　　　　

鄉

MyTaiwanTour
인터넷으로�예약할 
경우 5% o�  할인해�드립니다

여행

MyTaiwanTour는� 온라인상에서� 영문으로된� 대만� 여행� 패키지를� 최초� 선보인 
여행사입니다. 1일� 투어, 대만일주 (생태, 문화� 체험� 등)를� 영문� 가이드� 투어� 등 
댜앙한�상품들이�준비되어�있습니다.　　　　　　　　　

Visa카드로MyTaiwanTour웹사이트에서�아래 4가지�패키지�중�선택해주세요

결제시�할인코드「visa」(소문자)를�입력하면 5%  할인�혜택을 
받으실�수�있습니다.  
 - 모든�투어�일정은 4인�이상�예약�시�진행되며, 
   예약�인원�부족으로�인한�일정�변경�또는�취소�가능
 - 자세한�내용은 www.mytaiwantour.com  에서�확인

＊ 대만 1일�투어 
＊ 지유펀(九份) & 핑시(平溪) 1일�투어
＊ 다(茶)문화 1일�투어
＊ 타이베이101  개인�가이드�투어

1814

이란현(宜蘭縣) 쟈오시향(礁溪   ) 
원취엔루(溫泉) 67번지

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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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2-6638-1168

www.eslite.com

+886-2-8789-3388

Eslite Xin Yi  서점
일정�금액�구매시 10%  할인�적용

아트 플레이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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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카드로 1회�구매�결제금액이 T WD 1,000(포함) 이상은 5%  할인, 
T WD 3,000(포함) 이상은 10%  할인�적용
 -  Eslite문구관, 음악관, 부티크관, 아동관, l iving project관을�포함
 - 위�혜택은 Eslite회원 10%  할인과�결합�적용�불가
 - 할인�상품은�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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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카드로1회�구매�결제금액이  T WD 1,000  이상시 10%  할인
 - 타이베이�송옌(松菸)점, 타이베이�신의(信義)점, 타이베이역 
   앞(站前)점린커우, 산징(林口三井)점, 타이중�종여우(中友)점, 
   타이난�꿈시대점, 가우숑�붜얼(駁二) 지점에서만�적용�가능 
 - Eslite회원 10%  할인과�동시�적용�불가
 - 할인�품목�적용�제외

아트 플레이그라운드

eslite spectrum-expo
일정�금액�구매시 10% 할인�적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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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yashi.com.tw

www.facebook.com/AXES.eslite

+886-2-6636-5888  ext.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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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카드로�결제시 10%  할인(일부�상품�제외)
에스라이트(Eslite) 스펙트럼-AXES  전시�플랫폼에서�구매시 10%  할인
 - 이상�혜택은 Eslite회원�혜택과�결합�사용�불가
 - 할인�품목�적용�불가
 - 타이베이�송옌(松菸)점, 타이베이�신의(信義)점�적용�가능

아트 플레이그라운드

eslite spectrum-AXES
구매시 10%  할인

아트 플레이그라운드

Tainan Hayashi 백화점 
일정�금액�구매시 10% 할인�및�선물�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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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Visa카드로 T WD 5,000  이상�결제시, 
하야시�백화점의�한정판「A4파일�폴더 3 in 1  세트」증정
 - 매월 20세트�한정�수량이며, 소진시�추가�수량�없음
결제시  10%  할인�적용�브랜드:  
라우송상호(老松商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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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시 5%  할인�적용�브랜드: 
크리에이티브�리빙�플랫폼 (1층/2층/3층/6층�위치)/&by TAN&LUCIANA/
Kan's/타이난�하우매이우이(好美味)
일부�상품�결제시 5%  할인�적용�브랜드：
유궈촹이(悠菓創藝)/WANDER/마우리(茂記) 검은�중식�순두부
 - 이용약관�적용�가능하며, 문의사항은�가맹점�직원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위에�명시된�브랜드�상품은�타�프로모션과�함께�사용할�수�없습니다

22

이용�약관

18

타이난 쫑시취(中西區) 
쫑이루(忠義路) 2뚜안(段) 63번지
+886-6-22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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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ootmassage.com.tw

+886-2-2762-2166 (24        )시간

6성급�발마사지�양생회관

레저

발이� 편하면� 몸도� 편한� 법! 국내외� 셀럽들이� 사랑하는� 마사지샵입니다. 대만 
전역 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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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카드로�결제시, 10%  할인
 - 대만�마사지�업계�유일하게 ISO승인을�받은 6성급�마사지�시설로 
   전�지점에서�마사지�서비스�결제시 10%  할인�적용

• 상기�특별�혜택�프로그램은 2018 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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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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구매시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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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S

0080-1-444-123
대만:
+1-303-967-1090

• 전세계 Visa  고객지원센터 (수신자부담):

•  무료WiFi  iTaiwan사용방법：i taiwan.gov.tw/en/을�참조해�주세요
24

대만�지하철�노선도 대만�여행�정보

대만�여행�문의�전화

대만�관광달력
timefortaiwan.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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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iwan.net.tw

대만�숙박정보�사이트
www.taiwanstay.net.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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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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