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디서나즐기는특별한혜택
국내특급호텔객실할인및우대혜택

인천공항 F&B 10%할인

국내 호텔 우대 서비스, 면세점 할인 서비스 등
아메리칸엑스프레스 카드 회원님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다양하고 특별한 혜택을 경험해보세요.



서비스명 가맹점명 제공혜택 이용안내
American
Express

호텔

밀레니엄 서울 힐튼
객실 : 주중 20% 할인, 주말 30% 할인
F&B : 10% 할인

F&B 10% 할인 12월 제외

모든
아멕스 카드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객실 : 20% 할인
F&B : 10% 할인
리버파크 10% 할인

F&B : 연회 제외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객실 : 당일 소매가격에서 주중 15%, 주말 20% 할인
F&B : 10% 할인
스파 : 10%

F&B : 연회, 음료, 주류, 델리 소매품 제외
스파 : 왁싱, 리테일, 제품 제외
*Black out day : 객실, 식음, 스파 통일 적용
2/14, 5/5, 12/24, 12/25, 12/31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JW 메리어트 동대문 서울 스퀘어 F&B : 5~15% 할인

* Tavolo24 15% 할인, BLT Steak 5% 할인
* The Griffin Bar, The Lounge, Seoul Baking Company 10% 할인

(단, Tavolo24, BLT Steak : food only / The Griffin Bar : Beverage only 할인)

* Wine & Whiskey Pairing dinner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10% 할인

호텔 리츠칼튼 서울
객실 : 35% 할인 또는 패키지 1만원 할인
F&B : 10% 할인

F&B : 룰서비스, 연회 제외
* 더 가든 15명 이상 방문시 5% 할인

임피리얼 팰리스
객실 : 주중 30% 할인, 주말 40% 할인
F&B : 10% 할인

오크우드 프리미어 객실 : 30% 할인

켄싱턴호텔 여의도

객실 : 정상가에서 30% 할인
F&B : 10% 할인 / 브로드웨이, 뉴욕뉴욕에서 화인,

위스키 Bottle 주문시, 식사 15% 할인 제공

객실 : 벚꽃축제기간, 불꽃놀이기간, 12/24, 12/31 제외
F&B : 특선 메뉴, 음∙주류, 연회 메뉴 제외

쉐라톤 인천 호텔
객실 : 30% 할인
F&B : 10% 할인

F&B : 음료, 주류 포함, 룸서비스, 미니바, 연회 제외

라마다 서울
객실 : 30% 할인
F&B : 10% 할인

F&B : 음료, 주류, 룸서비스, 미니바 제외

라마다 프라자 제주
객실 : 40% 할인
F&B : 더 블루 20% 할인 / 스코트라, 탐모라, 라마다델리 10% 할인

F&B : 만리향, 블랙스톤즈 제외
* 성수기 기간, 공휴일, 공휴일 전일, 연말연시 할인 적용 제외

프레지던트 호텔 객실 : 20% 할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호텔

객실 : 20% 할인
F&B : 뷔페 런치 10% 할인

객실 : 코엑스 국제행사기간, 연말연시 (12/24~31) 기간 할인 적용 제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객실 : 정상가 기준 35% 할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국도 호텔 객실 : 20% 할인 * 할인 혜택은 아멕스 국내 고객에 한해 제공됩니다.

* 호텔별혜택적용불가기간및항목이있습니다.
* 서비스이용전해당호텔에예약을통해할인이적용된금액을안내받으시기바랍니다.
* 타프로모션및혜택과중복사용이불가하며, 현금화될수없습니다.

* 아메리칸엑스프레스카드전고객이용가능
* 서비스기간 : 2016.01.01~2016.12.31
* 아엑스Selects 콜센터 : 02-3276-3902 (09:00~18:00/주말, 공휴일제외)

American Express Selects : 일반카드서비스



서비스명 가맹점명 제공혜택 이용안내
American
Express

호텔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인천에어포트 호텔

객실 : 주중 45%, 주말 30% 할인

모든
아멕스 카드

해운대 그랜드 호텔
객실 : 주중 70% 할인, 주말 60% 할인, 스위트룸 50% 할인
F&B : 10% 할인

F&B : 룸서비스, 연회 제외
* 국제행사, 크리스마스 이브, 연말 연시, 성수기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스트 호텔
객실 : 정상가 주중 40%, 주말 30% 할인
식음 : 플라츠레스토랑, 쿤스트라운지 5% 할인 (프로모션 상품 제외, 중복할인 불가)

객실 : 여름성수기 기간 (7월 16일 ~8월 16일) 객실 할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 명절과 같은 특정일은 주말 요금 적용

세종호텔
객실 : 30% 할인
F&B : 엘리제, 베르디, 꾸오레 10% 할인

객실 : 일본연휴기간 20% 할인
F&B : 음료, 연회 제외

홀리데이인 광주 F&B : 5% 할인

호텔현대 목포 객실 : 주중 30% 할인, 주말 20% 할인, 성수기 10% 할인

호텔현대 울산 객실 : 30% 할인

켄싱턴 스타 호텔
객실 : 비수기 주중 40%, 주말 30%, 성수기 10% 할인
F&B : 10% 할인

객실 : 스위트룸 제외
F&B : 특선 메뉴, 음료 및 주류 제외
* 성수기 : 공휴일, 공휴일 전일, 연말연시, 7월 중순~8월 중순, 10월 한달(입실기준)

켄싱턴 플로라 호텔
객실 : 비수기 주중 50%, 주말 40%, 성수기 20% 할인
F&B : 10% 할인 (특선메뉴, 음∙주류, 연회제외)

객실 : 비수기 (주중 40%, 주말 20% 할인), 성수기 10% 할인
F&B : 10% 할인 (특선 메뉴, 음∙주류, 연회 제외)  
*2016년 7월 1일부로 혜택 변경

해운대 센템호텔

객실 : 비수기 주중 50%, 주말 40%, 
성수기 주중 40%, 주말 30% 할인

사우나 : 투숙객 2인 무료 제공

성수기 적용 기간 : 여름 성수기, 연말연시, 부산 국제행사 기간(상세일지는 호텔문의)
* 주중 적용 : 일~목 / 주말 적용 : 금, 토, 공휴전일

스위트 호텔 제주
객실 : 스위트 드림 패키지 3만원 할인
F&B : 라 테라스, 라비타 10% 할인, 한우명가 5% 할인

F&B : 라 테라스, 라비타 10% 할인 (조식 및 프로모션 메뉴 요금 할인 불가),

한우명가 5% 할인 (프로모션 메뉴 할인 불가)

제주 KAL 호텔
객실 : 주중 50%, 주말 30% 할인
F&B : 10% 할인, 상설뷔페 20% 할인

객실 : 연휴, 공휴일, 연말연시 주말요금 적용
F&B : 임대업장 및 특별 이벤트 상품 제외

서귀포 KAL 호텔
객실 : 주중 50%, 주말 30% 할인
F&B : 10% 할인, 상설뷔페 20% 할인

객실 : 연휴, 공휴일, 연말연시 주말요금 적용 * 7/15~8/25 할인 적용 제외

F&B : 캠핑존, 야외업장 및 임대업장, 특별 이벤트 상품 제외

제주 오리엔탈 호텔
객실 : 비수기 주중 50% 할인, 주말 40% 할인,

성수기 주중/주말 40% 할인

수안보파크호텔
객실 : 주중 90,000원, 주말 115,000원
F&B : 10% 할인 / 사우나 : 60% 할인

코오롱호텔
객실 : 주중 70,000원, 주말 90,000원 (스탠다드룸에 한함)

사우나 : 50% 할인
* 성수기 및 연말연시 할인 적용 제외
* 슈페리어룸 : 스탠다드룸 가격 기준 1만원 추가

* 객실할인의경우, 별도의명시가없을경우정상가기준에서할인이적용되며, 패키지는제외됩니다.
* 호텔별혜택적용불가기간및항목이있습니다. 서비스이용전해당호텔예약실을통해확인후이용하시기바랍니다.
* 타프로모션및혜택과중복사용이불가하며, 현금화될수없습니다.

* 아메리칸엑스프레스카드전고객이용가능
* 서비스기간 : 2016.01.01~2016.12.31

American Express Selects : 일반카드서비스



서비스명 가맹점명 제공혜택 이용안내 American
Express

공항
F&B

워커힐(마티나 동/서) 10% 할인

모든
아멕스 카드

스카이 허브 라운지 본인 및 동반자 30% 할인 (동반자 2인 까지, 성인요금에 한해 적용)

서울연인단팥빵, 소복, 카페아모제, 
머시주스, 디저트랩, 비원떡집, 

알라스카랩, 더브라운, 
오므토토마토다이닝, 소문, 

콩가메밀족, K-STREET FOOD, 
포베이

15% 할인 * 2016년 6월 30일까지 서비스 제공 후 종료

레지
던스

메이플레이스 객실 : 20%할인 / F&B : 5%할인 (단, 조식 제외)

비비엥 스위트 II 객실 : 40%~60% 할인 / 몽뚜르 10% 할인

서머셋 팰리스 객실 : 10%~40% 할인

프레이저 스위츠 객실 : 10% 할인 (best available daily rate 기준) * 1/1, 12/24, 12/25, 12/31 할인 적용 제외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객실 : 40% 할인 (스튜디오 제외) / 라운지 : 알콜 10%, 비알콜 20% 할인
F&B : 1층 레스토랑 10% 할인

* F&B : 투숙객에 한함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
객실 : 35% 할인 / 라운지 : 알콜 10%, 비알콜 20% 할인
F&B : 1층 레스토랑 10% 할인

* F&B : 투숙객에 한함

여행사 투어 익스프레스 판매가 대비 추가 최대 5% 할인 * 문의 : 02-2022-6600 (국내/외 항공권, 특가상품, 제주 입장권 제외)

렌터카 AJ 렌터카 30%~40% 할인 * 문의 : 1544-1600 (제주도는 기간별 별도의 할인율 적용)

다이닝

피자 파파존스 피자 라지 사이즈 이상 주문시 치킨스트립 (8,900원) 무료 제공 * 콜센터 (1577-8080) 주문 시 가능 (온라인 주문 시 적용 불가)

커피 카페 아티제 커피 1+1 (음료 구매시, 아메리카노 쁘띠사이즈 무료 제공 / Hot 또는 Iced) * 아티제 전국 매장 통합 월 1회, 연 6회에 한함 (삼성본관점, 삼성전자 탕정점, 서울호텔점, 면세2점 제외)

레스토랑

불고기 브라더스 10% 할인 * 1일 결제금액 한도 20만원 (잠실 롯데월드점 제외)

강남면옥(명동점)
제공매장 : 명동점
제공혜택: 갈비찜 1개 주문 시, 냉면 1개 무료제공

* 갈비찜 사이즈 상관없이 1개당 전 냉면 중 선택 1개 무료 제공
단, 중복 할인 제공 불가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Dining Program

무료 에피타이저 또는 무료 와인 혜택
자세한 사항은 www.amexdiningprogram.com에서 확인 바랍니다.

*반드시 사전에 예약하고, 예약시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카드 예약임을 알리고 결제시 혜택이 제공됩니다.
* 1일 1회 제공
* 다른 프로모션 및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 불가
* 음식점의 사정으로 변경/중단 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5~15% 할인
* 일부 브랜드 및 품목 제외
* 부산점,김해공항점, 인천공항점 안내데스크에서아멕스 프리미엄 카드 제시 시 멤버십카드 발급 후 할인 가능

※ 단, 김해공항점은 영업 종료시까지 서비스 제공

동화 면세점 5~15% 할인
* 일부 브랜드 및 품목 제외,  * 안내데스크에서 쿠폰 수령 후 할인 적용 가능
* 세일상품은 30% 미만에 한해 5% 추가 할인

제주 관광공사 지정 면세점 5% 할인 * 일부 브랜드 및 품목 제외

* 아메리칸엑스프레스카드전고객이용가능 * 서비스기간 : 2016.01.01~2016.12.31      * 아멕스Selects 콜센터: 02-3276-3902 (9:00~18:00/ 주말, 공휴일제외)

American Express Selects : 일반카드서비스



서비스명 가맹점명 제공혜택 이용안내 American
Express

쇼핑

오리스 (ORIS) 오리스(ORIS)사계 서비스센터 5% 할인 서비스

* 모멘토 직영매장에서 아멕스 카드로 구매한 오리스(ORIS)시계로 미림시계(주) 서비스센터 이용시 혜택 제공
* 반드시, 보증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 서비스센터 접수는 직영매장 방문/ 센터 직접방문/ 우편접수 모두가능 합니다.
* 우편접수 시, 아래 전국 진영매장에서 수령 및 결제 시 할인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문의 : 수신자부담 전화 번호 080-757-9866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 서비스센터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71 (관철동) 계원빌딩 12층 미림시계(주)

* [모멘토 직영매장]
- (롯데백화점)본점/잠실점/영등포점/청량리점/수원점/중동점/평촌점/구리점/광주점/대전점/대구점/부산본점/센텀시티점/

광복점/동래점/울산점/창원점
- (현대백화점)본점/신촌점/무역센터점/킨텍스점/충청점, (신세계백화점)인천점/센텀시티점
- (AK플라자)구로본점/수원점/원주점, (갤러리아백화점)진주점/대전점

* 해당 점은 사전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아멕스
카드

아이포터 배송비 10% 할인서비스

* 배송비 10% 할인서비스 (상시)
* 신규회원은 배송비 쿠폰 $5 추가발급 혜택제공 (1회)
- 아멕스카드로 배송비를 결제시 제공
- 아멕스 카드 비사용시 아이포터내에서 아멕스 회원 인증을 하기 전 등급으로 돌아감
- $5할인쿠폰은 발급일로부터 30일 유효(재발급 불가 함)
- 자체 프로모션 및 타 프록모션과 중복으로 제공불가
- 제공사이트 : www.iporter.com

비드바이코리아 대행수수료 10,000원 할인쿠폰 지급

* 대행수수료 10,000원 할인쿠폰 지급(상시)
- 아멕스 카드로 거래된 건 중 구매완료(수령확인)건에 대해 발급
- 모터스 상품과 입찰보증금 결제는 제외됩니다.
- 10,000 할인쿠폰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유효(재발급 불가 함)
- 타 프로모션과 중복 제공가능
- 제공사이트 : www.ibidbuy.co.kr

Forzieri.com 10% 할인, 해외 무료 배송 www.forzieri.com/amex

한국
문화재재단

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

3%~5% 할인

* 위치 : 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 면세구역 3층 동편/서편
* 이용방법
- 아멕스 카드 결제 시 혜택 제공
- 다른 프로모션 혜택과 중복이용이 불가
- 100만원 이상 구매 시 5% 할인

* 특약 협력사업 제작 상품 할인 제외

고궁 뜨락 뮤지엄 샵 3%~5% 할인

* 위치 : 국립고궁박물관 1층
* 이용방법

- 아멕스 카드 결제 시 혜택 제공
- 다른 프로모션 혜택과 중복이용이 불가
- 100만원 이상 구매 시 5% 할인

* 특약 협력사업 제작 상품 할인 제외

영어교육 스피쿠스 전화 영어 / 동영상 강의 10% 할인

* 스피쿠스 홈페이지 (http://www.spicus.com)에서 아멕스카드 번호 앞 6자리 입력 시,
10% 할인 쿠폰 발급

* 결제 시 쿠폰 할인 적용 가능
* 월 1회 할인가능

American Express Selects : 일반카드서비스



서비스명 가맹점명 제공혜택 이용안내
American
Express

화웨 유니스
10% 할인 (꽃/난/관엽)
20% 할인 (화환)

* 문의 : 032-321-6862

모든
아멕스 카드

스파

반얀트리 스파 아멕스 Special 프로그램 (120분) 39% 할인 (193,000원) * 국내 고객만 사용 가능

JW 메리어트 (마르퀴스 더 말) 스
파

10% 할인
* 왁싱 및 소매품 제외
* 2/14, 5/5, 12/24, 12/25, 12/31 할인 적용 제외

엘룩스 청담 10% 할인

호텔 프리마 여성 사우나 10% 할인 *본인 입장료에 한함

잡지

포브스코리아
정기 구독 37% 할인

* 문의 : 02-6416-3920
* 결제 전 할인 요청을 하시면, 아멕스 카드 확인 절차 후 서비스 이용 가능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정기구독 41% 할인

뉴스위크

병원
임피리얼팰리스 치과

우대 혜택
밝은 세상 안과

American Express Selects : 일반카드서비스



지역 빌딩명 주소 이용시간 가능요일

서울
지역

센트럴 플래이스
서울시 중구 중림동 419 (충정로역 4번출
구)

5:00~24:00

월~일
오토웨이타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8 24 hours

8 세컨즈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5-12 10:00~22:00

KT 스퀘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5-3 24 hours

카이트 타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6-1
6:00~23:00 (월~금)
9:00~16:00 (토)*일요일 서비스 불가

월~토

RAK 사당 빌딩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8-22 8:00~21:00 (월~일) 월~일

한국컴퓨터 빌딩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5 7:00~22:00 (월~토) *일요일 무료 개방 월~토

플래티넘타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11
9:00~23:00 (월~금)
10:00~21:00 (토~일)
*보안셔터 : 24:00~06:00

월~일

코스모타워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58-1 24 hours

양평 빌딩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65 24 hours

농협 캐피탈 빌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3
8:00~23:00(월~금)
11:00~20:00 (토~일)

에코 테라스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67-1 24 hours

글로리아 타운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8-1
10:30~22:30 (월~금)
12:00~20:00 (토~일)

남산 스퀘어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60-1 24 hours

경기
지역

탑 빌딩 경기도 분당구 야탑동 361-4 24 hours

인천
지역

베스트 웨스턴 호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4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인천에어포트 호텔)

7:00~23:00 (월~금)
9:00~18:00 (토~일)

홈플러스 인천 논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50-1 9:00~00:00*2, 4주째 일요일 휴무

부산
지역

KTB 대한통운 빌딩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1-1
(대한통운빌딩)

7:00~22:00 (월~금)
9:00~20:00 (토~일)

가맹점 제공혜택 이용안내 American
Express

윌슨
파킹

총 결제 금액에서 20% 할인
(월정기, 일, 시간)

• 무인 &유인 자동 결제 시스템
• 사이트 : www.wilsonparking.co.kr

모든
아멕스 카드

주차할인서비스

• 윌슨파킹
* 윌슨파킹상세정보

☐

* KTB 대한 통운빌딩 주차장은 운영업체가 변경되었으나, 할인 서비스는 동일하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American Express Selects : 일반카드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