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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UP

SPECIAL BENEFITS FOR YOU
프리미엄카드서비스

Travel _여행

Be My Guest _다이닝

Shopping _쇼핑

Entertainment _엔터테인먼트

◀ 아메리칸엑스프레스 프리미엄 서비스의 등급별 표시입니다.  * 서비스 기간 : 2017년 12월31일 까지Platinum Platinum Elite Ultra



TRAVEL
특별한혜택과함께하는여행
언제나즐거운여행, 공항에서부터특별한혜택을만나보세요. 
아멕스회원님을위한프리미엄서비스를누리실수있습니다.



Travel : 여행서비스

공항리무진/공항철도서비스

• 공항리무진버스/공항철도티켓무료제공

[아멕스프리미엄카드로50만원이상의항공권구매후,해당e티켓을카드와함께제시하는고객에한해제공됩니다.]

가맹점 위치 해당노선 이용안내 제공혜택
American
Express

통합매표소
(032-741-6400)

[내부]
인천공항 1층
4, 9번게이트옆

[외부]
인천공항 1층외부
6, 7, 8번게이트앞

[운영시간]
6:00~22:00

인천공항출발
전노선

티켓금액 1만원
초과시, 차액본인부담

무료편도
티켓제공

KAL 리무진
직영매표소

(032-742-5103)

인천공항 1층내부
4번게이트옆

[운영시간]
5:40~21:30

1 시청, 2남산,
3A 강남, 3B 코엑스,
4 잠실

해당 5개노선에한함
차액부담없음

공항철도
직통열차전용
고객안내센터
(국번없이 1599-7788)

[인천공항] 지하 1층
공항철도
직통열차전용
고객안내센터

[운영시간]
5:20~21:30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철도의
직통열차

차액부담없음
티켓반환시,

반환수수료고객부담

*발급카드사및발급상품에따라서비스제공여부, 연간서비스제공횟수가다르게적용될수있으니해당여부는발급카드사에문의바랍니다.
*아멕스프리미엄카드로 50만원이상의항공권구매후, 해당 e티켓을제시하시면됩니다.

☐

Platinum Platinum Elite The PlatinumE TP

E TP



Travel : 여행서비스

공항무료커피서비스

• 핫아메리카노무료제공

[아멕스프리미엄카드와출국당일탑승권(보딩패스)을함께제시하는고객에한해제공됩니다.]

공항 가맹점명
American
Express

인천공항

면세지역
커피앳웍스(2)/ 파스쿠찌/ 잠바주스(2)/ 파리바게트(2)/
파리크라상키친/ 던킨도너츠(3)/ 빚은(2)

일반지역
커피앳웍스/ 파리바게트/ 투썸플레이스(4)/ 쁘띠첼(2)/
투썸커피(2)/ 뚜레쥬르/ 뚜레쥬르카페/ 카페아모제

김포공항국제선
면세지역 카페프렌치키스

일반지역 카페 드스페셜티스

*발급카드사및발급상품에따라전월일시불/할부이용실적이 30만원이상인회원에게만제공가능합니다.
*스몰사이즈의핫아메리카노가무료제공되며, 추가결제시다른메뉴로대체가능합니다
*아멕스프리미엄카드와당일탑승권(보딩패스)을함께제시하시는당일출국예정고객에한하여혜택이제공됩니다
*1인 1회에한하여제공됩니다.타매장과중복이용불가

공항F&B 할인서비스

• 공항내F&B매장10%~15%할인서비스제공

공항 가맹점명 제공혜택
American
Express

인천공항

면세지역 손수헌/ 버거헌터/ 사보텐/ 반주/ 싱카이/ 모짜루나

15% 할인

일반지역
소복/ 카페아모제/ 디저트랩/ 알라스카랩/ 
더브라운/ 오므토토마토다이닝/ 소문/ K-STREET FOOD/ 포베이/
서울/백미당

김포공항국제선 일반지역 하늘찬, 카페드스페셜티스(식사류에한함) 10% 할인

*아멕스프리미엄카드로전액결제시할인혜택을받으실수있습니다
*1일1회에한하여제공됩니다.타매장과중복이용불가

Platinum Platinum Elite UltraE UP

☐

☐

Platinum Platinum Elite The PlatinumE TP

E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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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 여행서비스

구분 제공혜택 적용조건 적용차량 지역
회원할인번호(CDP)/

프로모션쿠폰(PC)번호
American
Express

기본
혜택

추가 10%할인
*현지요금비교최대 30%할인.

(단,할인율은임차기간,차량 size, 지역에따라 다를수있음)
전차량

허츠직영전
영업소

1995681(CDP)

추가
혜택

네비게이션 1일무료 3일이상차량이용시

Compact, Mid, Full Size 미국,캐나다

181381(PC)

네비게이션 2일무료 5일이상차량이용시 173202(PC)

$25추가할인 6일이상차량이용시
Mid size 이상등급

(Hertz Collection 차량제외)
미국, 캐나

다
152224(PC)

$20 추가할인 5일 이상차량이용시
Compact size 이상등급

(Hertz Collection 차량제외) 유럽 963992(PC)

A$20/NZ$20 추가할인 4일이상차량이용시
모든차량등급

(Hertz Collection 차량제외)
호주, 뉴질

랜드
194375(PC)

해외렌터카할인및우대서비스

• 허츠직영영업소에서차량이용시할인및우대서비스제공

*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룩셈부르크
* 한국 거주 아멕스 프리미엄 회원에 한하여 적용되며, 출국 최소 24시간 사전 예약 및 Amex Platinum회원할인 프로그램 번호(CDP)와 해당 프로모션쿠폰(PC)번호를
인증하신 회원에 한해 적용 됩니다.

* 해당 국가의 허츠 직영 영업소에서 차량 이용 시 적용됩니다.
* 다른 할인행사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Blackout (공휴일 및 박람회 기간) 기간이 적용됩니다.
* 임차연령은 만 25세 이상이며, 유효한 국내(발급 1년이상)/국제 운전면허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 허츠의 기본 임차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약문의]
-허츠 렌터카 해외 예약 센터 : 1600-2288 / reskorea@hertz.com
-온라인 예약 사이트 : www.hertz.co.kr

☐

E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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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 여행서비스

지역 빌딩명 주소 이용시간 가능요일

서울지역

트윈시티타워 서울시용산구동자동 56 24 hours

월~일
우덕빌딩 서울시강남구역삼동 832-2 24 hours

8 세컨즈 서울시강남구신사동 535-12 10:00~22:00

KT스퀘어 서울시강남구역삼동 675-3 24 hours

카이트타워 서울강남구역삼동 706-1 6:00~23:00 (월~금) / 9:00~16:00 (토) *일요일서비스불가
월~토

크레디트센터 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 217 7:00~21:00 (월~금) / 7:00~12:00 (토) *일요일서비스불가

RAK사당빌딩 서울시동작구사당동 1008-22 8:00~21:00 (월~일) 월~일

한국컴퓨터빌딩 서울시동작구신대방동 395-65 7:00~22:00 (월~토) *일요일무료개방 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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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일

코스모타워 서울시성동구도선동 58-1 24 hours

양평빌딩 서울시영등포구선유로 165 24 hours

농협캐피탈빌딩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45-3 8:00~23:00(월~금) / 11:00~20:00 (토~일)

에코테라스 서울시은평구진관동 67-1 24 hours

글로리아타운 서울시종로구평창동 158-1 10:30~22:30 (월~금) / 12:00~20:00 (토~일)

경기지역 탑빌딩 경기도분당구야탑동 361-4 24 hours

인천지역
베스트웨스턴호텔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50-4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인천에어포트호텔)

7:00~23:00 (월~금) / 9:00~18:00 (토~일)

홈플러스인천논현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 650-1 9:00~00:00  *2, 4주째일요일휴무

부산지역 KTB대한통운빌딩
부산광역시동구초량1동 1211-1
(대한통운빌딩)

7:00~22:00 (월~금) / 9:00~20:00 (토~일)

가맹점 제공혜택 이용안내
American
Express

윌슨파킹 총결제금액에서 20%할인
• 월정기금액할인의경우, 년4회에한함
• 무인&유인자동결제시스템
• 홈페이지 : www.wilsonparking.co.kr

주차할인서비스

• 윌슨파킹

* 윌슨파킹상세정보

☐

• KTB 대한 통운빌딩 주차장은 운영업체가 변경되었으나, 할인 서비스는 동일하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주차장 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차장 운영업체(1899-1387)에 문의 바랍니다.

E TP

Platinum Platinum Elite The PlatinumE TP

http://www.wilsonparking.co.kr/


Travel : 여행서비스

지역 호텔명
American
Express

서울지역
밀레니엄서울힐튼/그랜드워커힐/ JW메리어트호텔서울/구)리츠칼튼서울/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임피리얼팰리스/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호텔/
오크우드프리미어코엑스/켄싱턴호텔여의도/라마다서울호텔/프레지던트호텔/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강남,국도)/세종호텔/ 반얀트리클럽앤스파
서울/베스트웨스턴서울가든호텔/ 코트야드메리어트남대문/골든튤립엠서울

부산지역 해운대센텀호텔/해운대그랜드

제주지역 KAL호텔(제주,서귀포)/스위트호텔제주/제주오리엔탈호텔/라마다프라자제주/켄싱턴제주

기타지역
쉐라톤인천호텔/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인천에어포트호텔/켄싱턴스타호텔/켄싱턴플로라호텔/수안보파크호텔/코오롱호텔/호텔현대목포/호
텔현대울산/대구그랜드호텔/네스트호텔/ 코트야드메리어트판교

호텔서비스

• 국내특급호텔객실,F&B및부대시설할인

* 상기혜택은다른프로모션및혜택과중복사용이불가능하며,현금화될수없습니다.
* 호텔별할인적용불가기간이있습니다. 반드시미리예약해주십시오.

* 객실 5~70% 할인

지역 호텔명 제공혜택
American
Express

서울지역

그랜드워커힐/ JW메리어트호텔서울/구)호텔리츠칼튼서울/ 임피리얼팰리스/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호텔/ JW메리어
트동대문스퀘어서울/ 여의도메리어트/라마다서울/ 세종호텔/그랜드힐튼호텔/콘래드서울/쉐라톤서울팔래스강
남/ 밀레니엄서울힐튼/반얀트리클럽앤스파서울/ 코트야드메리어트남대문

F&B 10%할인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강남 뷔페런치 10% 할인

켄싱턴호텔여의도 F&B 10~15% 할인

부산지역 해운대그랜드/ 노보텔앰배서더부산 F&B 10%할인

제주지역

KAL호텔 (제주/서귀포) F&B 10~20%할인

스위트호텔제주 F&B 10%할인/한우명가5%할인

라마다프라자제주 (만리향,블랙스톤즈제외) F&B 10% 할인/더블루 20%할인

기타지역

코트야드메리어트판교 F&B 15% 할인

쉐라톤인천/켄싱턴스타호텔/수안보파크호텔 F&B10% 할인

홀리데이인광주/ 네스트호텔 /켄싱턴플로라호텔 F&B 5%할인

*상기혜택은다른프로모션및혜택과중복사용이불가능하며,현금화될수없습니다.
* 호텔별할인가능매장및상세내용은다음페이지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반드시미리예약해주십시오.

* F&B 5~20% 할인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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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 여행서비스

지역 호텔명 주소 제공혜택 이용안내 예약문의 홈페이지

서울
지역

밀레니엄서울힐튼 서울시중구소월로 50 객실 :주말30%할인,주중20%할인/  F&B : 10% 할인 F&B 10% 할인(12월제외) 02-753-7788 www.millenniumseoulhilton.co.kr

그랜드힐튼 서울시서대문구연희로 353 F&B10%할인 F&B : 연회, 미니바, 룸서비스, 음주류제외 02-3216-5656 www.grandhiltonseoul.com

그랜드워커힐 서울시광진구워커힐로 177 객실 : 20% 할인/ F&B : 10%할인/ 리버파크10%할인 F&B:연회제외 02-455-5000 www.sheratonwalkerhill.co.kr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서울시서초구사평대로 160 객실 :정상가30%할인
F&B : 10%할인 (단, 10인이하까지적용가능)

객실 : 12/24, 12/31 제외
F&B: 에이치가든, 투톤, 다봉, 서궁10% 할인

02-532-5000 www.seoulpalace.co.kr

JW 메리어트호텔서울 서울시서초구신반포로 176
객실 :당일소매가격에서주중15%할인,주말20%할인
F&B: 10% 할인
스파 : 20%할인

F&B:연회/음료/주류,델리소매품제외
스파 :왁싱,리테일제품제외
2/14, 5/5, 12/24, 12/25, 12/31 할인제외(객실, F&B, 스파동일적용)

02-6282-6282 www.jw-marriott.co.kr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서울종로구청계천로 279 F&B : 10% 할인
BLT Steak 할인제외
2/14, 3/14, 5/5, 5/8, 12/24, 12/25, 12/31 할인제외
* Wine & Whiskey Pairing dinner 사전예약자에한하여10% 할인

02-2276-3000 www.jwmarriottddm.com

구) 리츠칼튼서울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 120 객실 : 35%할인또는패키지1만원할인
F&B: 10%할인/더가든15명이상방문시5%할인

F&B:룸서비스,연회제외
* 1/1~7/31 까지영업이중단됩니다.

02-3451-8000 www.ritzcarltonseoul.com

임피리얼팰리스서울 서울시강남구언주로 640 객실 :주중30%할인,주말40%할인
F&B : 10%할인

* 12/24, 12/31 할인이적용되지않습니다. 02-3440-8000 www.imperialpalace.co.kr

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호
텔

서울시구로구경인로 662번지
객실 :당가최적가기준10%할인
F&B: 10%할인

F&B : 10%
* 2/14, 5/5, 12/24, 12/31 할인이적용되지않습니다.

02-2211-2000 www.sheratonseouldcubecity.co.kr

오크우드프리미어
코엑스센터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87길 46번지 객실 : 30%할인 02-3466-7000 www.oakwoodpremier.co.kr

켄싱턴호텔여의도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76길 16
객실 :정상가에서30%할인
F&B : 10% 할인/브로드웨이, 뉴욕뉴욕에서와인,위스키Bottle 주문시, 식사15% 
할인제공

객실 : 벚꽃축제기간, 불꽃놀이기간, 12/24, 12/31 제외
F&B : 특선메뉴, 음∙주류, 연회메뉴제외

02-6670-7000 www.kensingtonyoido.co.kr

여의도메리어트 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8 F&B:파크카페10%할인
스파 : 10%할인

02-2090-8000 www.measeoul.com

콘래드서울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10 F&B : 10% 할인 (Food only) * 1/1, 12/20~12/31은할인이적용되지않습니다. 02-6137-7000 www.conradseoul.co.kr

라마다서울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 410 객실 : 40%할인/ F&B : 10%할인 F&B:음료,주류,룸서비스,미니바제외 02-6202-2000 www.ramadaseoul.co.kr

프레지던트호텔 서울시중구을지로 16 객실 : 20%할인 02-753-3131 www.hotelpresident.co.kr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강남호텔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 139 객실 : 20%할인/ F&B : 뷔페런치10%할인 객실 :코엑스국제행사기간,연말연시(12/24~31)기간할인적용제외 02-6474-2000 www.bestwesterngangnam.com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서울가든호텔

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 58 객실 :정상가기준35%할인 02-710-7111 www.seoulgarden.co.kr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국도호텔

서울시중구을지로 164 객실 : 20%할인 *  할인혜택은아멕스국내고객에한해제공됩니다. 02-6466-1234 www.hotelkukdo.com

세종호텔 서울시중구퇴계로 145 객실 : 30%할인/ F&B : 엘리제,베르디10%할인 객실 :일본연휴기간20%할인/ F&B : 음료,연회제외 02-773-6000 www.sejong.co.kr

반얀트리클럽앤스파서울 서울시중구장충단로 60 객실 :주중10%할인(정상가기준/패키지제외)
F&B: 10%할인 (Foodonly)

객실 : 1/1~2, 7/21~8/20, 9/29~10/9, 12/22~31 제외
식음할인대상매장 : 그라넘다이닝라운지, 문바, 페스타비스트로앤
바

02-2250-8080 www.banyantreeclub.com

골든튤립엠서울 서울시중구남대문로5길 15 객실: 30%할인(정상가기준) * 12/24, 12/25, 12/31 할인 적용 제외 02-772-0900 http://en.goldentulipmseoulhotel.com/

코트야드메리어트남대문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9 객실 : 패키지10% 할인
F&B : 모모카페,모모라운지& 바10% 할인

객실 : 12/22,12/23, 12/24, 12/29, 12/30, 12/31 제외
F&B : 12/24, 12/25, 12/31 제외

02-2211-8000 http://www.courtyardnamdaemun.com/

부산
지역

해운대센텀호텔 부산시해운대구센텀3로 20 객실:성수기(주중40%,주말30%할인) / 비수기(주중50%,주말40%할인)
사우나:투숙객2인무료제공

* 성수기적용기간 : 여름성수기, 연말연시,국제행사기간 051-720-9000 www.ecentumhotel.com

해운대그랜드호텔 부산시해운대구해운대해변로 217 객실 : 주중 70% 할인, 주말 60% 할인, 스위트룸 50% 할인
F&B : 10% 할인

F&B : 룸서비스, 연회제외
* 국제행사크리스마스이브,연말연시, 성수기는할인이적용되
지않습니다.

051-740-0114 www.grandhotel.co.kr

* 호텔별상세정보



Travel : 여행서비스

지역 호텔명 주소 제공혜택 이용안내 예약문
의

홈페이지

제주
지역

제주 KAL 호텔 제주도제주시중앙로 151 객실 : 주중 50%, 주말 30% 할인
F&B : 10% 할인, 상설뷔페 20% 할인

객실 : 연휴, 공휴일, 연말연시주말요금적용
F&B : 임대업장및 특별이벤트상품제외

064-724-2001 www.kalhotel.co.kr

서귀포 KAL 호텔 제주도서귀포시칠십리로 242 객실 : 주중 50%, 주말 30% 할인
F&B : 10% 할인, 상설뷔페 20% 할인

객실 : 연휴, 공휴일, 연말연시주말요금적용
*7월 15일부터 8월 25일제외

F&B : 캠핑존, 야외업장및임대업장, 
특별이벤트상품제외

064-733-2001 www.kalhotel.co.kr

스위트 호텔 제주 제주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72번길 67 객실 : 스위트드림패키지 30,000원할인
F&B : 라테라스, 라비타 10% 할인, 명우한가5% 할인

F&B : 라테라스, 라비타 10% 할인
(조식및프로모션메뉴요금할인불가
한우명가 5% 할인(프로모션메뉴할인불가)

064-738-3800 jeju.suites.co.kr

제주 오리엔탈 호텔 제주도제주시탑동로 47 객실 : 성수기 (주중, 주말 40% 할인)
비수기 (주중 50%, 주말 40% 할인)

064-752-8222 www.oriental.co.kr

라마다 프라다 제주 제주도제주시탑동로 66
객실 : 40% 할인
F&B : 더블루 20% 할인,

스코트라, 탐모라, 라마다델리 10% 할인

F&B : 만리향, 블랙스톤즈제외
* 성수기기간,공휴일공휴일전일,연말연시할인적용제외

064-729-8100 www.ramadajeju.co.kr

켄싱턴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72번
길60

객실 : 패키지 5%~10% 할인
F&B : 10% 할인 (연회, 룸서비스제외)

객실: 럭셔리올인크루시브5%, ,  럭셔리올인크루시브액티브5% 할인,  
그외일반패키지10% 할인

064-735-8900 http://www.kensingtonjeju.com/

기타
지역

쉐라톤 인천 호텔 인천시연수구컨벤시아대로 153 객실 : 30% 할인
F&B : 10% 할인

F&B : 음료, 주류포함, 연회, 룸서비스, 미니바제외 032-835-1000 www.incheonsheraton.com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인천 에어포트 호텔

인천시중구공항로 424번길 48-27 객실 : 주중 45%, 주말 30% 할인 032-835-1000 www.incheonsheraton.com

켄싱턴 플로라 호텔 강원도평창군진부면진고개로 231
객실 : 비수기주중 40% 할인, 주말 20% 할인, 성수기 10% 할인
패키지 : 5% 할인 (중복할인불가)
F&B : 5% 할인(프로모션및특선메뉴, 음.주류, 연회제외)

객실 : 극성수기 (7/22~8/15)할인제외 033-330-5000 www.kensingtonflorahotel.co.kr

켄싱턴스타호텔 강원도속초시설악산로 998
객실 : 성수기 (10% 할인 )

비수기 (주중 40% 할인, 주말 30% 할인)
F&B : 10% 할인

객실 : 스위트룸제외
F&B : 특선메뉴, 주류, 연회제외
* 성수기 : 공휴일, 공휴일전일, 연말연시,

7월중순 ~ 8월중순, 10월한달(입실기준)

033-635-4001 www.kensington.co.kr

수안보파크호텔 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탑1길 36
객실 : 주중 90,000원, 주말 115,000원
F&B : 10% 할인
사우나 : 60% 할인

080-700-7800 www.suanbopark.co.kr

코오롱 호텔 경상북도경주시불국로 289-17 객실 : 주중 70,000원, 주말 90,000원 (스탠다드룸에한함)
사우나 : 50% 할인

*성수기및연말연시할인적용제외
*슈페리어룸 : 스탠다드룸가격기준 1만원추가

1600-8668 www.kolonhotel.co.kr

호텔현대목포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대불로 91 객실 : 주중 30% 할인, 주말 20% 할인, 성수기 10% 할인 061-463-2233 www.hyundaihotel.com/mokpo

호텔 현대 울산 울산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 875 객실 : 30% 할인 052-251-2233 www.hyundaihotel.com/ulsan

대구 그랜드 호텔 대구시수성구동대구로 305 객실 : 40% 할인 053-742-0001 www.taegugrand.co.kr

네스트 호텔 인천광역시중구영종해안남로 19-5

객실 : 패키지 1만원할인
판매가기준 10% 할인 (패키지할인제외)

식음 : 플라츠레스토랑, 쿤스트라운지 5% 할인
(조식, 리테일상품, 프로모션상품제외)

객실 : 10% 할인 (패키지 제외)
12월 24일, 31일 제외

032-743-9000 www.nesthotel.co.kr

홀리데이인 광주 광주시서구상무누리로 55 F&B : 5% 할인 062-610-7000 www.holidayinngwangju.co.kr

코트야드 메리어트 판교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 192번길 12 객실 : 20% 할인
F&B : 15% 할인

031-8060-2000 http://www.courtyardpangyo.com/

* 호텔별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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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vel : 여행서비스

가맹점 제공혜택 이용안내
American
Express

엘리펀

• 전통고택, 명품한옥이용
시, 3% 할인

• Early Check in/ Late Check 

Out 서비스제공

• 고객센터 : 02-730-1700 (평일9:30 ~ 18:00)
• 홈페이지 :  http://www.elefuns.co.kr 
• 고객센터통해아멕스카드서비스사전요청시, 우대혜택제공됩니다.
• Early Check in/ Late Check Out 서비스는잔여객실상황에따라서비스가제공됩니다.

*자체프로모션및타프로모션과중복으로제공되지않습니다.

엘리펀

• 엘리펀 3%할인및우대혜택

☐

Platinum Platinum Elite The PlatinumE TP

E TP



BE MY GUEST
아멕스회원님을위한맛있는혜택

전국100여개의프미리엄레스토랑에서최대3만원할인혜택을드립니다
최고의음식을실속있게즐겨보세요



Be My Guest : 다이닝 서비스

다이닝서비스

• 다이닝매장서비스제공

가맹점명 제공매장 제공혜택
American
Express

강남면옥
(명동점)

제공매장 :명동점
제공혜택 :갈비찜 1개주문시,냉면 1개무료제공

* 갈비찜사이즈상관없이1개당
전냉면중선택1개무료제공
단,중복할인제공불가

불고기
브라더스

전국매장 (잠실롯데월드점제외) 10% 할인

* 상기혜택은다른프로모션및혜택과중복사용이불가능하며,현금화될수없습니다.
* 불고기브라더스는1일결제금액 20만원한도내에서이용가능합니다.

커피전문점1+1서비스

• 카페아티제(Cafe Artisee) 전국매장에서음료구매시, 아메리카노(쁘띠사이즈/ Hot 또는 Iced) 무료제공

[카페 아티제 전국 매장 통합 월 1회, 연 6회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삼성전자 탕정점, 서울호텔점, 면세2점은서비스 제공 제외 매장입니다.

* 모든음료구매시,아멕스프리미엄카드를제시하여매장에비치된단말기를통해서비스이용가능여부를확인후,
서비스를제공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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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ING
특별한쇼핑혜택

주요면세점VIP 멤버십제공및컨시어지서비스등을통해
새로운쇼핑의즐거움을누리실수있습니다.



Shopping : 쇼핑 서비스

면세점할인서비스

• 주요 면세점에서 5~15% 할인 제공

면세점명 제공혜택 이용안내
American
Express

신라면세점 • 5~15%할인
서울점, 인천공항점, 제주점안내데스크에서아멕스프리미엄카드제시시, 
골드멤버십카드발급후할인가능

동화면세점
• 5~15%할인
• 30%미만세일상품에한해 5%추가할인

안내데스크에서아멕스프리미엄카드
제시시골드멤버십카드발급후할인가능

신세계면세점 • 5~15% 할인
본점, 부산점, 인천공항점안내데스크에서아멕스프리미엄카드제시시,  
골드멤버십카드발급후할인가능

SM 면세점 • 5~15% 할인
서울점, 인천공항점안내데스크에서아멕스프리미엄카드제시시,  골드
멤버십카드발급후할인가능

제주중문내국인
면세점

• 15만원이상구매시 1만원할인 안내데스크에서 아멕스 프리미엄 카드 제시 후 할인 쿠폰 수령

두타면세점

• 5~15% 할인
• 안내데스크에서아멕스프리미엄카드제시시,  골드멤버십카드발급
후할인가능

• 5~20% 할인
• 안내데스크에서아멕스프리미엄카드제시시,  다이아몬드멤버십카드
발급후할인가능

* 쇼핑시본인의여권을지참하시고탑승일자와항공편명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
* 면세점의할인율은정상가기준할인율이며,오프라인매장에서아멕스프리미엄카드로결제시제공됩니다.
* 일부브랜드및일부품목은할인이불가하며면세점자체세일등의프로모션할인과중복적용되지않습니다.
* 할인브랜드및할인율은면세점정책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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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ing : 쇼핑 서비스

명품서비스

• 할인 또는 VIP 고객 혜택 제공

브랜드명 제공혜택 이용안내
American
Express

유니페어
• 5% 할인
• Shoe Care 쿠폰증정

유니페어에서구두구매시 5% 할인및 Shoe Care 쿠폰제공
* 서비스제공매장 : 유니페어본점에한함 (신사동)
* 쿠폰유효기간은발급일기준 3개월
* 쿠폰소지고객에한해지참구두 1회슈케어진행
* 스케쥴에따라 Shoe Care 소요시간이상이함.

오리스
ORIS

• 오리스(ORIS) 시계서비스센터
10% 할인서비스

모멘토직영매장에서아멕스카드로구매한
오리스(ORIS)시계로미림시계(주) 서비스센터이용시혜택제공
* 반드시, 보증서를소지해야합니다.
* 서비스센터접수는직영매장방문 /센터직접방문 /우편접수
모두가능합니다.

* 우편접수시, 아래전국직영매장에서수령및결제시
할인서비스가가능합니다.
- 문의 : 수신자부담전화번호 080-757-9866

(평일 9:00~18:00, 주말/공휴일제외)
* 서비스센터주소 : 서울특별시종로구청계천로 71(관철동)

계원빌딩 12층미림시계(주)
* [모멘토직영매장]
- (롯데백화점)본점/잠실점/영등포점/청량리점/노원점/수원점/부평점/평촌점/

구리점/광주점/대전점/대구점/부산본점/센텀시티점/광복점/동래점/울산점/
창원점

- (현대백화점)신촌점/무역센터점/킨텍스점/충청점/대구점/판교점
- (신세계백화점)본점/하남점/충청점/인천점/센텀시티점
- (AK플라자)구로본점/수원점(갤러리아백화점)타임월드점

* 해당점은사전공지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리치오안나
RICCIO ANNA • 10% 할인

* 압구정본점, 파르나스몰점에한함
* 세일상품및중복할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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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ing : 쇼핑 서비스

해외직구서비스

• 해외쇼핑관련전문상담서비스제공

브랜드명 제공혜택 이용안내
American
Express

비드바이코리아 • 전문상담서비스제공
* 비드바이콜센터(1544-5224/070-4814-2414)를 통해 해외쇼핑관련

(제품구매, 상품추천, 견적, 관세, 배송등) 전문상담서비스제공

한국문화재재단

• 3~5%할인제공

제휴가맹점 제공혜택 이용안내
American
Express

고궁뜨락뮤지엄샵 • 3%~5% 할인

* 위치 : 국립고궁박물관 1층

* 이용방법

- 아멕스카드결제시혜택제공

- 다른프로모션혜택과중복이용이불가

- 100만원이상구매시 5% 할인

• 문의전화 : 02-720-0381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주말 09:00~19:00
• 월요일휴관

* 특약협력사업제작상품할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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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
즐거운여가생활과함께하는특별한혜택
수도권30여개골프장회원대우서비스및부킹대행서비스
아멕스회원전용스파프로그램등다양한아멕스혜택으로
즐거운여가생활을만들어보세요



Entertainment :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지역 이용안내
American
Express

주중부킹대행및
회원대우서비스

수도권에위치한 30여개회원제골프장에서아멕스프리미엄카드고객 1인에대하여
부킹대행및주중회원대우서비스
* 최대연 5회까지이용가능

Golf Women’s Day 수도권에위치한회원제골프장에서매주월요일여성 4인라운딩시, 2인회원대우서비스
* 남성라운딩시, 서비스제공불가

국내골프서비스

*아멕스프리미엄카드골프전용콜센터에서아멕스프리미엄카드인증절차후서비스이용가능합니다.
* 예약확정시그린피이외에서비스이용료 3만원이고객에게청구됩니다.
* 이용일로부터최소 2주전이용하고자하는지역및일시의가능골프장부킹부킹요청후,이용일로부터7일전고객에게예약확정연락을드립니다.
* 주말에는예약불가하며,성수기에는이용이제한될수있습니다.
* 이용일 5영업일전까지예약취소가가능하며, 4영업일전예약취소시위약금이부과됩니다.
(위약금규정 : 3영업일전취소시 4인그린피의 30%, 2영업일전 50%, 1영업일전 100%부과)

*예약취소위약금규정은골프장별로상이하며,예약시안내받으실수있습니다.
* No Show의경우위약금(4인그린피의 100%)이부과됩니다.
* 자세한내용은아멕스프리미엄카드골프전용콜센터를통해안내받으실수있습니다.
* 아멕스프리미엄카드골프전용콜센터 : 02-3276-3910
운영시간 :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 /월요일~금요일운영/주말,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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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 :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구분 정상요금
Amex

(회원 본인)
Amex

(회원 동반)
정산가대비
할인액

정산가대비
할인율

이용안내
American
Express

주 중
(월~금)

1박
2일

1,040,000 680,000 700,000 -360,000 35%
• 주중 2라운드(36H, 캐디피, 카트료 포함)
• 호텔(Suite) 1박(2인 1실)
• 클럽하우스 조식 및공항-리조트간 송영

2박
3일

1,430,000 860,000 890,000 -570,000 40%
• 주중 3라운드(54H, 캐디피, 카트료 포함)
• 호텔(Suite) 1박(2인 1실)
• 클럽하우스 조식 및공항-리조트간 송영

주 말
(금~일)

1박
2일

1,150,000 840,000 860,000 -310,000 27%
• 주중1, 주말1(36H, 캐디피, 카트료포함)
• 호텔(Suite) 1박(2인 1실)
• 클럽하우스 조식 및공항-리조트간 송영

2박
3일

1,510,000 1,060,000 1,100,000 -450,000 30%
• 주말 3라운드(54H, 캐디피, 카트료포함)
• 호텔(Suite) 2박(2인 1실)
• 클럽하우스 조식 및공항-리조트간 송영

아멕스카드 우수회원대상 WP 특별할인혜택 안내

* 불포함 내역 : 중식, 석식, 비자발급, 여행자보험
* 항공 포함 상품 기준은 Economy Class 기준으로 구성되었으며, 항공사 시즌 및 편명, 유류할증료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취소/환불 시 수수료 : 출발 19~10일전 상품가의 15%, 출발 9~8일전 20%, 7~1일전 30%, 당일 50%
* 본 서비스는 골프장 및 항공사 예약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소출발인원은 회원포함 4인부터 가능하며, 4인출발 미만시 비용이 추가됩니다.
* 서비스기간 : 2017.01.01 ~ 2017.12.31

[ 예약문의 (주중09:00~18:00 / 주말, 공휴일 제외)]
※금호리조트 본사 02-6303-7428 / krnsy@kumhoresort.co.kr

• 금호리조트

* 항공료포함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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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 :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잡지할인서비스

잡지명 제공혜택 이용안내
American
Express

포브스코리아,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뉴스위크

• 1년정기구독료
50% 할인서비스

• 결제전할인요청을하시면, 아멕스프리미엄카드
확인절차후서비스이용가능

• 구독문의 : 02-6416-3920
• 운영시간 :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월요일~금요일운영/ 주말, 공휴일제외

행복이가득한집
• 1년정기구독료
15% 할인서비스

• 콜센터통해정기구독신청시, 아멕스프리미엄카드확인절차후할인적용
• 패키지구독상품은할인이제외됩니다.
• 구독문의 : 080-007-1200
• 운영시간 :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월요일~금요일운영/ 주말, 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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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 :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스파서비스

• 정규프로그램 할인 서비스 및 우대 혜택 제공

스파명 제공혜택
American
Express

마르퀴스더말스파 (JW메리어트서울),
반얀트리스파 (반얀트리클럽앤스파서울),

오셀라스스파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그랜드앰배서더서울)

정규프로그램할인서비스/
10~20% 서비스

수스파 (여의도메리어트),
호텔프리마여성사우나,

더말로지카스파(롯데백화점영등포점), 윌스파,
엘룩스청담, 큐스파앤클리닉 (천안점),

더트리니티스파 (청담점), 아이뽀스파 (삼성점),
프로방스스파바이록시땅

(JW 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서울)

5~20% 할인

[사전예약시정규프로그램할인서비스제공및아멕스프리미엄카드로결제시우대혜택을제공해드립니다.]

[스파정규프로그램할인서비스예약대행및이용조건 ]

* 플래티늄엘리트 이상등급회원은정규프로그램할인서비스또는일반할인서비스를받으실수있으며, 플래티늄등급회원은일반할인서비스만이용이가능합니다. 
* 일반할인서비스는스파로직접예약하시어이용가능합니다.
* 정규프로그램할인서비스이용시반드시상기예약대행을통해예약해주십시오. 최소 2일전예약시이용이가능합니다.
* 예약대행문의 : 02-3276-3909 (9:00~18:00,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본인이아닐시서비스가제공되지않습니다. 반드시본인명의의아멕스프리미엄카드를소지후방문하시기바랍니다.
* 주말및공휴일예약은불가하며, 각스파에서고객당연 1회에한하여제공됩니다.
* 취소/변경은이용일하루전(영업일기준) 오전 12시까지가능하며, 당일예약취소/변경은불가합니다.
* 취소/변경가능일이후취소/변경또는미방문시에는해당정규프로그램할인서비스 고객부담금의100%가위약금으로부과됩니다.
* 사전연락없이예약시간이10분이상지날경우, 예약이자동취소되며정규프로그램할인서비스이용횟수가차감됩니다. 
* 스파별예약가능시간이상이하오니, 상기예약대행을통해가능시간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정규프로그램할인서비스예약은선착순으로접수되며, 조기마감될수있습니다.

E TP

E T

☐

Platinum Platinum Elite The PlatinumE TP



Entertainment :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스파명 주소 홈페이지 이용시간및안내 제공혜택 American
Express

마르퀴스더말스파
(JW메리어트서울)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 176
JW메리어트호텔서울지하 2층

www.jw-marriott.co.kr

이용시간 09:00~22:00
* 정규프로그램할인서비스이용시간: 주중 1시 ~ 6시
* 취소/변경가능일이후취소/변경또는 No Show의 경우,
해당서비스금액의 100%가위약금으로부과됩니다.

* 2/14, 5/5, 12/24, 12/25, 12/31 무료체험및할인불가

• 20% 할인 (왁싱및소매품제외)

• [정규프로그램할인서비스]
- 프로그램 : 60분풋트리트먼트정규프로그램
- 고객부담금 : 33,000원 (부가세포함)

• 20% 할인 (왁싱및소매품제외)

반얀트리스파
(반얀트리

클럽앤스파서울)

서울특별시중구장충단로 60
반얀트리클럽앤스파서울

www.banyantreeclub.net

이용시간 10:00~22:00
* 정규프로그램할인서비스이용시간: 주중 1시 ~ 5시
* 취소/변경가능일이후취소/변경또는 No Show의 경우,
해당서비스금액의 100%가위약금으로부과됩니다.

• 20% 할인 (바디마사지및스파패키지에한함)
* AMEX Special 프로그램(120분) 39% 할인 (193,000원)

• [정규프로그램할인서비스]
- 프로그램 : 미니페이셜마사지(30분) or 오리엔탈헤드마사지(30분) + 

핸드마사지(15분) +  티타임(15분)    
- 고객부담금 : 33,000원 (부가세포함)

• 20% 할인 (바디마사지및스파패키지에한함)
* AMEX Special 프로그램(120분) 39% 할인 (193,000원)

프로방스스파바이록시땅
(JW 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서울)

서울특별시종로구청계천로 279
JW 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서울 8층

http://www.jwmarriottddm.com 10:00-22:00 • 5% 할인 (중복할인불가)

오셀라스스파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 160번지
더팔래스호텔 2F

www.seoulpalace.co.kr

이용시간 10:00~22:00 (매월마지막주월요일휴무)
* 정규프로그램할인서비스이용시간: 주중 1시 ~ 6시
* 취소/변경가능일이후취소/변경또는 No Show의 경우,
해당서비스금액의 100%가위약금으로부과됩니다.

• 결제시 10% 할인
(회원권, 웨딩패키지및프로모션상품제외 / 중복할인불가)

• [정규프로그램할인서비스]
- 프로그램 : 등오일마사지 (백바디터치) 또는

등건식마사지(솔리움) 30 분 + 티타임 (원기회복 ) 15 분
- 고객부담금 : 22,000원 (부가세포함)

• 결제시 10% 할인 (회원권, 웨딩패키지및프로모션상품제외/중복할인불
가)

오셀라스스파
(그랜드앰배서더서울)

서울특별시중구동호로287
그랜드앰배서더서울 B1F

grand.ambatel.com

이용시간 10:00~22:00 (매월첫주수요일휴무)
* 정규프로그램할인서비스이용시간: 주중 1시 ~ 6시
* 취소/변경가능일이후취소/변경또는 No Show의 경우,
해당서비스금액의 100%가위약금으로부과됩니다.

• 결제시 10% 할인
(회원권, 웨딩패키지및프로모션상품제외 / 중복할인불가)

• [정규프로그램할인서비스]
- 프로그램 : 등오일마사지 (백바디터치) 또는

등건식마사지(솔리움) 30 분 + 티타임 (원기회복 ) 15 분
- 고객부담금 : 22,000원 (부가세포함)

• 결제시 10% 할인 (회원권, 웨딩패키지및프로모션상품제외/중복할인불
가)

큐스파앤클리닉 충남천안시서북구불당7길 11, 2층 10:00~21:00 • 20% 할인

더트리니티스파 (청담점) 서울시강남구청담동97-21 2층동안빌딩 http://www.trinityspa.co.kr/ 10:00~22:00 • 20% 할인 (프로모션및리테일상품제외)

수스파
(여의도메리어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 8
여의도메리어트지하 2층

www.measeoul.com 09:00~22:00 • 10% 할인

호텔프리마여성사우나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 102길 10
호텔프리마별관 2-3층

www.prima.co.kr 06:00~24:00 • 10% 할인 (본인입장료에한함)

더말로지카
롯데영등포점 : 서울영등포구영등포
본동
618-496 롯데백화점별관 2층

www.더말로지카스파.한
국

10:30~20:00 (공휴일휴무) • 10% 할인 (중복할인불가)

윌스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87길 46
오크우드호텔 2층

www.willspa.co.kr 24시간운영
• 드림에스젠/ 스타아로마/ 파리스러버프로그램 20% 할인

* 예약시카드할인요청고객에한함

아이뽀스파 (삼성점)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120-13 3층 www.aippospa.co.kr 10:00~20:00 (공휴일휴무) • 10% 할인 (중복할인불가)

엘룩스청담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 148길 48 미
준빌딩 5층

http://blog.naver.com/
ellooks2010 10:00~21:30 • 10% 할인

* 스파별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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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프로모션 : 모든아멕스카드대상서비스

가맹점 제공혜택 이용안내
American
Express

GMR
Technology • 표준임대료기준 10~30% 할인서비스제공

• 문의 :  1588-7015 
* 월~금 9:00~19:00, 토 9:00~14:00, 공휴일및일요일휴무
* 예약시아멕스카드서비스사전요청시,  할인가제공

• 홈페이지 : www.datausim.com/amex/
• 이용예정최소3일전에고객센터또는 해당홈페이지통해예약후서비스이용

모든아멕스카드

해외포켓와이파이할인서비스

• 아멕스고객특별할인가제공

☐

* 표준임대료및 할인가는 서비스제공사의가격정책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 이용국가의이동통신망을이용한서비스이므로,국가별로이용속도가상이합니다.
* 명시된국가이외지역은고객센터통해문의바랍니다.

* 해외포켓와이파이제공국가상세정보

대륙 국가명 표준임대료 할인율 고객할인가 비고

아시아

일본 6,500 30% 4,550

일 임대요금

중국 8,000 15% 6,800

홍콩 8,000 15% 6,800

중국 10,000 15% 8,500

홍콩/마카오 8,000 15% 6,800

대만 6,500 20% 5,200

말레이시아 8,000 10% 7,200

베트남 6,500 10% 5,850

싱가포르 7,000 10% 6,300

인도 7,000 10% 6,300

인도네시아 7,000 10% 6,300

태국 32,000 30% 22,400 7일 임대요금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멕시코 (하와이 포함)

60,000 10% 54,000

10일 임대요금80,000 10% 72,000

110,000 10% 99,000

오세아니아

호주 8,000 10% 7,200 일 임대요금

뉴질랜드 9,000 10% 8,100 일 임대요금

피지 9,000 10% 8,100 일 임대요금

괌 9,000 20% 7,200 일 임대요금

사이판 9,000 20% 7,200 일 임대요금

유럽
4G

플랜A 150,000 10% 135,000 30일 임대요금

플랜B

120,000 10% 108,000 10일 임대요금

190,000 10% 171,000 15일 임대요금

250,000 10% 225,000 20일 임대요금

320,000 10% 288,000 25일 임대요금

380,000 10% 342,000 30일 임대요금

유럽권 유럽 60개국 5,000 20% 4,000 일 임대요금

http://www.datausim.com/amex/


연간프로모션 : 모든아멕스카드대상서비스

가맹점 제공혜택 이용안내
American
Express

케르반 • 5만원이상주문시, 망고라씨 1잔, 아이란 1잔무료제공 (중
복할인불가)

• 서비스사전요청시, 무료음료제공
• 전지점 (이태원점/ 코엑스점/ 강남점/ 판교점) 에서이용가능합니다.
• 해당지점은사전공지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모든아멕스카드

다이닝서비스

• 터키레스토랑무료음료제공

☐

가맹점 제공혜택 이용안내
American
Express

구름에 • 3박이상예약시 1박무료제공
• Welcome Drink 무료제공 (투숙인원당 1잔제공)

• 문의 : 054-823-9001 (09:00~18:00)
• 홈페이지 : http://www.gurume-andong.com/
• 고객센터통해사전예약시, 우대혜택이용가능

모든아멕스카드

조선왕가호텔

• Early Check in, Late Check Out 서비스제공
(단, 잔여객실제공가능시) 

• Welcome Drink 무료제공
(투숙인원당 1잔제공) 

• 카바나패키지이용시아멕스특별가제공

• 문의 : 031-834-8383
• 홈페이지 : http://www.chosun1807.com 
• 고객센터통해사전예약시, 우대혜택이용가능

고택제휴서비스

• 아멕스고객우대혜택제공

☐

* 별도의명시가없을경우정상가기준에서할인이적용되며, 패키지는제외됩니다.
* 서비스이용전해당호텔또는리조트예약실을통해확인후이용하시기바랍니다.
* 타프로모션및혜택과중복사용이불가하며, 현금화될수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