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EX Platinum 공통서비스

선택서비스를 제외한 아래의 AMEX Platinum 서비스는 AMEX Platinum 등급 카드 소지자에게 공통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상세 이용조건 및 방법을 AMEX 홈페이지(http://www.americanexpress.com/kr/network/)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MEX

Platinum 03 Service

Entertainment :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아멕스카드 우수회원대상 WP 특별할인혜택 안내]

·금호리조트 항공료포함 패키지 할인 제공

[잡지 할인 서비스] 

·포브스코리아,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뉴스위크-1년 정기 구독료 

 50% 할인 서비스 제공

·행복이 가득한 집 - 1년 정기 구독료 15% 할인 서비스 제공

[스파 할인 서비스]

·회원 등급 별 스파 프로그램 할인 서비스 및 우대 서비스 제공

[교육 지원 서비스]

·영어/지식 강연 교육 지원 서비스

·스피쿠스, 윌라, 알라딘

[해외 포켓 와이파이 할인 서비스, 해외선불 유심 할인서비스]

·굿로밍 : 사전 예약 시 표준 임대료 기준 10~30%할인

[해외 배송 할인 서비스 - DHL]

·온라인 배송 결제 시, 30% 할인 제공 

 (오프라인 매장 이용 시 불가, 타 중복 적용 불가)

Travel : 여행서비스

[공항 F&B할인 서비스]

·공항 내 F&B매장 10%~15%할인 제공(인천공항, 김포공항 국제선)

[해외렌터카 할인 및 우대 서비스]

·Hertz 직영 영업소에서 차량 이용 시 할인 및 우대 서비스 제공

 (혜택/조건 별 할인코드 AMEX 홈페이지 참조)

[주차 할인 서비스]

·윌슨파킹 이용 시 총 결제 금액에서 20% 할인

 (월정기금액의 경우 년4회에 한함)

[호텔 서비스]

·국내 26개 특급 호텔 F&B(식음료) 5~20% 

·국내 14개 특급 호텔 객실 5~10%할인(대상 호텔 홈페이지 안내)

[국내/외 여행 상품 및 국내 렌터카 서비스]

·투어 익스프레스 : 판매가 대비 추가 최대 5% 할인

·AJ렌터카 : 30~40% 할인

[Live the world]

·사전 예약 시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SHOP/ STAY/ EAT/ DO 

 카테고리 혜택 제공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Dining Program]

·사전 예약 시 무료 에피타이저 또는 무료 와인 혜택(1일 1회)

[엘리펀 할인 및 전통고택 서비스]

·엘리펀: 전통고택, 명품 한옥 이용 시 3% 할인 및 서비스 제공

·구름에: 3박 이상 예약 시 1박 무료 제공

·조선 왕가 호텔: 객실 10~30% 할인(정상가 기준), Early Check in, 

 Late Check Out 서비스 제공 (단, 잔여 객실 제공 가능 시)  

Shopping : 쇼핑 서비스

[면세점 할인 서비스]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신라아이파크면세점, 

 두타면세점 (안내데스크에서 멤버십 카드 발급 후 5%~15% 할인 서비스 제공)

[명품 서비스]

·유니페어 5%할인 & Shoe Care 쿠폰증정, 오리스(ORIS)시계 

 서비스센터 10% 할인

·레페토 30만원이상 구매시 5% 할인(압구정 로데오점, 삼청점에 한함)

·라치나타 5만원 이상 결제 시 5%, 

 10만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압구정점, 삼청점 한함)

 ※ 라치나타 할인 서비스 2019.3.31 이후 종료
 

[유니스]

·10% 할인(꽃/난/관엽), 20% 할인(화환)

Dinning & Coffee : 다이닝 및 커피서비스

[다이닝 서비스]

·케르반(전지점) 5만원 이상 주문 시, 망고라씨1잔, 아이린1잔 사전 요청 시 

 무료제공(중복할인불가) 

·테이스팅룸, 어반앨리스 5만원 이상 결제 시 서비스 제공

·SG다인힐, 로즈힐 10% 할인 또는 서비스 제공

※ 제공 매장은 AMEX 홈페이지 참조

[커피전문점 1+1 서비스]

·까페 아티제(Cafe Artisee) 전국 매장에서 음료 구매 시, 

 아메리카노 무료 서비스 제공

   (통합 월 1회, 연 6회 제공 / 삼성전자 탕정점, 서울호텔점, 면세2점은 제외)



AMEX Platinum 선택서비스 – AMEX Platinum 03유형

AMEX Platinum 선택서비스 중 특급호텔 발렛파킹, 인천공항 발렛파킹, 공항 무료 커피, 공항 리무진/공항 철도 서비스를 하나카드에서 제공합니다.

The Lounge Members, 공항 라운지 서비스, KTX 무료주차 서비스, 김포, 김해 공항 발렛파킹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상세 이용조건 및 방법은 

AMEX 홈페이지(http://www.americanexpress.com/kr/network/) 또는 하나카드 홈페이지(http://www.hanacard.co.kr)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급호텔 발렛파킹 서비스

서비스혜택

이용조건

이용방법

국내 주요 특급호텔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 제공 

- 호텔 통합 월 3회 서비스 제공

   (단, JW메리어트 서울은 호텔 정책에 따라 5만원 이상    

  결제 영수증 확인 후 월 1회 제공)

- 지난달(1일~말일) 국내외 일시불/할부 30만원 이상 이용 시 서비스 제공

- 호텔 발렛파킹 부스에 서비스 요청 후 주차권 수령

- 차량 인수 시 발렛파킹 부스에 주차권과 아멕스 카드 제시

- 호텔 직원 서비스 대상카드 조회 후 서비스 제공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 워커힐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대구 그랜드 호텔 호텔 인터불고 대구

라마다 서울

르 메르디앙 서울

메이필드 호텔

밀레니엄 힐튼 서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파크 하얏트 부산

서울

지방

지역 대상 호텔

비스타 워커힐 서울

서울 신라

JW메리어트 서울

유의사항

- 상기 서비스는 해당 호텔의 객실 및 식음료업장(연회장 제외) 이용을 위해 내방한

 회원 본인에 한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기 서비스 이용 시 호텔 정책에 따라 해당 호텔을 이용한 영수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영수증 미지참 시 별도의 발렛파킹 비용과 주차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연회 참석 및 국가 주요행사 시에는 상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이용고객의 집중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그랜드 하얏트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대구 그랜드 호텔은 호텔 정책에 따라 호텔 이용 

   확인증(주차확인권,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용 확인증 

   미지참시에는 주차요금과 발렛파킹 이용 요금을 현장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플래티넘 등급의 카드는 서비스 이용횟수가 월1회로 제한되며, 

 5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 확인 후 무료 발레파킹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 제공 횟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발렛파킹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상기 서비스 이용 시 발렛파킹 비용 및 1일 3시간 이내의 주차비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용시간 초과 시 주차금액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AMEX 프리미엄 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은 AMEX 홈페이지

  (http://www.americanexpress.com/kr/network/)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AMEX 프리미엄 서비스 안내서는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 상품안내장, 이용약관과 함께

  교부되오니, 카드 이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AMEX 프리미엄 서비스는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제공됩니다.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약정이율+최대3%)은 회원별·이용상품별로 차등 적용되며,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이율은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여신금융협회심의필 제 2019-C1a-04407(2019.05.24) / 준법심의 L-19-0073(2019.04.12) / VI 190527-77

아래의 대상 카드 발급 시 국제 브랜드사 서비스로

AMEX Platinum 선택서비스(03 유형)과 AMEX Platinum 공통서비스가 제공됩니다.

AMEX Platinum 03 Service

대상카드

크로스마일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카드

크로스마일 스페셜 에디션 카드

NEW 대한항공 카드

AMEX Platinum 03

상품유형

인천공항 발렛파킹 서비스

서비스혜택

이용조건

제1여객터미널

이용방법

제2여객터미널

이용방법

인천공항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 제공(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 통합 월 3회 서비스 제공

- 지난달(1일~말일) 국내외 일시불/할부 30만원 이상 이용 시 

 서비스 제공 (최초 카드 사용등록 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지난달 카드 이용금액 30만원 미만시에도 서비스 제공)

주차 시 :  1. 인천공항 3층 여객터미널(출국층) 승용차 도로 진입 후 

   안내표지판을 따라서 지상단기주차장 C구역으로 이동

  2. 오렌지맨 주차요원의 차량 상태 점검 후 차량 열쇠

   인도 및 차량 접수증 수령

출차 시 :  1. 차량보관증에 명기되어 있는 인수장으로 이동하여 

   차량보관증 및 프리미엄 카드 제시 후, 

   주차권과 차량 열쇠 인수 

  2. 주차장 출차 시 주차요금 정산

주차 시 :   1. 인천공항 발렛 전용 차로 및 발렛 안내 표지판을 따라 

   단기 주차장 도로로 진입 후, 지하 1층 서편 주차구역

   110~112번으로 이동

  2. 오렌지맨 주차요원의 차량 상태 점검 후, 차량 열쇠

   인도 및 차량 접수증 수령

출차 시 :  1. 차량 접수증에 명기되어 있는 인수장(지하1층 

   동편주차구역 210번)으로 이동하여 차량 접수증 및 

   프리미엄 카드로 승인 후, 차량 열쇠 인수

  2. 주차장 출차 시 주차요금 정산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 횟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발렛파킹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상기 서비스는 발렛파킹 비용에만 적용되므로, 주차비용은 별도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 발렛파킹 서비스는 출국, 입국시 24시간 제공됩니다.

- 3층 여객터미널 승용차 전용 도로에서 5분 이상 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주요행사 등 공항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항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 명절 기간 또는 공항 주차장 만차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항 리무진/공항 철도 서비스

서비스혜택

이용조건

이용방법

이용장소

대상가맹점

공항 리무진 및 공항 철도 편도 티켓 무료 서비스 제공 

통합 월 1회, 연 12회 서비스 제공

아멕스 프리미엄 카드로 50만원 이상 항공권 구매 후 

해당 E티켓을 함께 제시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통합매표소, KAL 리무진 매표소, 공항철도 직통열차전용 고객안내센터

공항 무료 커피 서비스

서비스혜택

이용조건

이용방법

대상가맹점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및 김포공항(국제선) 

무료 커피 서비스 제공

지난달(1일~말일) 국내외 일시불/할부 30만원 이상 이용 시 서비스 제공

아멕스 프리미엄 카드와 출국 당일 탑승권(보딩패스)를 함께 제시

AMEX 홈페이지 참고

유의사항 - 1인 1회에 한하여 제공되며, 타 매장과 중복 이용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