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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상품

SKYPASS 롯데 플래티넘 체크 카드

롯데 플래티넘 체크 카드

유안타 W 롯데 플래티넘 체크카드

네이버페이 플래티넘 롯데카드





Preferred Hotel & Resort 서비스

Preferred Hotels & Resort 웹사이트에서 10%~15% 할인 및 무료 조식 제공

해외 렌터카 서비스

세계 최대 렌터카 업체인 Hertz에서 렌털 시 10% 할인 혜택 제공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항 픽업 서비스

https://www.tbrglobal.com/visa에서 프로모션 코드 입력 시 픽업 서비스  20% 할인 혜택 제공

굿럭 해외여행 캐리어 당일배송/보관 할인 서비스

www.goodlugg.com에서 프로모션 코드 입력 시 20% 할인 혜택 제공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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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급호텔 객실/패키지 및 F&B(식음료) 할인 서비스

국내 약 55개 특급호텔에서 정상가 대비 5~65% 할인 혜택 제공

공항 카페 할인 서비스

인천, 김포, 김해공항 내 카페 매장에서 해당카드로 결제 시 10% 할인 혜택 제공

– 인천공항 : 파스쿠찌 / 잠바주스 / 엔제리너스(제 1여객터미널), 던킨도너츠 / 크리스피크림도넛 / 엔제리너스(제 2여객터미널)

– 김포공항 : 공차

– 김해공항 : 설빙

– 카페 할인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참여매장에서 당일 항공권 제시 후 해당 카드로 결제 시 제공받을실 수 있습니다.

공항의전 할인 서비스(yQ Meet & Assist)

전 세계 약 380여 개 공항에서 제공되는 빠른 입국/출국 서비스를 정상가 대비 15~2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 공항 의전 할인 서비스의 경우, 해당 웹사이트(www.airportspeedpass.com)를 통해 예약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OTEL

AIRPORT



※ TRAVEL, AIRPORT, HOTEL, SHOPPING 서비스는 국제 브랜드사인 VISA 자체 제공 서비스이며, 서비스 유효기간 경과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VISA PLATINUM 서비스 중 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 발렛파킹 서비스, 특급호텔 발렛파킹 서비스, 공항 라운지 서비스, 인천공항 무료 교통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면세점 할인 서비스

국내외 주요 면세점에서 비자 카드로 결제 시 5~20% 할인 혜택 제공

– 대상 면세점 : 신세계

– 세일 상품, 일부 품목은 제외되며, 각 브랜드별 사정에 의하여 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제공되며, 온라인 매장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면세점 자체 세일 등의 프로모션 할인, 타 우대 혜택 및 할인 쿠폰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The Bicester Village Shopping Collection

– 유럽 7개국 9개 The Bicester Village Shopping Collection에서 10~15% 할인 혜택 제공

– 위 서비스의 유효기간은 2020년 1월 1일 ~ 2020년 10월 31일입니다.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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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PLATINUM

–  VISA PLATINUM으로 대상상품의 카드 발급 시 VISA PLATINUM 등급의 국제브랜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VISA PLATINUM 서비스의 유효기간은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  VISA PLATINUM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유의사항은 VISA 홈페이지(www.visakorea.com)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설명서는 회원이 발급받은 상품의 이용약관과 함께 교부되며, 기타 카드 이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은 발급받은 상품의 

이용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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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1588-8100  www.lottecard.co.kr빠른카드신청     1577-8700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 : 회원별·이용상품별 약정이율+최대 3%, 법정 최고금리(연 24%) 이내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약정이율을	적용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0	C1a-01687호(2020.03.03)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B00279호(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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