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여행, 프리미엄 라이프의 세계
스카이패스 셀렉트 비자 시그니처 카드

Enter The Premium Travel Life
The SKYPASS Select Visa Signature® card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kypassvisa.com과 카드회원 동의서를 참조하십시오.
본 내용에 있어 영어와 한국어 번역본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 기준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U.S. Bank는 본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해드리지만, 계약 동의서, 약관, 통지 및
명세서 등과 관련된 문서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서비스 등은 영어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문건에 대해 한국어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카드회원
서비스에 전화하여 한국어 담당자를 요청하십시오.
비접촉식 표시와 심볼은 EMVCo, LLC.의 소유이며 허가를 받아 사용됩니다.
본 카드의 발급기관은 Visa U.S.A. Inc.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한 U.S. Bank National Association이며, 카드는 미국 내 거주자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Please refer to skypassvisa.com and your Cardmember Agreement for program details.
In the event of discrepancy between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on this document, the English version will prevail. While this communication is offered
in Korean, following U.S. Bank communications, and documents related to your contractual agreements, disclosures, notices, and statements, Internet and
mobile banking services may only be available in English. If you are unable to read and understand these documents, call Cardmember Service and ask for
a Korean speaking representative.
The Contactless Symbol and Contactless Indicator are trademarks owned by and used with the permission of EMVCo, LLC.
The creditor and issuer of this card is U.S. Bank National Association, pursuant to a license from Visa U.S.A. Inc., and this card is available to United States
residents only.
© 2021 U.S. Bank Nation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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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the World in Color

스카이패스 셀렉트 비자 시그니처 카드가 드리는
최고의 혜택과 특권을 누리십시오.

The fnest features and benefts from
SKYPASS Select Visa Signature card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 높은 프리미엄 여행, 프리미엄 라이프 - 스카이패스 셀렉트 비자 시그니처 카드로
모십니다. 카드로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를 적립하시고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물론 알래스카항공과 하와이안항공
등 국내 항공사를 포함한 스카이팀 항공사 및 기타 제휴 항공사의 여행에 사용하십시오.
스카이패스 셀렉트의 여유와 함께 이제 다음 여행지를 선택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The Premium Travel Life presented by the SKYPASS Select Visa Signature card is a quality
travel experience. As you know, using your card earns SKYPASS Miles, redeemable for travel
excellence on SkyTeam and other partner airlines, including Korean Air and Delta Air Lines,
and domestic partners such as Alaska Airlines and Hawaiian Airlines.
Now, it’s up to you how and where you prefer to travel with SKYPASS Select!

프리미엄 여행을 위한 혜택

The Perks of Premium Travel

스카이패스 셀렉트 비자 시그니처 카드의 남다른 혜택으로 프리미엄
여행을 경험하십시오.

SKYPASS Select Visa Signature card’s superb benefts will make
your travel experience exceptional.

여행경비 크레딧

Travel Credit
Earn up to $200 annual statement credit on Airline ticket, Car
Rental and Hotel purchases.1

항공권 구매, 자동차 렌트, 호텔 사용 시 여행경비 명세서 크레딧을
매년 $200까지 드립니다.1

혜택 안내서에 별도 명시된 사유로 여행이 취소되거나 중단되어야 하는
경우 일반 여행 운임을 환급해 드립니다.

Trip Cancellation / Trip Interruption2
Reimbursement for the cost of common carrier fare in the event
the trip must be canceled or interrupted due to a covered reason.

여행 지연 시 환급2

Trip Delay Reimbursement2

해외사용 시 수수료 없음

No Foreign Transaction Fees

여행 취소 /중단 시 환급2

더 스마트해진 공항 이용
TSA Pre

®

또는 Global Entry® 신청 수수료 명세서 크레딧 증정3

TSA PreCheck®는 미국 내 저위험군 여행자가 일부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한 공항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Global Entry®는 선별된 공항에 위치한 자동 키오스크를 사용하여 사전
선별된 저위험군 여행자가 미국 도착 시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는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스카이패스 셀렉트 비자 시그니처 카드를 해당 프로그램 신청 시 사용하시면,
이 두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에 대해 최대 $100까지 명세서 크레딧을
드립니다.3
스카이패스 셀렉트 비자 시그니처 카드와 함께하는 다음 여행은 더 쉽고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Smarter airport experience
TSA Pre

®

or Global Entry® Application Fee Statement Credits3

TSA PreCheck® is an expedited airport security program that allows low-risk
travelers within the United States to speed through security checkpoints at
select airports.
Global Entry ® is a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program that allows
expedited clearance for pre-screened, low-risk travelers upon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by using automated kiosks located at select airports.
Apply for either Global Entry ® or TSA PreCheck®, expedited airport security
processing, using your SKYPASS Select Visa Signature card to pay your
application fee(s) and receive up to $100 in statement credit(s).3
Your next travel experience will be easier... and more relaxing.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적립
스카이패스 셀렉트 비자 시그니처 카드 사용으로 대한항공과 스카이팀 제휴 항공사를 통한 마일리지 여행을 더 빨리 앞당기십시오.

마일리지, 여행의 컬러가 되다

Travel the World in Color

갱신 시 매년 $35,000 사용 후 10,000 보너스 마일 적립4
빠른 마일리지 적립
- 대한항공 항공권 구매 시 $1당 2마일을 드립니다.5
- 기타 항공권 구매, 자동차 렌트, 호텔 사용 시 $1당 2마일을 드립니다.6
- 기타 적합한 구매에 사용 시 $1당 1마일을 드립니다.7

Earning SKYPASS Miles
The fastest way to earn Miles for award travel on Korean Air and SkyTeam partner fights is through
SKYPASS Select Visa Signature card usage:

Earn 10,000 Bonus Miles at renewal after $35,000 in spend annually 4
Accelerated Earn
- Earn 2 Miles for every $1 you spend on Korean Air ticket purchases5
- Earn 2 Miles for every $1 you spend on other Airline ticket, Car Rental, and Hotel purchases6
- Earn 1 Mile for every $1 you spend on all other eligible purchases7

대한항공에서 드리는 특권

Exclusively from Korean Air

대한항공만의 특별한 혜택으로 품격있는 프리미엄 라이프를 즐기십시오.

The Premium Travel Life comes with exquisite perks, including
ultra-exclusive Korean Air benefts:

- 대한항공 항공권 $100 할인쿠폰을 매년 1매 받으십시오.8
-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25 할인쿠폰을 매년 2매 받으시고,9
비행 시에도 쇼핑의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 KAL 라운지 쿠폰을 매년 2매 받으시고, 출도착 시에도
10

휴식과 여유를 즐기십시오.

- 스카이패스 비자 카드 마일리지 실적을 모닝캄 클럽 회원
자격 취득 및 유지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1

- Receive $100 off coupon for Korean Air ticket purchase each year8
- Receive 2 Korean Air Award-winning In-Flight Duty Free $25
coupons each year 9 for shopping on board your fight
- Receive 2 KAL Lounge coupons each year10 and enjoy
airport comfort while traveling
- SKYPASS Visa card purchases help
you reach and maintain
Morning Calm Club
membership11

비자 시그니처 혜택

Visa Signature Benefts

비자 시그니처가 드리는 특권과 혜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Take full advantage of Visa Signature’s exclusive benefts and privileges.

사전 이용한도 제한 없음12

No Preset Spending Limit12
Worry-free spending without a fxed limit

고정된 한도에 맞춰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 더 여유롭습니다.

비자 컨시어지13
전문 직원이 주 7일 24시간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고품격 호텔 컬렉션14
프리미엄 혜택, 무료 숙박, 스파 및 외식 등 프리미엄 라이프에 걸맞는 특별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별 외식 특권14
우대 가격, 무료 시음 및 리저브 테이스팅, 또는 와인-음식 페어링에 절약
혜택을 포함한 와인메이커/음식 행사 시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Visa Signature Concierge13
Complimentary 24-hour, 7-day assistance with travel and entertainment
needs from our expert staff.
Luxury Hotel Collection14
Premium benefts, Free nights stay, Spa and Dining credit special offers
tailored for The Premium Travel Life
Special Dining Privileges14
Winemaker / Food Events include preferred pricing, complimentary
tastings, and savings on Reserve tastings or wine-and-food pairings

추가 비자 혜택2
수준 높은 카드회원 보호 프로그램으로 카드를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렌터카 사고 손해보상 혜택을 드립니다.
- 비상 대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분실 수하물에 대한 배상 혜택을 드립니다.
- 여행 취소/중단 시 환급해드립니다.
- 여행 지연 시 환급해드립니다.

- 로드사이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행 및 비상시 지원해드립니다.
- 노턴라이프락의 아이디 도용 정보서비스 아이디
네비게이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15

Travel the World in Color

Additional Visa Benefts2
Stay safe and sound with the highest levels of protection coverage.
- Auto Rental Collision Damage Waiver
- Emergency Evacuation
- Lost Luggage Reimbursement
- Trip Cancellation/Trip Interruption
Reimbursement

마일리지, 여행의 컬러가 되다

- Trip Delay Reimbursement
- Roadside Dispatch
- Travel and Emergency Services
- ID Navigator Powered by NortonLifeLock15

계좌 이용과 편의

Account Access & Convenience

카드 사용과 계좌 이용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정말 편리합니다!

It’s never been easier to use your card and access your
account from anywhere around the world!

- 전 세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손쉽게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 24시간 한국어와 영어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Worldwide acceptance and easy cash access

- 한국어와 영어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Bilingual automated 24-hour account access

- 무료 VantageScore® 크레딧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16

- Bilingual customer service available

온라인 뱅킹
주 7일 24시간 언제든지 skypassvisa.com에서 온라인 계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U.S. Bank 모바일 앱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계좌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17

- VantageScore® credit score – at no cost!16

Online Banking
You can access your online account anytime, 24/7,
at skypassvisa.com
U.S. Bank Mobile App
Lets you manage your account from your smartphone –
anytime, anywhere!17

셀렉트 카드회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언제나 고객 곁에
스카이패스 셀렉트는 언제나 회원님 곁에 함께합니다.

skypassvisa.com/email에서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시고, 특별 혜택과 카드회원
감사 이벤트에 대한 최신 정보를 먼저 받으십시오.

Keep In Touch
We’ll always look out for you.
Register your email address at skypassvisa.com/email and be the frst to know
about special offers and cardmember appreciation events.

It’s our pleasure serving you.
Thank you for your cardmembership!

카드회원 혜택과 마일리지 적립에는 계좌가 반드시 개설되어 있어야하며, 양호한 상태여야 합니다. 추가정보는 카드회원 동의서를 참조하십시오.
항공사, 호텔, 자동차 렌트회사에서 직접 스카이패스 셀렉트 비자 카드를 사용한 구매에 대해 자동 명세서 크레딧이 총 $200까지 계좌에 적용됩니다. 크레딧은 카드회원 계좌에 결제된 연간 (계좌 개설일 기준) 순수구매에 적용됩니다. 거래시
사용된 카드와 관계없이, 카드 회원의 계좌당 년간 1회 $200까지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적격한 구매가 $200 을 초과하더라도, 크레딧은 $200로 제한됩니다. 순수구매는 각 청구주기 동안 가맹점이 항공사, 호텔, 또는 자동차 렌트회사로
분류한 거래에 대해 계산되고, 해당 명세서 크레딧은 다음 주기에 계좌에 적용됩니다. 순수구매는 크레딧 및 반납이 제외된 구매를 의미합니다. 구매에 대한 마일리지는 가맹점의 비즈니스 분류 방법에 따라 적립 여부가 결정되며 저희는 어떤
구매가 이에 해당되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승인되지 않은 구매 또는 거래 크레딧에 대해 어떠한 여행 크레딧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1

2 특정 약관, 조건 및 예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혜택 적용을 위해 반드시 스카이패스 셀렉트 비자 카드를 안전한 거래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전체 약관은 혜택 안내서(
Guide to Benefts)를 참조하십시오. 로드사이드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visa.com/signature (영문 사이트만 제공)을 참조하십시오.

본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적격한 미국 비자 시그니처 카드 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Global Entry ® 및 / 또는 TSA PreCheck®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스카이패스 셀렉트 시그니처 비자 카드로 신청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Global Entry ® 는 미국 관세 및 국경 보호청(CBP) 에서 운영하는 미국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Visa 및 U.S. Bank는 신청, 승인 절차 또는 등록, CBP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며
Global Entry ®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전체 이용 약관을 포함하여 Global Entry ®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bp.gov/global-entry/about (영문 사이트만 제공)을 참조하십시오. TSA
PreCheck® 는 미국 국토 안보부(“DHS”) 산하 교통 안전국(“TSA”) 에서 관리하는 미국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Visa 및 U.S. Bank는 신청, 승인 절차 또는 등록, TSA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며 TSA PreCheck®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전체 이용 약관을 포함하여 TSA PreCheck®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sa.gov/precheck (영문 사이트만 제공)을
참조하십시오. TSA PreCheck® 상표는 미국 국토 안보부의 허가를 받아 사용됩니다. Global Entry ®에는 미국 공항 출발 시 TSA PreCheck® 혜택도 포함됩니다. 여행자는 TSA PreCheck® 혜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 예약 시 Global
Entry ® PASS ID 번호(Global Entry ® 카드 뒷면에 있음)를 포함해야 합니다. 적격한 카드 소지자는 다음의 적격한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4년 마다 적격한 비자 시그니처 계좌 번호 당 명세서 크레딧으로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Global Entry ® 신청 수수료 또는 TSA PreCheck® 신청 수수료. 카드 소지자는 4년마다 신청 수수료에 대한 명세서 크레딧으로 최대 $100까지 지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4년 기간은 첫 번째 적격한 거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Global
Entry ® 또는 TSA PreCheck® 프로그램 신청 수수료가 적격한 비자 시그니처 카드로 청구된 후 계좌에 명세서 크레딧이 게시되기까지 6-8 주가 소요됩니다. 카드 소지자는 명세서 크레딧이 계좌에 게시될 때까지 모든 요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Visa와 U.S. Bank는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 본 혜택을 수정 또는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3

10,000마일 갱신보너스는 카드발급 1년 이내에 최소 $35,000을 순수구매에 지출한 후 스카이패스 계좌로 적립됩니다. 순수구매는 크레딧 및 반납이 제외된 구매를 의미합니다. 모든 거래에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은 아니며, 현금 인출,
카드대금 이전 및 편의 수표와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승인 후, 자세한 내용은 카드회원 동의서를 참조하십시오. 갱신 보너스 마일리지는 카드개설 기념일로부터 8-10주 사이에 스카이패스 계좌로 적립됩니다.
연회비 납부 달에 반드시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갱신 보너스 마일리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보너스 마일리지의 가치는 과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보상의 가치를 반영하는 국세청 양식 1099 (또는 기타 적절한 양식)를 받으실
4

수 있습니다. 저희나 저희 계열사 모두 세금 관련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세금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5 적격한 대한항공 항공권 구매에 적격한 순수구매액
$1당 2마일이 적립됩니다. 순수구매는 크레딧 및 반납이 제외된 구매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구매는 대한항공 지점 또는 koreanair.com을 통하여 구매하신 항공권으로, 명세서에
대한항공 거래로 기재되는 대한항공 항공권을 포함합니다. 더블 마일리지는 스카이패스 셀렉트 비자 시그니처 카드로 구매하신 항공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대한항공 항공권 구매에 대한 취소 및 크레딧은 향후, 추가로 대한항공 항공권 구매
시 적립되는 더블 마일리지에서 상쇄됩니다. 대한항공은 모든 더블 마일리지 공고에 관해 단독 권한을 갖습니다. 더블 마일리지 불일치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1-800-438-5000으로 문의하십시오.

항공권, 호텔, 자동차 렌트회사로 분류된 가맹점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 대해 각 청구주기 동안 발생한 적격한 순수구매에 $1당 2마일이 지급됩니다. 마일리지는 적격한 순수구매에 적립됩니다. 순수구매는 크레딧 및 반납이 제외된 구매를
의미합니다. 승인 후, 자세한 내용은 카드회원 동의서를 참조하십시오. 구매에 대한 마일리지는 가맹점의 비즈니스 분류 방법에 따라 적립 여부가 결정되며 저희는 어떤 구매가 이에 해당되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거래에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은 아니며, 현금 서비스, 카드대금 이전 및 편의수표와 같은 거래에는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회원 동의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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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구매는 크레딧 및 반납이 제외된 구매를 의미합니다. 모든 거래에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은 아니며, 현금 서비스, 카드대금 이전 및 편의수표와 같은 거래에는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회원 동의서를 참조하십시오.

8 주 카드회원은 스카이패스 셀렉트 비자 카드 계좌개설 및 매 기념일에 카드회원의 스카이패스 계좌로
$100 할인 쿠폰을 받게 됩니다. 할인쿠폰은 스카이패스 계좌로 발급되며, 신규 계좌는 영업일 기준 10일, 기존 계좌는 4-6주 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할인은 쿠폰이 카드회원 스카이패스 계좌에 발급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koreanair.com에서 적합한 대한항공 항공권 구매 시 적용됩니다. 쿠폰은 세금 및 유류 할증료를 제외한 프레스티지 클래스 및 이코노미 클래스
기본요금에 적용됩니다. 쿠폰은 대한 항공의 북미 취항 도시에서 아시아까지의 대한항공 운항 항공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쿠폰 위치는 (1) koreanair.com 메인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하고 (2) 마이 페이지를 클릭 한 다음
(3 ) 나의 쿠폰 탭을 선택하고 (4) 프로모션 쿠폰 목록 하단에 나열된 회원님의 쿠폰에서 확인하십시오. 쿠폰 사용은 (1) koreanair.com 계정에 로그인하십시오. (2) 상단 메뉴 표시 줄에서 항공편 예약을 클릭하고 항공편을 예약하십시오.
(3 ) 지불 섹션에서 할인 쿠폰 내 프로모션 쿠폰을 클릭하고 회원님의 할인쿠폰을 선택한 후 적용을 클릭하면, (4) 할인쿠폰 금액이 기본요금에서 공제됩니다. 보너스 항공권, 타 항공사 항공편이 포함된 항공권 또는 이미 발행된 항공권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쿠폰은 양도할 수 없으며 환불받을 수 없고 보증할 수 없습니다. 할인 쿠폰은 다른 할인 행사와 함께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할인 적용 시 계좌가 반드시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양호한 상태여야 합니다.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티켓 구매 시 반드시 귀하의 스카이패스 셀렉트 비자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카드회원은 연회비 납부 달에 반드시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티켓 할인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쿠폰은 스카이패스 셀렉트 비자 카드회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기내면세점 쿠폰 배송은 6-8 주가 소요됩니다. 쿠폰은 대한항공 기내에서 구매하는 면세품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공항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쿠폰의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쿠폰은 양도할 수 없으며 현금 가치가 없고 사용되지 않은 일부 금액에 대해 현금, 크레딧, 또는 어떤 방식으로도 환급될 수 없습니다. 쿠폰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스카이패스 셀렉트 비자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각 쿠폰은 $50 이상 구매 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매의 쿠폰은 $100 이상 구매 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U.S. Bank는 분실, 도난 또는 파손된 쿠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쿠폰은 교체될
수 없습니다. 쿠폰은 다른 할인 행사와 함께 사용될 수 없습니다. 카드 회원이 연회비 납부 달에 반드시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기내면세점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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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혜택은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항공편의 대한항공 항공권과 함께 사용 가능하며, 다른 항공사에서 발급된 항공권과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 공항 라운지는 북미의 대한항공 취항 도시 및 한국 서울(인천) 공항에 있습니다. 라운지
쿠폰은 1회 사용에 한하여 유효하며, 대한항공 라운지 입장 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북미의 대한항공 취항 도시에서 KAL 라운지를 이용하실 경우 또는 탑승 수속 후나 최종 목적지로 가는 중 인천 공항 경유 시 KAL 프레스티지
라운지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쿠폰을 가지고 직접 라운지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주 카드회원은 연회비 납부 후 8-10주 사이에 2매의 라운지 쿠폰을 받게됩니다. 카드회원이 연회비 납부 달에 반드시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라운지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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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캄 클럽 회원은 탑승수속 특별서비스, KAL 라운지 이용, 수하물 우선 처리와 스카이팀 엘리트 회원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koreanair.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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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 카드는 사전에 확정된 사용 한도 제한이 없으며, 청구액 중 일정액을 다음 달로 이월시킬 수 있는 회전 한도가 적용됩니다. 사전 사용 한도 제한이 없다는 것은 무제한 지출의 의미가 아닙니다. 카드사용 승인은 계좌기록, 신용정보,
소득증명 그리고 유동자산 등에 의거 결정됩니다. 특정 제한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sa.com/signature (영문 사이트만 제공)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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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시그니처 카드 소지자는 비자 시그니처 컨시어지가 카드 소지자를 대신하여 구매하거나 준비한 상품, 서비스, 예약 또는 예약과 관련된 모든 요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구매 또는 약정은 전적으로 카드 소지자와 각 가맹점
사이에 이루어지며 비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모든 상품 및 서비스는 가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sasignatureconcierge.com (영문 사이트만 제공)에서 전체 서비스 약관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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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한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sa.com/signature (영문 사이트만 제공)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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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확인하려면 www.cardbeneftidprotect.com (영문 사이트만 제공)을 방문하십시오.

트랜스 유니온의 CreditView™ 대시보드를 통한 무료 크레딧 점수 확인, 경보 및 점수 시뮬레이터는 U.S. Bank 고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보 이용 시 트랜스 유니온의 데이터베이스 일치가 필요하며, 등록된 일부 회원은 경보 기능
사용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트랜스 유니온의 무료 VantageScore® 크레딧 점수는 참조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U.S. Bank의 신용 결정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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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U.S. Bank 모바일 앱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의 특화된 기능(Express Bill Pay Delivery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사용하는 전화 회사, 무선 통신 회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기타 제3의 제공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 및 기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앱 스토어는 Apple Inc.의 서비스 상표이며 구글 플레이는 Googl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Account must be open and in good standing to earn rewards and benefts. Please refer to your Cardmember Agreement for additional information.
1
Automatic statement credit(s) totaling up to $200 will be applied to your Account when a SKYPASS Select Visa card is used for purchases made directly from airlines, hotels, or car rental companies.
Credit(s) apply to eligible Net Purchases that post to your Account on a Cardmember-year basis (based on Account opening date). Only one total credit amount of up to $200 per Cardmember year
per Account, regardless of which Card(s) was/were used for the transaction(s). If eligible purchase is greater than $200, credit will be limited to $200. Net Purchases during each billing cycle will
be calculated for transactions that a merchant classifes as an airline, hotel or car rental company and a corresponding statement credit will be applied to your Account the next time it cycles. Net
purchases are purchases minus credits and returns. Purchases qualify for Miles based on how merchants choose to classify their business and we reserve the right to determine which purchases
qualify. We reserve the right to adjust or reverse any portion or all of any travel credit for unauthorized purchases or transaction credits.
2
Certain terms, conditions and exclusions apply. In order for coverage to apply, you must use your SKYPASS Select Visa card to secure transactions. Please refer to your Guide to Benefts for further
details and full terms and conditions. For Roadside Dispatch, please refer to visa.com/signature for further details.
3
You must be an eligible U.S. Visa Signature cardholder to participate in this offer. You must complete either the Global Entry® and/or TSA PreCheck® application(s) and pay the application fee(s) with
your SKYPASS Select Signature Visa card. Global Entry ® is a U.S. Government program, operated b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Visa and U.S. Bank have no control over the progra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pplication, approval process or enrollment, fees charged by CBP, and no liability with regards to the Global Entry® program. For complete details on the Global Entry®
program, including full terms and conditions, go to http://www.cbp.gov/global-entry/about. TSA PreCheck® is a U.S. Government program administered by the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 a component of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Visa and U.S. Bank have no control over the progra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pplication, approval process or
enrollment, fees charged by TSA, and no liability with regards to the TSA PreCheck® program. For complete details on the TSA PreCheck® program, including full terms and conditions, go to https://
www.tsa.gov/precheck. The TSA PreCheck® trademark is us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Global Entry® also includes TSA PreCheck® benefts when departing U.S
airports. Travelers must include their Global Entry ® PASS ID # (located on the back of the Global Entry ® card) into travel reservations to activate their TSA PreCheck® beneft. Eligible cardholders are
entitled to up to $100 in a statement credit(s) per eligible Visa Signature account number every four (4) years for completing the following qualifying transactions: Global Entry® application fee or TSA
PreCheck® applications fees. Cardholders can continue to earn up to $100 in a statement credit for application fees every 4 years. The 4 year period is based on the date of the frst qualifed transaction.
Please allow 6-8 weeks after either the Global Entry ® or TSA PreCheck® program application fee is charged to an eligible Visa Signature card for the statement credit to be posted to your account.
Cardholders are responsible for payment of all charges until the statement credit posts to the account. Visa and U.S. Bank reserve the right to modify or cancel this offer at any time and without notice.
4
10,000 annual renewal Bonus Miles will be awarded to your SKYPASS account after you spend a minimum of $35,000 in Net Purchases within the anniversary year with your card. Net purchases are
purchases minus credits and returns. Not all transactions are eligible to earn rewards, such as Advances, Balance Transfers, and Convenience Checks. Upon approval, see your Cardmember Agreement
for details. Earned annual renewal Bonus Miles will be awarded to your SKYPASS account each year within eight to ten weeks of the anniversary of your card’s open date. Annual fee must be paid in
the month it is due to be eligible for renewal Bonus Miles credit. The value of these rewards may constitute taxable income to you. You may be issued an Internal Revenue Service Form 1099 (or other
appropriate form) that refects the value of such rewards. Please consult your tax advisor, as neither we, nor our affliates, provide tax advice.
5
Earn 2 miles for every $1 in qualifying Net Purchases on qualifed Korean Air ticket purchases Net purchases are purchases minus credits and returns. Qualifed purchases include Korean Air tickets
where Korean Air is the merchant of record on your statement, such as tickets purchased through Korean Air ticket agents or koreanair.com. Your SKYPASS Select Visa card must be used to make the
purchase in order to be eligible for Double Miles. Any cancellations or credits of Korean Air ticket purchases will offset future double miles earned through additional Korean Air ticket purchases. All
Double Miles postings are at the discretion of Korean Air. For Double Miles discrepancies, please contact Korean Air Service Center at 1-800-438-5000.
6
Earn 2 Miles for every $1 in qualifying Net Purchases during each billing cycle for transactions made directly with merchants who classify their business as an airline, hotel or car rental company.
Miles are earned on qualifying Net Purchases. Net purchases are purchases minus credits and returns. Upon approval, see your Cardmember Agreement for details. Purchases qualify for Miles based
on how merchants choose to classify their business and we reserve the right to determine which purchases qualify. Not all transactions are eligible to earn Miles, such as Advances, Balance Transfers,
and Convenience Checks. See your Cardmember Agreement for details.
7
Net purchases are purchases minus credits and returns. Not all transactions are eligible to earn Miles, such as Advances, Balance Transfers, and Convenience Checks. See your Cardmember
Agreement for details.

8
Primary cardmember will receive a $100 discount coupon in cardmember’s SKYPASS account upon SKYPASS Select Visa card account opening and each anniversary date. Please allow 10 business
days from new account opening and up to 4-6 weeks for anniversary accounts, for the coupons to be deposited into your SKYPASS account. Discount applies to qualifed Korean Air ticket purchases
on koreanair.com made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the coupon is deposited into cardmember’s SKYPASS account. Coupon applies to Prestige Class and Economy Class base fares, excluding taxes
and carrier imposed fee. Coupon is valid from Korean Air North American gateways to Asia on Korean Air operated fights only. To locate your coupon, (1) log in to your account on koreanair.com by
clicking ‘Login’ on the top right side of koreanair.com main page, (2) click ‘My Dashboard’, (3) select ‘My Coupons’ tab, and (4) check your coupon listed under ‘My Promotional Coupons’. To redeem
the coupon, (1) log in to account on koreanair.com, (2) click ‘Book a Flight’ from the top menu bar and book your fight, (3) in ‘Payment’ section, click ‘Promotion Coupon’ within ‘Coupon Discount’ and
choose your discount coupon and click ‘Apply’, (4) discount coupon amount will be deducted from Base Fare. Discount may not be applied to award tickets, tickets which include other airline fights or
tickets that have already been issued. Coupon is non-transferrable, non-refundable and non-endorsable. This discount ticket offer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offer. The Account must be open
and in good standing at time the discount is applied. Your SKYPASS Select Visa card must be used to make the ticket purchase in order to use the ticket coupon. Cardmembers must pay annual fee in
the month it is due to be eligible for the ticket discount.
9
Offer is only eligible for SKYPASS Select Visa cardmembers. Please allow 6-8 weeks for delivery of In-Flight Duty Free Coupons. Coupons may only be redeemed when purchasing duty free item
onboard a Korean Air fight and may not be used or redeemed on online orders or in airports. Coupons are valid until expiration date. Coupons are non-transferable and have no cash value, and any
unused portion of a coupon will not be refunded in cash or credit or any other manner. Must use SKYPASS Select Visa card for purchases that exceed coupon dollar value. Each coupon may be redeemed
for purchase of $50 and over. Two coupons may be redeemed at once for purchase of $100 and over. Korean Air and U.S. Bank are not responsible for lost, stolen or damaged coupons. Coupons will not
be replaced. Coupon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offers. Cardmembers must pay annual fee in the month it is due to be eligible for Infight Duty Free Coupons.
10
Offer valid in conjunction with Korean Air tickets on Korean Air operated fights and cannot be used with tickets issued by other airlines. Korean Air Airport Lounges in Korean Air gateway cities within
North America and Seoul (Incheon), Korea only. Lounge Coupon is valid for one (1) lounge use only and must be surrendered upon entering a Korean Air Lounge. To access a Korean Air Lounge in North
American Korean Air gateway cities, or to access the KAL Prestige Lounge at Incheon after check-in or en route to the fnal destination, proceed directly to the Lounge with the Coupon. Each year,
the primary cardmember will receive two (2) Lounge Coupons 8 to 10 weeks after your annual fee is paid. Cardmembers must pay annual fee in the month it is due to be eligible for Lounge Coupons.
11
Morning Calm Club members are entitled to exclusive check-in services, KAL lounge access, priority baggage handling and SkyTeam Elite member status. For more details, visit www.koreanair.com.
12
The Signature Card provides the beneft of a No Preset Spending Limit and a Revolve Limit that allows you to carry a designated part of your balance from one statement to the next. A No Preset
Spending Limit does not mean unlimited spending. Authorizations are provided using information such as account history, credit record, income verifcation and liquid assets. Certain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may apply. Please refer to visa.com/signature for program details.
13
Visa Signature cardholders are responsible for the payment of any and all charges associated with any goods, services, reservations or bookings purchased or arranged by the Visa Signature
Concierge on cardholders’ behalf. Any such purchases or arrangements are solely between the cardholder and the respective merchant, and Visa is not a party to the transaction. All goods and services
subject to availability. See full terms of service at visasignatureconcierge.com.
14
Certain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may apply. Please refer to visa.com/signature for program details.
15
To confrm eligibility, visit www.cardbeneftidprotect.com.
16
Free credit score access, Alerts and Score Simulator through TransUnion’s CreditView™ Dashboard are available to U.S. Bank customers only. Alerts require a TransUnion database match, and it is
possible that some enrolled members may not qualify for the Alert functionality. The free VantageScore® credit score by TransUnion® is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used by U.S. Bank
to make credit decisions.
17
The U.S. Bank Mobile App is free to download. Fees may apply to certain specialized features of online and mobile banking (such as Express Bill Pay Delivery.) You are responsible for any such fees
and all other fees that may be assessed by your telephone company, wireless carrier, internet service provider, or any other third party provider you may engage. App Store is the service mark of Apple
Inc. Google Play is a trademark of Google, I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