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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25가지 혜택 >>>
전통 있는 숍에서 셀렉트 숍까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자카드를 사용하시면 10% 할인이나  

사은품 증정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체험　4가지 혜택 >>>
빅토리아 피크의 100만불짜리 야경이나 

고급 스파에서의 본격적인 트리트먼트 등 

비자카드로 할인 받고 멋진 추억도 만들어 

보세요.

애프터눈 티　3가지 혜택 >>>
홍콩에서만 맛보실 수 있는 정통 영국식  

애프터눈 티. 

우아하고 맛있는 한 때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　13가지 혜택 >>> 
온갖 식문화가 다채롭게 공존하는 홍콩에서

는 중화요리에서 모던 일식까지 다양한 먹거

리가 한 가득. 비자카드를 사용하시면 

디저트 무료 제공이나 10%를 할인등의 혜

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텔　38가지 혜택 >>>
꿈에 그리던 일류 호텔이나 부띠크 호텔을 

저렴한 가격으로 투숙하세요.

정성스러운 서비스로 쾌적한 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목차(P3)의 페이지 숫자나 우대 혜택
서비스 내용(P28)에서 해당 페이지로
바로가기

네비게이션 바를 클릭하면 각 섹션의 

상위 페이지로

프로그램 소개
Introduction

동서양이 융합된 활력 넘치는 원더시티 홍콩의 매력을 “비자카드 고객을 위한 <홍콩 

스페셜 가이드>” 로 만끽하세요.

홍콩의 명물 빅토리아 피크의 100만불짜리 야경은 물론,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바라다보이는 하버뷰, 미슐랭 가이드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정통 딤섬과 중국 

과자류, 영국식 애프터눈 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의 홍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통 있는 유명 숍을 비롯하여 동서양의 센스가 빛나는 신예 숍까지 즐비합니다.

꿈에 그리던 일류 호텔과 세련된 부띠크 호텔에서 무료 룸 업그레이드나 최대 30%

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즐거운 혜택도 가득.

무한대의 매력이 넘쳐흐르는 홍콩 여행 중, 본 가이드는 먹거리, 쇼핑, 체험, 숙박까지 

폭 넓은 우대 혜택을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이제 비자카드로 당신만의 홍콩여행을 풍요롭게 즐기세요.

클릭으로 원하는 곳으로 바로가기

편리한 링크 기능을 가진 PDF 파일입니다.

전체 지도에서도 직접 가맹점 페이지로

클릭 이동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Google 맵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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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소냐 Sonjia

궝상홍（廣生堂） Two Girls

블랑 드 씬 Blanc de Chine

페닌슐라 부띠크 The Penisula Boutique

리앙카 센트럴 Lianca

타임즈 스퀘어 (時代廣場) Times Square

슈걸 Shoe Girl

스이파 꾸띄르 Zeepha Couture

웅잉 컬렉션 갤러리 Wun Ying Collection

지오디 GOD

록차 티 숍 (樂茶軒) Lock Cha Tea Shop

기화 베이커리 (奇華餅家) Kee Wah Bakery

체험
센스 오브 터치 Sense of Touch

피크 트램 The Peak Tram

캐번 The Cavern

애프터눈 티
베란다 레스토랑 The Verandah

인터콘티넨탈 홍콩 로비라운지

The Intercontinental Hong Kong Lobby Lounge

윈도우 카페 The Window Café

레스토랑
운양각　(雲陽閣川菜館)

Yunyan Szechuan

취항빌리지 레스토랑（翠亨邨） Tsui Hang Village

쿠이진 쿠이진 (國金軒) Cuisine Cuisine

워터마크 Watermark

로카 ROKA

즈마 Zuma

프린스 레스토랑（王子飯店）

Prince Restaurant

록차 티 숍（樂茶軒） Lock Cha Tea Shop

페카토 Peccato

와일드 파이어 Wildfire

점보 킹덤（珍賓王國） Jumbo Kingdom

메건스 키친（美味厨） Megan’s Kitchen

호텔
페닌슐라 홍콩 The Peninsula

파노라마 호텔 Hotel Panorama

LKF호텔 Hotel LKF

보나파르트 바이 롬버스 Hotel Bonaparte

랜드마크 만다린 오리엔탈

The Landmark Mandarin Oriental

호텔 젠 Hotel Jen

란콰이퐁 호텔 Lan Kwai Fong Hotel

센트럴 파크 호텔 Central Park Hotel

민덴 홍콩호텔 The Minden

카우롱 호텔 The Kowloon

비자카드 고객을 위한 <홍콩 스페셜 가이드>  홍콩 전체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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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Hong Kong Guide

4가지 바로가기 기능
※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PDF를 PC에 저장하신 후 

사용해 주세요.

비자카드 고객을 위한 <홍콩 스페셜 가이드>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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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P2

<홍콩 스페셜 가이드>

이용방법 / 쿠폰 이용 시 주의사항 P4

완전 밀착 코스  P5

홍콩 전체 MAP  P6

비자카드로 누리는 
아주 특별한 호텔 혜택 P23

<홍콩 스페셜 가이드>
2009/10 스페셜 쿠폰 목록 P28

비자카드 고객을 위한 <홍콩 스페셜 가이드> INDEX

기본정보

쇼핑

쇼핑

소냐 P7
Sonjia

궝상홍（廣生堂） P7
Two Girls

블랑 드 씬 P8
Blanc de Chine

페닌슐라 부띠크 P8
The Peninsula Boutique

리앙카 센트럴 P9
Lianca

타임즈 스퀘어 (時代廣場) P9
Times Square

타임즈 스퀘어 (時代廣場) P10
Times Square

슈걸 P11
Shoe Girl

스이파 꾸띄르 P11
Zeepha Couture

웅잉 컬렉션 갤러리 P12
Wun Ying Collection

지오디 P12
GOD

록차 티 숍 (樂茶軒) P13
Lock Cha Tea Shop

기화 베이커리 (奇華餅家) P13
Kee Wah Bakery

애프터눈 티

레스토랑

베란다 레스토랑 P15
The Verandah

인터콘티넨탈 홍콩 로비라운지 P16
The Intercontinental Hong Kong Lobby Lounge

윈도우 카페 P16
The Window Café

운양각　(雲陽閣川菜館) P17
Yunyan Szechuan

취항빌리지 레스토랑（翠亨邨） P17
Tsui Hang Village

쿠진 쿠진 (國金軒) P18
Cuisine Cuisine

워터마크 P18
Watermark

로카 P19
ROKA

즈마 P19
Zuma

프린스 레스토랑（王子飯店） P20
Prince Restaurant

록차 티 하우스（樂茶軒） P20
Lock Cha Tea House 

페카토 P21
Peccato

와일드 파이어 P21
Wildfire 

점보 킹덤（珍賓王國） P22
Jumbo Kingdom

메건스 키친（美味厨） P22
Megan’s Kitchen

호텔

페닌슐라 홍콩 P23
The Peninsula

파노라마 호텔 P24
Hotel Panorama

LKF호텔 P24
Hotel LKF

보나파르트 바이 롬버스 P24
Hotel Bonaparte

랜드마크 만다린 오리엔탈 P25
The Landmark Mandarin Oriental

호텔 젠 P25
Hotel Jen

란콰이퐁 호텔 P26
Lan Kwai Fong Hotel

센트럴 파크 호텔 P26
Central Park Hotel

민덴 홍콩 호텔 P27
The Minden

카우롱 호텔 P27
The Kowloon Hotel

센스 오브 터치 P14
Sense of Touch

피크 트램 P14
The Peak Tram

캐번 P15
The Cavern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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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혜택이 가득한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각 페이지의 가맹점 정보와 특별한 혜택이 가득한 스페셜 쿠폰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가고 싶은 곳을 체크하세요!

비자카드가 제안하는 <추천 일정>을 참고하여 보다 즐거운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오른쪽 페이지의 <쿠폰 이용 시 주의사항> 및 
각 가맹점 정보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주의사항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가맹점이 소개된
페이지를 인쇄하세요!
가보고 싶은 곳들을 선택한 후 해당 페이지를 인쇄해서 여행 
전 꼭 챙기세요. <쿠폰 이용 시 주의사항> 페이지도 꼭 함께 
인쇄하셔서 지참해주세요. 

※ 호텔과 일부 스페셜 쿠폰 중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사전 예약이 필요한 가맹점의 경우 각 호텔 또는 가맹점으로 
직접 예약해주십시오. (영어응대) 

비자카드를 꼭 챙기세요! 
여행을 떠나기 전 지갑 안에 비자카드를 꼭 챙겨주세요. 

스페셜 쿠폰의 혜택을 누리시려면 비자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비자카드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현지에서 우대 혜택 서비스를 누리세요!
각 가맹점에서 쿠폰과 함께 비자카드로 결제하시고 비자카드 
고객님만을 위한 우대 혜택 서비스를 누리세요. 우대 혜택의 
이용 방법은 각 가맹점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사전에  
<쿠폰 이용 시 주의사항> 및 각 스페셜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주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비자카드 결제 영수증은 선물 교환에 필요합니다.

<홍콩 스페셜 가이드> 이용방법

비자카드 고객을 위한 <홍콩 스페셜 가이드> 이용방법 / 쿠폰 이용 시 주의사항

Step1

Step2

Step3

Step4

쿠폰 이용 시 주의사항

가맹점에서 스페셜 쿠폰의 우대 혜택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페이지를 가맹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주

십시오.

가맹점 관계자님

본 가이드를 제시하시고 유효한 비자카드로 결제하시는 고객님께  

스페셜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우대 혜택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시오.

各加盟店

於出示本指引之後, 請使用有效的VISA卡支付的顧客,提供記載的優待權。

관련 문의

인터넷:  http://www.visakorea.com

이메일:  gowithvisa@gintkorea.co.kr

본 가이드에 대하여

■ 비자카드 고객을 위한 <홍콩 스페셜 가이드>의 유효기간은 2010년9월30일(목)까지 

입니다.

■  스페셜 쿠폰의 우대 혜택 서비스는 한국에서 발급된 비자카드로 결제하셨을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스페셜 쿠폰의 우대 혜택 서비스 이용 시에는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를 인쇄하셔서 

각 가맹점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쿠폰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우대 혜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스페셜 쿠폰의 우대 혜택 서비스의 사용 의사를 늦게 밝혀주시는 경우, 우대 혜택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십시오.

■  기재되어 있는 스페셜 쿠폰의 우대 혜택 서비스는 다른 프로모션, 할인 서비스, 

쿠폰 등과 함께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는 현금 및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실 수 

없습니다.

■  스페셜 쿠폰의 우대 혜택 서비스는 본 가이드에 기재되어 있는 가맹점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스페셜 쿠폰의 우대 혜택 서비스는 하나의 가맹점 당, 

1인/1회에 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재되어 있는 스페셜 쿠폰의 우대 혜택 서비스는 해당 가맹점의 책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맹점의 스페셜 쿠폰 우대 혜택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문의 등은 

현지에서 직접 가맹점으로 해주십시오.

■  각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주의사항도 함께 확인해주십시오.

■  비자카드 결제 영수증은 소중하게 보관하여 주십시오. 귀국 후, 문의 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제 영수증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자와 대행사는 본 가이드가 제작되는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수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혹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누락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재되어 있는 스페셜 쿠폰의 우대 혜택 및 관련 정보는 2009년9월 현재 기준입니다. 

스페셜 쿠폰의 우대 혜택 서비스 내용이 가맹점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의 선물 증정 우대 혜택에 대하여

■  증정되는 선물은 현지에서 직접 수령하여 주십시오. 한국 귀국 후의 선물 교환 및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  재고상황에 따라 특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가맹점 및 동일한 명의자의 당일 이용분의 비자카드 결제 영수증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스페셜 쿠폰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선물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증정되는 선물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파손 또는 불량품인 

경우에는 현지 직원에게 말씀하셔서 교환 받으십시오.

한국 귀국 후 또는 사용 후에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  선물 증정은 고객님 한분 당 4개월마다 1점 또는 1세트에 한하여 증정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각 가맹점에서 고객님의 이름 등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맹점의 할인 우대 혜택에 대하여

■  결제하시기 전에 계산대에서 쿠폰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체험코스의 우대 혜택에 대하여

■  각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유의사항에 따라 스페셜 쿠폰의 우대 혜택 서비스를 

받아주십시오. 내용상 확실하지 않는 부분은 각 가맹점에 직접 문의 해주십시오.

레스토랑,애프터눈 티의 우대 혜택에 대하여

■  주문 시 쿠폰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각 드링크와 디저트, 선물 증정은 1인/1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  지정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행하신 분께도 같은 내용의 우대 혜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스페셜 쿠폰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은 이미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호텔의 우대 혜택에 대하여

■  호텔의 우대 혜택 서비스는를 받으시려면 출발 전 반드시 비자카드로 숙박 예약을 

해주십시오. 예약에 대해서는 각 호텔의 숙박 예약 방법(P23~27)을 숙지해 주십시오. 

호텔 예약 시에는 영어응대를 기본으로 합니다.  (일부호텔 제외)

■  호텔의 객실상황에 따라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약 취소 시, 각 호텔의 정책에 따른 취소 수수료가 적용되므로 예약 시 사전에 

확인해주십시오. 

■  스페셜 쿠폰의 우대 혜택 서비스는 단체예약, 법인예약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기재되어 있는 숙박요금 외에 별도의 세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자마크를 확인해주세요!
비자마크가 있다면 모두 비자카드입니다.

비자카드 고객을 위한 <홍콩 스페셜 가이드>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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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캐번 （Map P6    , 자세히 보기P15）

홍콩의 유흥가 란콰이퐁에 위치. 심야까지 신나는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라이브 하우스.

우대 혜택: 10% OFF

21

완전 밀착 코스

P6의 홍콩 전체 MAP 에서
해당 가맹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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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홍콩 즐기기！ 완전 밀착 코스
비자카드 고객을 위한 <홍콩 스페셜 가이드> 의 우대 혜택으로 홍콩의 매력을 더욱 실속있게 만끽하세요.

완전 밀착 코스를 참고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정을 계획해보세요!

추천 일정 1 : 쇼핑, 먹거리, 스파, 나이트까지. 홍콩을 즐기는 호화로운 하루!　　호화코스

11:00
지오디（GOD）

（Map P6     , 자세히 보기P12）
동서양을 융합시킨 홍콩풍의 
인테리어 잡화점. 
재미있는 디자인의 티셔츠는 
가격도 저렴하여 선물로도 
좋습니다.

우대 혜택: 10% OFF

14:00
궝상홍（廣生堂）

（Map P6     , 자세히 보기P7）

귀여운 쌍둥이 자매의 패키지로 

유명한 코스메틱 브랜드.

스테디 셀러 히트상품인 플로리다 

워터는 선물로도 그만입니다.

우대 혜택: 모두 분에게 미니 노트를 

증정, 기타 1점

15:00
타임즈 스퀘어 (時代廣場)

（Map P6     , 자세히 보기P9, P10）
코즈웨이 만에 있는 홍콩 
최대규모의 쇼핑센터.
고급 브랜드를 비롯하여 홍콩과 
아시아 브랜드가 즐비합니다.

우대 혜택: 타임즈 스퀘어 오리지널 

토토백을 증정, 기타 11점

13:00
록차 티 하우스（樂茶軒）

（Map P6     , 자세히 보기P20）

홍콩공원에 있는 중국차 전문점으로 

정통 중국차와 야채 딤섬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우대 혜택: 디저트 무료 제공

12:00
리앙카 센트럴

（Map P6     , 자세히 보기P9）
센트럴에 있는 멋진 가죽제품 
브랜드. 
심플하고 품위 있는 디자인이 
인기입니다. 
남녀 모두 좋아하는 선물입니다.

우대 혜택: 10% OFF

10:30
블랑 드 씬

（Map P6    , 자세히 보기 P8）
홍콩의 유명인들이 즐겨 찾는 인기 
브랜드. 
고품질 소재와 오리지널 디자인이  
매력적인 숍으로 세련된 
오피스웨어로서도 매력적인 
브랜드입니다.

우대 혜택 : 15% OFF

15:00
인터콘티넨탈 애프터눈 티

（Map P6    , 자세히 보기 P16）

인터콘티넨탈 홍콩의 로비라운지에서

빅토리아만의 절경을 바라다보며

우아하게 애프터눈 티를 즐겨 

보세요.

우대 혜택: 애프터눈 티 10% OFF

11:00
소냐

（Map P6    , 자세히 보기 P7）
한국계 영국인 여성 디자이너 소냐 
노만이 선보이는 셀렉트 숍.  
이곳에 오시면 전세계의 엄선된 
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대 혜택: 10% OFF

12:00
센스 오브 터치

（Map P6    , 자세히 보기 P14）
모던 아시안 고급 스파로 수 많은 어워드를
수상한 유명 스파입니다. 네일아트를 
비롯하여 각종 마사지까지 스파의 
모든 것을 즐기실 수 있으며, 
남성분도 이용하실 수있습니다.

우대 혜택: 시그니처 트리트먼트 20% OFF

17:00
페닌슐라 부띠크

（Map P6     , 자세히 보기 P8）

꿈꾸던 호텔 페닌슐라의 

오리지널 아이템은 선물로도 

그만입니다. 

초콜릿, 액세서리 등이 특히 인기.

우대 혜택: 페닌슐라 페이지 베어, 

실버플레이티드, 콤팩트 거울 증정.

18:00
운양각 (雲陽閣川菜館)

（Map P6     , 자세히 보기 P17）

정통 사천요리를 맛 보실 수 있는 

레스토랑.

특히 마파두부, 칠리 새우의 맛이 일품.

매운 맛을 강하지 않은 사천 

향토요리도 추천합니다.

우대 혜택: 디저트 제공

18:00
로카

（Map P6    , 자세히 보기P19）
런던에서 탄생한 모던 일식 
레스토랑에서  
우아한 디너를 즐겨 보세요.
스타일리시한 점내의 화로 
카운터가 특히 인기.

우대 혜택: 디저트 제공

20:00
피크트램

（Map P6     , 자세히 보기P14）
피크트램을 타고 100만불짜리 
야경으로 유명한 
빅토리아 피크로. 급한 
경사를 오르면서 창 밖으로 
펼쳐지는 전망은 또 하나의 볼거리.

우대 혜택: 10% OFF

쇼핑

쇼핑

쇼핑

저녁 식사

저녁 식사
나이트
클럽

체험

스 파

추천 일정 2 : 동서양이 조화된 매력적인 먹거리와 쇼핑 ! 100만불짜리 야경까지　　쇼핑 & 관광코스

GOAL
GOAL

START START

4

23

1

18

6

25

29

20

12 2

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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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밀착 코스의 소요 시간은 현지의 사정이나 개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레스토랑, 스파 등 일부 예약이 필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용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각 페이지를 확인해주십시오.

쇼핑 쇼핑

쇼핑쇼핑

점심 

식사

애프터눈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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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소냐 Sonjia

궝상홍（廣生堂） Two Girls

블랑 드 씬 Blanc de Chine

페닌슐라 부띠크 The Peninsula Boutique

리앙카 센트럴 Lianca

타임즈 스퀘어 (時代廣場) Times Square

슈걸 Shoe Girl

스이파 꾸띄르 Zeepha Couture

웅잉 컬렉션 갤러리 Wun Ying Collection

지오디 GOD

록차 티 숍 (樂茶軒) Lock Cha Tea Shop

기화 베이커리 (奇華餅家) Kee Wah Bakery

체험
센스 오브 터치 Sense of Touch

피크 트램 The Peak Tram

캐번 The Cavern

애프터눈 티
베란다 레스토랑 The Verandah

인터콘티넨탈 홍콩 로비라운지

The Intercontinental Hong Kong Lobby Lounge

윈도우 카페 The Window Café

레스토랑
운양각 (雲陽閣川菜館)

Yunyan Szechuan

취항빌리지 레스토랑（翠亨邨） Tsui Hang Village

쿠진 쿠진 (國金軒) Cuisine Cuisine

워터마크 Watermark

로카 ROKA

즈마 Zuma

프린스 레스토랑（王子飯店）

Prince Restaurant

록차 티 하우스（樂茶軒） Lock Cha Tea House

페카토 Peccato

와일드 파이어 Wildfire

점보 킹덤（珍賓王國） Jumbo Kingdom

메건스 키친（美味厨） Megan’s Kitchen

호텔
페닌슐라 홍콩 The Peninsula

파노라마 호텔 Hotel Panorama

LKF호텔 Hotel LKF

보나파르트 바이 롬버스 Hotel Bonaparte

랜드마크 만다린 오리엔탈

The Landmark Mandarin Oriental

호텔 젠 Hotel Jen

란콰이퐁 호텔 Lan Kwai Fong Hotel

센트럴 파크 호텔 Central Park Hotel

민덴 홍콩 호텔 The Minden

카우롱 호텔 The Kowloon

비자카드 고객을 위한 <홍콩 스페셜 가이드>  홍콩 전체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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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 No.207-8,Causeway Place,2-10, 
Great George St., Causeway Bay
Tel: (852) 2504 1811        http://twogirls.hk
월요일∼일요일 12:00∼22:00

소냐 스페셜 쿠폰
Sonjia Offer

궝상홍 스페셜 쿠폰
Two Girls Offer

궝상홍 스페셜 쿠폰
Two Girls Offer

韓國
購買物品合計金額在
HK$10000以上的，享受所
有項目10%的優惠

韓國
全部贈送小筆記本禮品

韓國
享受所有項目15%的優惠

10%OFF
합계HK$10,000 이상을 비자카드로 결제 시, 모든 아이템을 

10% OFF.

15%OFF
비자카드로 결제 시, 모든 아이템을15％ OFF.

모든 분들에게 미니 노트를 
드립니다

비자카드와 함께 본 쿠폰을 제시하시는 모든 분에게 미니 

노트를 드립니다.

동서양의 센스가

느껴지는 셀렉트 숍
홍콩을 기반으로 활약하는 디자이너 소냐 

노맨의 셀렉트 숍. 

빈티지(Vintage)에 실크나 레이스로 마무리

한 오리지널 아이템은 소재와 섬세한 수작

업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한국계 영국인인 그녀가 전 세계를 누비며 

갈고 닦은 뛰어난 센스가 숍의 매력. 패션 

어드바이스도 해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냐

ADMIRALTY 역에서 도보3분

G/F No.2 Sun Street Wanchai

Tel: (852) 2529 6223
http://www.sonjiaonline.com
월요일∼금요일 9:00∼18:30

토요일 11:00∼17:00

MAP 1

궝상홍 (廣生堂)

CAUSEWAY BAY역에서 도보 2분 THE PEAK역에서 도보 1분

Shop No.2,The Peak Galleria, 118 Peak Road

Tel: (852) 2849 2387　　  http://twogirls.hk
월요일∼일요일 10:30∼20:30

쌍둥이 자매가 트레이드 마크

홍콩 최초의 전통 있는  

화장품 브랜드
1898년 창업한 홍콩 화장품 브랜드. 트레

이드마크는 중국 전통 드레스를 입은 쌍둥

이 자매 Two girls. 복고적인 도시감성의

(retro-modern) 패키지가 무척 매력적입

니다. 동양 여성의 피부에 맞추어 만들어진 

화장품은 한방 재료나 허브 등의 자연소재

가 주성분. 인기 오데코롱의 플로리다 워터

(花露水)와 각종 스킨 케어 용품을 강력 추

천합니다.

MAP 2 MAP 3

비자카드 고객을 위한 <홍콩 스페셜 가이드> 2009/10

http://maps.google.co.kr/maps/ms?ie=UTF8&hl=ko&msa=0&msid=104294193106792197498.000472b7b73b62b3ed650&ll=22.276648,114.168449&z=16
http://maps.google.co.kr/maps/ms?ie=UTF8&hl=ko&msa=0&msid=104294193106792197498.000472b7b73b62b3ed650&ll=22.280275,114.184967&z=16
http://maps.google.co.kr/maps/ms?ie=UTF8&hl=ko&msa=0&msid=104294193106792197498.000472b7b73b62b3ed650&ll=22.270864,114.149460&z=16
http://twogirls.hk
http://www.sonjiaonline.com
http://twogirls.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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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의 페닌슐라에서

품격 있는 최고의 선물을
홍콩을 대표하는 5성 호텔, 더 페닌슐라의 

오리지널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플래그 

숍(flag shop). 스테디 셀러인 초콜릿을 비

롯하여 오리지널 액세서리나 미술품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 페닌슐라 호텔만의 향

기로움을 더한 플레이버티나 호텔 주방에서 

탄생된 향기 짙은 ＸＯ간장도 인기입니다.

페닌슐라 부띠끄

블랑 드 씬 스페셜 쿠폰
Blanc de Chine Offer

페닌슐라 부띠끄 스페셜 쿠폰
The Peninsula Boutique Offer

韓國
購買物品合計金額在
HK$8000以上的，享受所有
項目15%的優惠

韓國
購物滿HK$500或以上，可
獲贈半島小熊鍍銀化妝鏡盒
一個作為禮品

15%OFF
합계HK$8,000 이상을 비자카드로 결제 시, 모든 아이템을 

15% OFF.

콤팩트 거울을 드립니다
합계HK$500 이상을 비자카드로 결제 시, 페닌슐라 페이지 베어 실버 

플레이티드 콤팩트 거울 증정.

고품질 소재만을 고집하는

인기 홍콩 브랜드
홍콩 유명인에게 인기 있는 홍콩 브랜드. 

디자인, 봉제, 판매까지 직접 관리하고 있

습니다. 철저한 품질의 제품으로 유럽산 소

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중국 패

션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오리지널 디자인

과 여행에서 중요한 기능성과 패션 감각을 

더한 아이템에 주목. 사무용에서 파티용까

지 다양한 목적을 위한 멋진 의상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블랑 드 씬

TSIM SHA TSUI 역에서 도보5분

The Peninsula Hong Kong, Salisbury Road, 
Kowloon
Tel: (852) 2315 3262
http://www.peninsulaboutique.com
월요일∼일요일 9:30∼19:00

CENTRAL역에서 도보１분

York House, The Landmark, Central
Tel: (852) 2104 7034
http://www.blancdechine.com
월요일∼토요일 10:30∼19:30일요일 12:00∼18:00

CENTRAL역에서 도보１분

12 Pedder Street, Pedder Building, Central
Tel: (852) 2524 2450
http://www.blancdechine.com
월요일∼토요일 10:00∼19:00일요일 12:00∼17:00

MAP 4

MAP 5

MA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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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aps.google.co.kr/maps/ms?ie=UTF8&hl=ko&msa=0&msid=104294193106792197498.000472b7b73b62b3ed650&ll=22.280544,114.157906&z=16
http://maps.google.co.kr/maps/ms?ie=UTF8&hl=ko&msa=0&msid=104294193106792197498.000472b7b73b62b3ed650&ll=22.281834,114.156998&z=16
http://maps.google.co.kr/maps/ms?ie=UTF8&hl=ko&msa=0&msid=104294193106792197498.000472b7b73b62b3ed650&ll=22.295097,114.172089&z=16
http://www.peninsulaboutique.com
http://www.blancdechine.com
http://www.blancdech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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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장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쇼핑 센터
시계탑이 심볼인 근대적인 거대 쇼핑센터. 

유명 브랜드나 백화점, 국내외의 인기 캐주

얼 브랜드 숍이나 레스토랑이 지하 2층에

서 13층까지 즐비합니다. 관 내 중앙은 10

층까지 천정이 트인 아트리움. 지하철 코즈

웨이 베이역으로 직접 연결되므로 편리합니

다. 인기 있는 11매장에서 풍부한 혜택이 여

러분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

이지를 참조.

타임즈 스퀘어

리안카 센트럴 스페셜 쿠폰
Lianca Offer

타임즈 스퀘어 스페셜 쿠폰
Time Square Offer

韓國
購買物品合計金額在
HK$1000以上的，享受所有
項目10%的優惠

韓國
於時代廣場消費滿港幣$1,000，
可免費換領「時」袋 (藍/啡色特
別版環保購物袋)一個。

10%OFF
합계HK$1,000 이상을 비자카드로 결제 시, 모든 아이템을 

10% OFF.

오리지널 토토백을 
드립니다

합계HK$1,000 이상을 비자카드로 

결제 시,타임즈 스퀘어 오리지널 

토토백을 드립니다.

심플한 디자인에 기능성까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가죽제품
센트럴（中環）소호 지역의 세련된 가죽제

품 브랜드. 고품질 가죽을 사용한 가방이나 

지갑, 벨트나 키홀더 등 다양성이 넘쳐납니

다. 심플함과 고품질을 겸비하여,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주류를 이루며. 

홍콩인과 일본인 디자이너에 의한 기능적인 

디자인이 인기입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리안카 센트럴

CAUSEWAY BAY역에서 도보2분

Times Square, 1 Matheson Street, 
Causeway Bay
Tel: (852) 2118 8900
http://www.timessquare.com.hk
월요일∼일요일 10:00∼22:00

CENTRAL역에서 도보20분

Basement, No.27 Staunton Street, Central

Tel: (852) 2139 2989
http://www.liancacentral.com
월요일∼일요일 12:30∼21:00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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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 크로포드 스페셜 쿠폰
Lane Crawford Offer

안나수이[아이티] 스페셜 쿠폰
ANNA SUI (IT) Accessories Offer

캠퍼 스페셜 쿠폰
CAMPER Offer

더블 파크 스페셜 쿠폰
double-park Offer

아이티 스페셜 쿠폰
i.t Offer

아이티 스페셜 쿠폰
I.T Offer

이즈 스페셜 쿠폰
izzue Offer

미투 스페셜 쿠폰
mi–tu Offer

비비안 탐 스페셜 쿠폰
Vivienne Tam Offer

파이브 센티미터 스페셜 쿠폰
5cm Offer

안나수이[조이스] 스페셜 쿠폰
ANNA SUI (JOYCE) 
Ready to Wear Offer

韓國
享受所有項目10%的優惠

韓國
享受所有項目9折優惠（減價貨品額外95折）

韓國
享受所有項目9折優惠（減價貨品額外95折）

韓國
享受所有項目9折優惠（減價貨品額外95折）

韓國
享受所有項目9折優惠（減價貨品額外95折）

韓國
享受所有項目9折優惠（減價貨品額外95折）

韓國
享受所有項目9折優惠（減價貨品額外95折）

韓國
享受正價貨品20% off的優惠（享受減價貨品5% off的優惠）

韓國
享受所有項目10%的優惠（享受廉售條款5%的優惠）

韓國
享受所有項目9折優惠（減價貨品額外95折）

韓國
享受所有項目9折優惠（減價貨品額外95折）

10%OFF
비자카드 결제 시, 정상가 아이템을 10% OFF.

10%OFF, 5%OFF Sale Items
비자카드 결제 시, 정상가 아이템을 10% OFF.

세일 아이템은 5％OFF.

10%OFF, 5%OFF Sale Items
비자카드 결제 시, 정상가 아이템을 10% OFF.

세일 아이템은 5％OFF.

10%OFF, 5%OFF Sale Items
비자카드로 결제하시면 정상가 아이템을 10% OFF,

세일 아이템은 5% OFF. 

10%OFF, 5%OFF Sale Items
비자카드로 결제하시면 정상가 아이템을 10% OFF,

세일 아이템은 5% OFF. 

10%OFF, 5%OFF Sale Items
비자카드로 결제하시면 정상가 아이템을 10% OFF,

세일 아이템은 5% OFF.

10%OFF, 5%OFF Sale Items
비자카드로 결제하시면 정상가 아이템을 10% OFF,

세일 아이템은 5% OFF.

20%OFF, 5%OFF Sale Items
비자카드 결제 시, 정상가 아이템을 20% OFF,

세일 아이템은 5％OFF.

10%OFF, 5%OFF Sale Items
비자카드로 결제하시면 정상가 아이템을 10% OFF,
세일 아이템은 5% OFF.
※ 5%할인은 50% OFF 아이템에는 적용 불가

10%OFF, 5%OFF Sale Items
비자카드로 결제하시면 정상가 아이템을 10% OFF,

세일 아이템은 5% OFF.

10%OFF, 5%OFF Sale Items
비자카드 결제 시, 정상가 아이템을 10% OFF.

세일 아이템은 5％OFF.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브랜드 제품도 구입하고

풍부한 혜택도 누리고!
타임즈 스퀘어（時代廣場）는 선별된 인기 브랜드로 구성된 200

개 매장이 거대한 쇼핑센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쇼핑과 

함께 알찬 혜택도 만끽하세요.

CAUSEWAY BAY역에서 도보2분

Times Square, 1 Matheson Street, 
Causeway Bay
Tel: (852) 2118 8900
http://www.timessquare.com.hk

MAP 8

*영업시간은 각 점포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 각 점포의 상세한 위치는 WEB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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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걸

센스 만점 슈즈.

홍콩 여성에게 대 인기
구두를 좋아하는 홍콩 여성에게 인기가 많은 

숍. 사용하는 소재나 컬러는 약 400종류. 디

자인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입니다. 점 내에 진열된 상품 중에서 마

음에 드는 것을 구입하거나, 샘플을 참고로 

힐의 높이나 디자인을 작업해 주문하는 이지 

오더(easy order)까지 OK. 두 번째 주문부

터는 이메일 주문도 가능합니다. 

CAUSEWAY BAY역에서 도보3분

Shop 6, 21 Yiu Wa Street, Causeway Bay
Tel: (852) 2834 1023
월요일∼일요일 13:00∼21:00

슈걸 스페셜 쿠폰
Shoe Girl Offer

슈걸 스페셜 쿠폰
Shoe Girl Offer

韓國
手袋15%的優惠

韓國
鞋及小皮具10%的優惠

15%OFF
비자카드로 결제 시, 가방 15% OFF.

10%OFF
비자카드로 결제 시, 구두와 가죽 소품을 10% OFF.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제작은 유명 상인의

전통 있는 매장에서
유명 상인의 전통 숍 상하이 테일러. 옷감이

나 디자인 선정, 가봉에서 마무리까지 정성

껏 체크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입체 재

단이나 양복 봉제를 하여 주문자에게 꼭 맞

는 착용감 뛰어난 제품을 추구. 정계나 연

예계 요직에 있는 고객이 많습니다. 디자인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가져와서 주문하는 것

도 가능합니다.

스이파 꾸띄르

Zeepha Couture

스이파 꾸띄르 스페셜 쿠폰
Zeepha Couture Offer

韓國
布料或成衣10%的優惠

10%OFF
옷감 또는 기성복을 구입 시, 10% OFF. 

※주문제작 제외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ENTRAL역에서 도보２분

New Henry House, 10 Ice House St, Central

Tel: (852) 2523 2845
월요일∼일요일 10: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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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잉 컬렉션 갤러리

캐리 차우가 꿈꾸던 세계가

펼쳐지는 공간
홍콩 출신인 유명 아티스트, 캐리 차우(Carrie 

Chau)의 갤러리&숍. 환상적인 그림이나 입체 

오브제 등 캐리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포

스터나 티셔츠, 우편엽서나 우산 등 각양각색

인 아이템을 판매. “사랑과 행복”이라는 메시

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녀의 예술세계를 감상

하고, 그녀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공간입

니다.

웅잉 컬렉션 갤러리 스페셜 쿠폰
Wun Ying Collection Offer

韓國
享受所有項目10%的優惠

10%OFF
비자카드로 결제 시, 모든 아이템 10% OFF.

※오리지널 아트 제왜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홍콩 풍물이 인기 있는

인테리어 & 잡화점
고전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융합시킨 즐거

움과 활력이 넘치는 홍콩 풍물 아이템을 갖

추고 있는 쇼핑가. 옷과 액세서리, 일용잡화

와 가구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습니

다.  복고풍 무늬나 로고를 디자인한 오모시

로 티셔츠나 “喜喜(더블 해피니스)”를 모티

브로 한 시리즈 등,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

로 판매합니다.

지오디

지오디 스페셜 쿠폰
GOD Offer

韓國
享受所有項目10%的優惠

10%OFF
비자카드로 결제 시, 10% OFF. 

※매트리스, 전자기기, 위탁판매품 제외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AUSEWAY BAY역에서 도보5분

Leighton Centre, Sharp Street, East Entrance, Causeway Bay
Tel: (852) 2890 5555
http://www.god.com.hk
월요일∼일요일12:00∼22:00

CENTRAL 역 에서 도보5분

48 Hollywood Road, Central
Tel: (852) 2805 1876
http://www.god.com.hk
월요일∼토요일11:00∼21:00 일요일, 공휴일 11:00∼20:00

SHEUNG WAN역에서 도보5분

7 Gough Street, Central

Tel: (852) 2581 1110
http://www.wunyingcollection.com
월요일∼토요일 12:00∼20:00（일요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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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도 귀여운

인기 있는 중화 과자점
1938년 창업. 홍콩을 대표하는 중화 과자

전문점. 전통적인 월병이나 로파병에서부터

누구나 좋아하는 팬더 쿠키나 파인애플 쇼

트 케이크까지 종류도 다양. 선물이나 관광 

중 스낵으로 좋습니다. 홍콩 유명화가 아충

(阿虫)에 의한 패키지도 귀엽습니다.

기화 베이커리

록차 티 숍 스페셜 쿠폰
Lock Cha Tea Shop Offer

기화 베이커리 스페셜 쿠폰
Kee Wah Bakery Offer

韓國
享受所有項目10%的優惠

韓國
購買香港奇礼系列滿$100可
享85折優惠

10%OFF
비자카드로 결제 시, 10% OFF.

※보이차 케이크, 골동품은 제외

15%OFF
합계HK$100 이상을 비자카드로 결제 시, “홍콩 키 

기프트 시리즈”를 15% OFF.

편안한 기분으로 

본격 중국차 즐기기
홍콩 섬의 센트럴에 있는 중국차 전문점. 

점 내에는 엄선된 명차가 한 곳에 진열되

어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구입이 가능

한 것에서부터 10만 엔 이상의 고급 중국차

까지 가격과 종류도 다양. 각각 시음해보고 

원하는 차를 선물용으로 구입. 아름다운 중

국 다기도 추천합니다. 차와 야채 딤섬을 맛

볼 수 있는 전통적인 분위기의 티 하우스

도 있습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록차 티 숍

TSIM SHA TSUI역에서 도보5분

25-29 Hankow Road, Tsimshatsui
Tel: (852) 2199 7606
http://www.keewah.com
월요일~일요일 9:30~21:30

CENTRAL역에서 도보5분

30 Wellington St., Central
Tel: (852) 2537 0178
http://www.keewah.com
월요일~토요일 7:30~20:00, 일요일 8:30~19:30

SHEUNG WAN역에서 도보10분

Upper Ground Floor, 290A, Queen’s Road Central, Sheung Wan
Tel: (852) 2805 1360
http://www.lockcha.com
월요일~일요일 11:00~19:00

ADMIRALITY역에서 도보5분

Ground Floor, The K.S. Lo Gallery, Hong Kong Park, Admiralty
Tel: (852) 2801 7177
http://www.lockcha.com
월요일~일요일 10: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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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 오브 터치

수많은 어워드 수상의 

실력있는 고급 슈퍼살롱
베스트 데이 슈퍼 홍콩의 금상을 비롯하여 

수많은 어워드를 수상한 고급 슈퍼살롱. 가

구나 인테리어는 모던 아시아 풍으로 통일

되어 이국적인 분위기입니다. 손톱이나 발 

손질에서부터 얼굴 관리 등 슈퍼 메뉴가 풍

부.남성고객도 이용 가능. 

센스 오브 터치 스페셜 쿠폰
Sense of Touch Offer

센스 오브 터치 스페셜 쿠폰
Sense of Touch Offer

韓國
特色療程優惠20%

韓國
普通療程優惠20%

노멀 트리트먼트 10% OFF
비자카드 결제시, 노멀 트리트먼트를 10% OFF.

※ 손톱, 왁스 관리 제외

시그니처 트리트먼트  
20% OFF
비자카드 결제시, 시그니처 트리트먼트를 20% OFF.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크 트램 스페셜 쿠폰
Madame Tussauds Hong Kong 3-in-1 
Combo Offer

韓國
山頂纜車來回車票+凌霄閣
摩天台入場券及香港杜莎夫
人蠟像館門票九折優惠

10%OFF
피크 트램 스카이 패스+마담 투소 밀랍 인형관 입장권을 

10% OFF

※피크 트램 스카이 패스+스카이 테라스 입장권＋마담 

투소 밀랍 인형관 입장권10% OFF. 마담 투소 밀랍 

인형관 카운터에서 구입해 주십시오.

트램을 타고

백만 달러의 야경을
세계 3대 야경 관람지인 빅토리아 피크로의 

이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해야하는 등

산 철도. 산 아래에서 정상까지는 1.4㎞, 급

경사 면으로 약 8분 정도가 걸립니다. 1888

년에 창업한 홍콩 최초의 공공 교통기관으

로 차창으로 보이는 홍콩 경치도 매우 아름

답습니다. 산 정상의 피크 타워에는 인기 있

는 마담 투소(Madame Tussauds)의 밀랍 

인형관이 있습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크 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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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역 에서 도보7분

Lan Kwai Fong Spa Repulse Bay Spa
Repulse Bay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5분

1-5F, 52 D’Aguilar Street, Lan Kwai Fong, Central
Tel: (852) 2526 6918　  http://www.senseoftouch.com.hk
월요일~금요일 10:00~21:00토요일10:00~19:00

일요일10:30~19:00

The Repulse Bay Arcade, 109 Repulse Bay Road
Tel: (852) 2592 9668
http://www.senseoftouch.com.hk
월요일~토요일 8:30~20:30일요일 9:00~19:30

CENTRAL역에서 도보10분

33 Garden Road, Central
(Garden Road Peak Tram Lower Terminus)
Tel: (852) 2522 0922
http://www.thepeak.com.hk
＜피크 트램＞월요일~일요일 7:00~24:00

＜스카이 테라스＞월요일~금요일 10:00~23:00,토요일,

일요일,공휴일8:00~23:00

<마담 투소 밀랍 인형관>월요일~일요일 10: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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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애프터눈 티

캐번 스페셜 쿠폰
The Cavern Offer

베란다 레스토랑 스페셜 쿠폰
The Verandah Offer

韓國
從支付總額中10%的優惠

韓國
下午茶10%的優惠

10%OFF
비자카드로 결제 시, 총액에서 10% OFF.

※주류 포함

※Service charge는 별도 필요함

애프터눈 티를 10% OFF
비자카드로 결제 시, 애프터눈 티를 10% OFF.

2009년12월 24, 25일과 2010년2월14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랑카이퐁의 밤은

라이브 하우스에서 즐긴다
밤이 더욱 화려한 랑카이퐁（蘭桂坊）에 있

는 라이브하우스. 클래식 락에서부터 팝, 

R&B, 소울 뮤직 등의 라이브를 즐길 수 있

습니다. 드링크 메뉴는 샴페인, 버번, 포도

주, 칵테일 등 종류도 다양. 버팔로윙이나 

나쵸 등의 스낵 바도 있습니다. 18시부터 

21시까지의 해피아워나 목요일의 레이디스 

나이트는 놓질 수 없습니다.

멋진 옷차림으로

우아하게 즐기는 애프터눈 티
홍콩 최고의 고급주택지 리펄스 베이지구

에 있는 콘티넨탈 요리 레스토랑. 언덕 위

에 들어선 콜로니얼 건축의 우아한 레스토

랑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분위기 있는 애

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3단 트레이

에 아름답게 늘어선 과일, 티라미스, 스콘, 

샌드위치, 미니 샐러드 등으로 행복한 오후

를 즐기십시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캐번 베란다 레스토랑

CENTRAL역에서 도보5분

55 D’Aguilar St, Lan Kwai Fong, Central

Tel: (852) 2121 8969
http://www.igors.com
월요일~일요일 18:00~심야

REPULSE BAY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1분

The Verandah, 109 Repulse Bay Road

Tel : (852) 2292 2822
http://www.therepulsebay.com/restaurants.html
＜애프터눈 티＞월요일~토요일15:00~17:30 

일요일, 공휴일15:3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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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카페 스페셜 쿠폰
The Window Café Offer

인터콘티넨탈 홍콩 로비라운지 스페셜 쿠폰

The InterContinental Hong Kong Lobby 
Lounge Offer

韓國
正式茶點一套15%的優惠

韓國
下午茶10%的優惠

하이 티 세트를 15% OFF
비자카드로 결제 시, 하이 티 세트를 15% OFF.애프터눈 티를 10% OFF

비자카드로 결제 시, 애프터눈 티를 10% OFF.

호텔에서 맛보는

호화로운 애프터눈 티
위치가 매력적인 구룡호텔 2층에 있는 레

스토랑. 대형 유리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따뜻한 빛 가득한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애

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막 

구워낸 스콘이나 샌드위치, 푸아그라(foie 

gras) 등 고급 식재료를 사용한 고급스러운 

음식등을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애프터눈 티와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우아한 오후를 
홍콩을 대표하는 멋진 호텔 인터콘티넨탈 

홍콩의 로비 라운지. 페리가 왕래하는 빅토

리아 만의 절경을 바라보면서 호화로운 애

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클로티드 크

림을 곁들인 막 구운 스콘, 샌드위치, 레몬 

타르트나 브라우니등과 달콤한 베이커리 류

와 프랑스의 유명 전문점 마리아쥬 프레르

의 홍차 등, 음료 종류도 풍부합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윈도우 카페

The Window Café
인터콘티넨탈 홍콩 로비라운지

The InterContinental 
Hong Kong Lobby 
Lounge

TSIM SHA TSUI역에서 도보1분

19-21 Nathan Road, Tsimshatsui, Kowloon

Tel (852) 2734 3803
http://www.harbour-plaza.com
<하이 티> 월요일~금요일 15:00~17:30

TSIM SHA TSUI역에서 도보5분

18 Salisbury Road, Kowloon

Tel: (852) 2721 1211
http://www.hongkong-ic.intercontinental.com
<애프터눈 티> 14: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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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항빌리지 레스토랑 스페셜 쿠폰
Tsui Hang Village Offer

운양각 스페셜 쿠폰
Yunyan Szechuan Offer

韓國
從支付總額中10%的優惠

韓國
支付總額在HK$300以上
的，奉送鮮奶凍

10%OFF
비자카드로 결제 시, 총액에서 10% OFF.

※런치 또는 디너 주문시만 이용 가능.

※Service charge는 별도 필요함

디저트를 드립니다
합계HK$300 이상을 비자카드로 결제시,  

디저트(후레쉬 밀크 푸딩) 드립니다. 

본고장에서 인기 있는

전통적인 광동요리 
1974년 창업. 현지 시민에게 친숙한 광동

요리 레스토랑. 수많은 홍콩 요리 대상에 

선정된 실력파 유명 레스토랑입니다. 야채

나 버섯 등 신선한 소재만을 고집하는 전통

적인 광동 향토요리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

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요리 대상 수상 메

뉴의 창작 요리도 추천. 음차나 면 종류에

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라마 쇼핑센

터(Miramar Shopping Centre) 내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나탄로드에서

사천요리의 진수를 맛본다
침사초이의 중심, 나탄로드(Nathan Road)

에 있는 정통 사천요리 레스토랑. 중국 산

쇼의 매운 맛이 살아 있는 마파 두부나 새

우 칠리소스가 일품입니다.

런치 타임에는 사천풍 음차나 비교적 저렴

한 세트 메뉴도 갖추고 있습니다. 매운 정도

는 메뉴에 적혀진 고추 마크가 기준. 매운 

사천의 향토요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디저

트 맛도 일품.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항빌리지 레스토랑운양각

TSIM SHA TSUI 역에서 도보5분

G/F Miramar Shopping Centre, 132  
Nathan Road, Tsimshatsui
Tel: (852) 2376 2882
월요일~토요일 11:30~23:30

일요일,공휴일 10:00~23:30

TSIM SHA TSUI역에서 도보５분

4/F Miramar Shopping Centre, 132 Nathan 

Road, Tsimshatsui

Tel: (852) 2375 0800

월요일~토요일 

＜런치＞11:30~15:00

＜디너＞17:30~23:30

2625 침사초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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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워터마크 스페셜 쿠폰
Watermark Offer

쿠진 쿠진 스페셜 쿠폰
Cuisine Cuisine Offer

韓國
從支付總額中10%的優惠

韓國
從支付總額中10%的優惠

10%OFF
비자카드로 결제시, 총액에 10% OFF.

※주류 포함

※Service charge는 별도 필요함

10%OFF
비자카드로 결제시, 총액에 10% OFF. 

※디너 주문시만 이용 가능

※Service charge는 별도 필요함

전문 요리사의 

훌륭한 요리는 물론 

하버뷰의 매력도 함께 즐기기 
센트럴 스타 페리 부두 내에 있는 전망 좋은 

레스토랑. 백색을 바탕으로 한 레스토랑, 바

람이 통하는 높은 천정, 270도의 하버뷰 창

문으로 구룡 건너편 강가가 한 눈에 들어옵

니다. 전문 요리사에 의한 유럽식의 어패류

나 야채, 허브 등 신선 소재를 사용한 건강

하고 섬세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멋스러운 레스토랑에서

개성 있는 광동요리를
센트럴의 새로운 랜드마크IFC(국제금융중

심상점가)에 있는 광동요리 레스토랑. 미셀

린가이드(Michelin Guide)에서 높은 평가

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식 인테리어 레스토

랑으로 우아하고 화려한 분위기입니다. 기

름기를 피하고 야채나 해산물을 중심으로 

한 웰빙 음식의 참신한 개성파 광동 요리가 

인기. 음식 하나 하나가 예술적으로 차려 나

오는 것도 매력입니다. 대형 유리 창문을 통

하여 보이는 전망도 최고.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워터마크쿠진 쿠진

HONG KONG역에서 도보10분

Shop L, Level P, Central Pier 7,  
Star Ferry, Central
Tel: (852) 2167 7251
http://www.igors.com
월요일~일요일 11:00~24:00

CENTRAL역에서 도보10분

3101, Podium Level 3, ifc mall, Central

Tel: (852) 2393 3933
http://www.cuisinecuisine.hk
월요일~금요일12:00~14:30, 18:00~22:3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11:00~15:00,18:0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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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즈마 스페셜 쿠폰
Zuma Offer

로카 스페셜 쿠폰
ROKA Offer

韓國
奉送Bellini

韓國
奉送甜品

벨리니 칵테일을 드립니다
비자카드로 결제 시 벨리니 칵테일을 드립니다.

디저트를 드립니다
비자카드로 결제 시, 디저트를 드립니다.

※런치 또는 디너 주문시만 이용 가능.

로바다야키(화로구이)  

카운터에서 

모던 재패니즈를
런던발 모던 재패니스 레스토랑. 영국에서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이 곳. 스시 바를 겸비한 현대적인 레

스토랑 내에는 화로구이 카운터도 대인기. 

40종류 이상의 일본 술을 갖춘 사케(청주) 

바도 있습니다. 멋진 레스토랑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한 맛있는 일본요리를 즐기

세요.

영국 런던 출생의

창작 일식 레스토랑
런던 출생의 컨템포러리 일식을 맛볼 수 있

는 레스토랑입니다. 된장이나 산쇼, 무우즙

이나 간장 등을 사용한 현대식 창작 요리가 

많습니다. 돈까스 덮밥이나 가마솥 밥 등 상

상 이상의 신선한 요리로 인기를 얻고 있습

니다. 멋진 레스토랑 내에는 대형 와인셀러

(Wine Cellar)도 있고, ROKA만의 일본 술

이나 포도주도 맛볼 수 있습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즈마로카

CENTRAL 역에서 도보2분

Level 5&6, The Landmark, 15 Queens Road, 
Central
Tel: (852) 3657 6388
http://www.zumarestaurant.com.hk
월요일~목요일 12:00~24:00

금요일~일요일 12:00~심야

ADMIRALTY 역에서 도보2분

Shop 002, Level LG1, Pacific Place,  
88 Queensway
Tel: (852) 3960 5988
http://www.rokarestaurant.com
월요일~일요일 11:3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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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록차 티 하우스 스페셜 쿠폰
Lock Cha Tea House Offer

프린스 레스토랑 스페셜 쿠폰
Prince Restaurant Offer

韓國
對飲茶的顧客奉送甜品

韓國
奉送甜品

디저트를 드립니다
딤섬과 차 주문시 디저트를 드립니다.

디저트를 드립니다
비자카드로 결제시, 디저트를 드립니다.

※세트 메뉴와 테이크 아웃 제외

편안한 기분으로 

본격 중국차 즐기기
센트럴가의 홍콩 공원 내에 있는 낡은 서양

관, 다구문박물관 내에 있는 인기 있는 중

국 차 가게. 높은 천장이 기분 좋은 티 하우

스에서 런치 타임에는 맛있는 차와 야채 딤

섬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여러 번 중

국 음악 콘서트도 열리며, 차와 연주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Lock Cha Tea Shop에

서는 각종 정통 중국차 구입도 가능합니다.

훌륭한 전망을 감상하며  

즐기는 광동요리 레스토랑
침사초이(尖沙咀)에 세워진 고 층빌딩 원 

페킹로드 (One Peking Road)의 11층에 

있는 광동 요리 레스토랑. 고급 식재료를 

사용한 메뉴가인기이며, 그 중에서도 건조 

전복요리가 유명 하여 “전복 왕자” (鮑魚

王子)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화학조미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기름기도 적어 웰빙족

에게 안성맞춤. 저녁식사에는 빅토리아 항

의 야경이 매력. 런치 타임의 음차도 인기

입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프린스 레스토랑

ADMIRALTY 역에서 도보5분

G/F, The K.S Lo Gallery,  
Hong Kong Park, Amiralty
Tel: (852) 2801 7177
http://www.lockcha.com
월요일~일요일 10:00~22:00

TSIM SHA TSUI역에서 도보3분

11/F One Peking Road Tsim Sha  
Tsui Kowloon
Tel: (852) 2366 1308
http://www.prince-catering.com
월요일~일요일 11:3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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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와일드 파이어 스페셜 쿠폰
Wildfire Offer

페카토 스페셜 쿠폰
Peccato Offer

韓國
從支付總額中10%的優惠

韓國
從支付總額中10%的優惠

10%OFF
비자카드로 결제 시, 총액에 10% OFF.

※주류 포함

※Service charge는 별도 필요함

10%OFF
비자카드로 결제 시, 총액에 10% OFF.

※주류 포함

※Service charge는 별도 필요함

한껏 멋을 내고  

스탠리에서 즐기는

맛있는 지중해 요리
바닷가에 위치한 스탠리(赤柱)에 있는 지중

해 요리 레스토랑. 밝고 캐주얼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돌구이 피자, 스테이크나 산

적요리 등의 그릴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

다. 멋스럽게 담겨 나오는 모든 요리는 현

대적이고 아름다우며 각종 디저트도 인기

입니다. 바닷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식사

와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발코니 좌석

을 추천합니다.

번화가인 소호에서

정통 이탈리안 요리를  

즐긴다
멋진 밤놀이 장소, 소호에 있는 이탈리안 레

스토랑. 북 이태리의 전통적인 가정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계절을 소재로 한 전채요

리나 엄선된 재료로 만들어진 메인 요리는 

시각 미각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거리에 면

한 테이블은 오픈 되어 있어 활기찬 분위기

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와일드 파이어페카토

CENTRAL역에서 도보15분

37 Elgin St, Soho, Central

Tel: (852) 2525 0919
http://www.igors.com
월요일~일요일 12:00~14:30, 18:00~23:00

33

CAUSEWAY BAY역에서 도보5분

Shop p211a, wtc more, 280 Gloucester Rd, 
Causeway Bay
Tel: (852) 2894 8844
http://www.igors.com
월요일~일요일 11:00~23:00

34 wtc more점

Map Map

MAP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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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점보 킹덤 스페셜 쿠폰
Jumbo Kingdom Offer

韓國
從支付總額中10%的優惠

10%OFF
비자카드로 결제시, 10% OFF.

※ HK$20000 이상 주문에는 이용불가

유명 수상 레스토랑에서 

호화롭고 화려한 디너를
홍콩 섬 남부 에버딘해에 떠있는 수상궁전 

레스토랑. 호화롭고 화려한 전등으로 장식

된 입구까지는 무료 페리로 이동. 번쩍번쩍 

눈부시게 빛나는 네온 사인은 홍콩을 대표

하는 야경 중 하나입니다. 삶은 새우, 게살

이 들어 있는 수프, 광동식 해산물요리로 

구성된 세트 메뉴가 인기. 호화스럽고 넓은 

레스토랑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

습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점보 킹덤

JUMBO KINGDOM부두에서 도보3분

Shum Wan Pier Drive, Wong Chuk Hang, 
Aberdeen
Tel: (852) 2553 9111
http://www.jumbokingdom.com
월요일~토요일11:00~23:30

일요일, 공휴일 7:00~23:30

35

36

매건스 키친

줄을 서서 기다려서라도

꼭 먹고 싶은 포크립 라이스
야채를 섞은 밥 위에 돼지갈비 튀김이 얹어

져 있는 포크립 라이스（排骨菜飯）로 유명

한 광동요리 레스토랑. 홍콩 현지인들에게

도 인기가 많아 식사 때면 길게 줄이 늘어

설 정도입니다. 달콤하게 튀겨진 풍부한 육

즙의 돼지고기 튀김과 산뜻한 맛의 밥이 어

우러진 그 특별한 맛이 기억 나 한번 맛보시

면 다시 찾고 싶어집니다. 혼자서도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분위기로 홍콩의 매

력을 만끽할 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매건스 키친 스페셜 쿠폰
Megan’s Kitchen Offer

매건스 키친 스페셜 쿠폰
Megan’s Kitchen Offer

韓國
支付總額在HK$500以上的
10%的優惠

韓國
對點美國牛肋骨肉的顧客另
再奉送1份同樣的菜品

10%OFF
HK$500 이상을 비자카드로 결제하시면 10% OFF.

※ 타 혜택과 병용 불가

미국산 스페어리브를 
드립니다
미국산 스페어리브를 주문하신 분에게는 동 메뉴를 1인분 

더 드립니다.

※ 타 혜택과 병용 불가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AN CHAI역에서 도보5분

5/F., Lucky Centre, 165-171 Wanchai Road, Wan Chai

Tel: (852) 2866 8305      http://www.meganskitchen.com

월요일~일요일 ＜런치＞12:00~15:00 ＜디너＞ 18:00~23:30

Map

MAP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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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페닌슐라 홍콩

무료 룸 업그레이드

스파 이용권(HK$300) 증정

라운지에서 시그니처 칵테일 제공

페닌슐라 홍콩 스페셜 쿠폰
The Peninsula Offer

고급 호텔의 진수와

일류 서비스를 만끽하세요!
1928년 창업한 유서 깊은 호텔로 빅토리아

만이 내려다보이는 침사초이중심에 위치한 

홍콩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빅토리아풍으로 세워진 본관과 30층 건물

의 신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통과 격조

를 자랑하는 호화로운 외관과 하버의 절경

이 내려다보이는 객실이 인기입니다. 로비

에서 맛보는 애프터눈 티와 페닌슐라 부띠

크도 유명합니다.

※숙박요금에는 서비스요금,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대 혜택은 체크인 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의 객실 상황에 따라 룸 업그레이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는 호텔 내 ESPA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HK$300의 쿠폰을 드립니다.

※     는호텔 내 “쌀롱 드 닌”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시그니처 칵테일 2잔 이용 쿠폰을 드립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카드 특별 우대 패키지 

숙박 예약 방법

● 각 호텔에 직접 전화 또는 팩스로 

예약해 주십시오.

● 예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Visa 

Korea”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 문의사항은 각 호텔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호텔을 선택하는 재미도 여행의 큰 즐거움 

비자카드로 호텔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우대혜택이 제공됩니다. 

홍콩 여행 계획의 첫단계. 호텔 선택! 

비자카드가 제공하는 알뜰하고 다양한 혜택

숙박요금 최대 약 50% OFF
본 가이드에 게재되어 있는 숙박료는 

공시가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특별요금입니다.  

※공시가 기준의 할인입니다. 

아침식사 무료 제공
에너지 넘치는 홍콩의 하루는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아침식사로 기운차게 스타트.  

투숙기간 중에는 매일 아침식사가 무료로 

제공되므로 식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룸 업그레이드
예를 들어 스탠다드 룸에서 슈페리어 룸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한차원 수준높은 

숙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웰컴 드링크 제공
호텔에 도착하면 웰컴 드링크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액티브한 

홍콩여행을 위하여 다 같이 건배!

레스토랑에서 식전주 제공
호텔라운지에서 음료를 주문하시는 분께는 

음료를 1잔 더 드립니다. 음료는 알코올과 

무알코올 음료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우대혜택에 대해
호텔에 따라 제공되는 우대혜택이 상이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호텔의 우대 혜택 쿠폰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웰컴 기프트 증정
불가리의 여행선물세트 혹은 티세트,50달러 

상당의 푸드&음료 또는 온천을 이용하실 수 

있는 스파카드 등, 횡재한 듯 여행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호텔 부대 시설 무료 이용
바이탈리티 풀이나 드라이 사우나 등 스파의 

부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나 ESPA

의 스파를 이용하실 수 있는 HK＄300 상당의 

이용권을 증정합니다.

Map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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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숙박시 주의사항
※숙박요금에는 서비스요금,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숙박 예약 방법
● 각 호텔에 직접 전화 또는 팩스로 예약해 주십시오.

● 예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Visa Korea”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 문의사항은 각 호텔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파노라마 호텔 스페셜 쿠폰
Hotel Panorama Offer

보나파르트 바이 롬버스 스페셜 쿠폰
Hotel Bonaparte Offer

LKF호텔 스페셜 쿠폰
Hotel LKF Offer

스타일리쉬하고 쾌적한 휴식을 부띠크 호텔에서 만끽하세요!
LKF 호텔은 센트럴의 란콰이퐁 중심에 있는 고급 부띠크 호텔로 외관은 물론 로비에서 객실까지 모던하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호텔은 구룡의 침사초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회적인 디자인의 객실

은 럭셔리 그 자체이며, 고층 객실에서는 홍콩 섬의 경관이 장관을 연출합니다. 보나파르트 바이 롬버스는 

완차이와 코즈웨이베이사이의 타임즈 스퀘어 부근에 있는 컴팩트하고 기능적인 부띠크 호텔로 휴대전화 무

료대여 등 서비스도 충실합니다.

숙박요금 최대 약 50% OFF

아침식사 무료 제공

무료 룸 업그레이드

인터넷 무료 접속

숙박요금 최대 약 40% OFF

아침식사 무료 제공

라운지의 일품요리 메뉴 10% OFF

라운지에서 드링크 서비스

숙박요금 최대 약 40% OFF

“믹스&매치 하이티 세트”

무료 제공

불가리 여행선물세트 증정

TSIM SHA TSUI역에서 도보1분

Hotel Panorama by Rhombus, 8A Hart 
Avenue, Tsimshatsui, Kowloon
Tel: (852) 3550 0388
Fax: (852) 3550 0288
http://www.hotelpanorama.com.hk

CENTRAL역에서 도보5분

Hotel LKF by Rhombus 33 Wyndham Street, 
Lan Kwai Fong, Central
Tel: (852) 3518 9688
Fax: (852) 3518 9699
http://www.hotel-lkf.com.hk

CAUSEWAY BAY역에서 도보3~5분

Hotel Bonaparte by Rhombus 11 Morrison Hill 
Rd., Wanchai
Tel: (852) 3518 6688
Fax: (852) 3518 6699
http://www.hotelbonaparte.com.hk

파노라마 호텔

Hotel Panorama
보나파르트 바이 롬버스

Hotel Bonaparte

LKF호텔

Hotel LKF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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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카드 특별 우대 패키지 비자카드 특별 우대 패키지

비자카드 특별 우대 패키지

※     는 싱글 또는 더블룸에만 적용해 드립니다.

※     는 2명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며. 숙박기간 중 매일 제공됩니다.

※     우대 혜택은 체크인 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의 객실 

상황에 따라 룸 업그레이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는 숙박기간 중 매일, 토스트, 에그, 소시지 또는 베이컨, 티 

또는 커피가 제공됩니다.

※     는 숙박객에게 카페&라운지의 일품요리 메뉴를 10% 할인해 

드립니다.

※     는 카페&라운지에서 드링크를 주문하시는 분께 드링크를 1

잔 더 드립니다. 드링크는 알코올과 무알코올 음료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는 싱글 또는 더블룸에만 적용해 드립니다.

※     는 금요일,토요일,일요일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ap

Map

Map

MAP MAP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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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otelpanorama.com.hk
http://www.hotel-lkf.com.hk
http://www.hotelbonaparte.com.hk
http://maps.google.co.kr/maps/ms?ie=UTF8&hl=ko&msa=0&msid=104294193106792197498.000472b7b73b62b3ed650&ll=22.298048,114.174545&z=16
http://maps.google.co.kr/maps/ms?ie=UTF8&hl=ko&msa=0&msid=104294193106792197498.000472b7b73b62b3ed650&ll=22.280279,114.155014&z=16
http://maps.google.co.kr/maps/ms?ie=UTF8&hl=ko&msa=0&msid=104294193106792197498.000472b7b73b62b3ed650&ll=22.277851,114.179893&z=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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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호텔 젠랜드마크 만다린 오리엔탈

특별 숙박 요금

아침식사 무료 제공

인터넷 무료 접속

웰컴 과일과 드링크 제공

숙박요금 최대 약 20% OFF

호텔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티켓(US＄50) 증정

스파시설 무료 이용권 증정

호텔 젠 스페셜 쿠폰
Hotel Jen Offer

랜드마크 만다린 오리엔탈 스페셜 쿠폰
The Landmark Mandarin Oriental Offer

이 멋진 호텔의 매력은

아름다운 하버뷰
홍콩 섬 서쪽 끝의 고풍스러운 거리 중심에 

자리잡은 스타일리시한 호텔. 화이트를 바탕

으로 한 모던한 디자인의 객실은 심플하고 기

능적으로 꾸며져 있으며, 고층의 오션뷰에서

는 하버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관내에는 

수영장과 헬스클럽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최상층에는 전망 좋은 스카이라운지도 

있습니다. 골동품이나 잡화점이 쭉 늘어선 고

풍스러운 분위기도 매력적입니다.

스타일리쉬한 명문 호텔의  

편안함을 만끽하세요!
홍콩 섬의 센트럴 지구에 위치한 도심 속 호
텔입니다. 관내 인테리어는 컨텐포러리 디
자인으로 통일. 고품격의 모던한 인테리어 
객실의 넓이는 평균 약 50㎡로 홍콩 최대
급이며, 쾌적한 근대설비도 잘 갖추어져 있
습니다. 참신한 디자인의 “MO Bar”는 홍
콩의 유명인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으
며, 고급 쇼핑가가 인접하고 있어 쇼핑하기
도 편리합니다.

※숙박요금에는 서비스요금, 부가가치세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요금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는 숙박기간 중 매일 제공됩니다. 단, 아침식사 장소는 스카이라운지이며,하버뷰의 숙박객만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     는 HK$150 상당의 Wi-Fi 인터넷 접속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요금에는 서비스요금,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는 이틀 이상 숙박하시는 손님에게만 드립니다. 푸드 메뉴, 드링크, 

스파메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는 오리엔탈 스파의 히트, 워터, 익스페리언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카드 특별 우대 패키지비자카드 특별 우대 패키지

Tel: (852) 2132 0188　　Fax: (852) 2132 0199　　http://www.mandarinoriental.com/landmark Tel: (852) 2974 1234       Fax: (852) 2974 0333       http://www.hoteljen.com

CENTRAL역에서 도보1분　　　15 Queen's Road Central, The Landmark, Central SHEUNG WAN역에서 도보10분 (역에서 호텔까지 무료 셔틀버스 있음)　　508 Queen's Road West,Western District

숙박 예약 방법

● 각 호텔에 직접 전화 또는 팩스로 

예약해 주십시오.

● 예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Visa 

Korea”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 문의사항은 각 호텔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숙박 예약 방법

● 직접 전화 또는 팩스로 예약해 

주십시오. 

Tel : 080-747-1000 (한국어)

● 예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Visa 

Korea”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 문의사항은 각 호텔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41MAP Map 42MAP

Map

비자카드 고객을 위한

호텔 젠 특별 숙박 요금 제공

스탠더드 룸 HK＄788

젠 룸 하버뷰 HK＄1188

비자카드 고객을 위한 <홍콩 스페셜 가이드> 2009/10

http://www.mandarinoriental.com/landmark
http://www.hoteljen.com
http://maps.google.co.kr/maps/ms?ie=UTF8&hl=ko&msa=0&msid=104294193106792197498.000472b7b73b62b3ed650&ll=22.280676,114.157455&z=16
http://maps.google.co.kr/maps/ms?ie=UTF8&hl=ko&msa=0&msid=104294193106792197498.000472b7b73b62b3ed650&ll=22.286125,114.135223&z=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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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센트럴 파크 호텔란콰이퐁 호텔

고풍스러운 옛 거리에  

자리잡은 부띠크 호텔
센트럴의 골동품가 헐리우드 로드에 위치한 

현대적인 부띠크 호텔. 화이트를 바탕으로 한 

모던하고 심플한 객실은 적당한 넓이에 기능

도 충실합니다. 귀여운 세면대와 데스크 주변

에는 따스함이 넘쳐흐릅니다. 가든테라스에서

는 편안하게 조식과 드링크를 즐기실 수 있으

며, 호텔과 가장 가까운 역이 셔틀버스로 연결

되어 관광하기에도 편리합니다.

현지 정서와 현대적 감각이 

함께 녹아들어 매력적인

소호지구에 위치한 부띠크 호텔
란콰이퐁 호텔은 소호의 란콰이퐁(蘭桂坊)

에 위치한 호텔로 아시아의 베스트 부띠크 

호텔로서 수 많은 상을 수상한 명품호텔.동

서양이 융합한 현대중국품의 유니크한 분위

기로 연출되어 있으며, 정성 들인 인테리어

와 장식품으로 꾸며진 객실이 여러분을 편

안하게 모십니다. 고층에서는 빅토리아만의 

절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란콰이퐁 호텔 스페셜 쿠폰
Lan Kwai Fong Offer

센트럴 파크 호텔 스페셜 쿠폰
Central Park Offer

Tel: (852) 3650 0299　　Fax: (852) 3650 0288　　http://www.lankwaifonghotel.com.hk Tel: (852) 3650 0299       Fax: (852) 3650 0288       http://www.centralparkhotel.com.hk

SHEUNG WAN역에서 도보5분　　　3 Kau U Fong, Central SHEUNG WAN역에서 도보8분　　　263 Hollywood Road, Central

숙박 예약 방법

● 직접 전화 또는 팩스로 예약해 

주십시오. 

Tel : 080-747-1000 (한국어)

● 예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Visa 

Korea”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 문의사항은 각 호텔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숙박 예약 방법

● 각 호텔에 직접 전화 또는 팩스로 

예약해 주십시오.

● 예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Visa 

Korea”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 문의사항은 각 호텔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특별 숙박 요금 제공

아침식사 무료 제공

애프터눈 티 무료 제공

웰컴 과일 제공

특별 숙박 요금 제공

아침식사 무료 제공

애프터눈 티 무료 제공

웰컴 과일 제공

※숙박요금에는 서비스요금,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요금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는 숙박기간 중 매일 제공됩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10월13일~31일, 11월4일~13일,  

2010년3월25일~28일,4월13일~30일에는 

＋HK$500

※ 2009년10월13일~31일, 11월4일~13일,  

2010년3월25일~28일,4월13일~30일에는 

＋HK$500

※숙박요금에는 서비스요금,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요금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는 숙박기간 중 매일 제공됩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카드 특별 우대 패키지 비자카드 특별 우대 패키지

Map Map

비자카드 고객을 위한

란콰이퐁 호텔 특별 숙박 요금 비자카드 고객을 위한

센트럴 파크 호텔 특별 숙박 요금허버뷰 룸 HK＄1080

이그젝티브 가든뷰 룸 HK＄680디락스 허버뷰 룸 HK＄1280

이그젝티브 스위트 HK＄1080허버뷰 스위트 HK＄2280

43MAP 44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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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nkwaifonghotel.com.hk
http://www.centralparkhotel.com.hk
http://maps.google.co.kr/maps/ms?ie=UTF8&hl=ko&msa=0&msid=104294193106792197498.000472b7b73b62b3ed650&ll=22.284597,114.152931&z=16
http://maps.google.co.kr/maps/ms?ie=UTF8&hl=ko&msa=0&msid=104294193106792197498.000472b7b73b62b3ed650&ll=22.285578,114.147743&z=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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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Tel: (852) 2529 2888　　FAX:(852) 2739 9811　　http://www.harbour-plaza.comTel: (852) 2739 7777       Fax: (852) 2739 3777       http://www.theminden.com

TSIM SHA TSUI역에서 도보１분　　　19-21 Nathan Road, Tsimshatsui, KowloonTSIM SHA TSUI역 또는 TSIM SHA TSUI EAST역에서 도보2분         7 Minden Avenue, Tsim Sha Tsui, Kowloon

카우롱 호텔

The Kowloon Hotel
민덴 홍콩 호텔

편리한 로케이션이 장점인

매력적인 하이테크 호텔
네이잔 로드 중심에 위치한 쾌적한 호텔로 

지하철 침사초이역, 버스정류장이나 페리선

착장과도 가까워 관광이나 쇼핑하기 편리합

니다. 객실은 심플하고 기능적으로 꾸며져 

있으며, 모든 스위트 룸과 하버뷰 룸에서는 

빅토리아 만의 멋진 경관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비즈니스맨을 위한 하이테크 서

비스도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갤러리에 온 듯한

쾌적한 부띠크 호텔
세련된 바와 각국 레스토랑이 즐비한 민덴 

아베뉴에 위치한 부띠크 호텔. 그림과 오브

제로 장식된 관내는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분위기입니다.

밝은 색채로 통일된 심플하고 스타일리시한 

객실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무료로 제공되

며, 쇼핑이나 교통 등 편리한 로케이션도 매

력적입니다.

민덴 홍콩 호텔 스페셜 쿠폰
The Minden Offer

카우롱 호텔 스페셜 쿠폰
The Kowloon Hotel Offer

숙박 예약 방법

● 각 호텔에 직접 전화 또는 팩스로 

예약해 주십시오.

● 예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Visa 

Korea”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 문의사항은 각 호텔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숙박 예약 방법

● 각 호텔에 직접 전화 또는 팩스로 

예약해 주십시오.

● 예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Visa 

Korea”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 문의사항은 각 호텔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디럭스 룸 10% OFF

아침식사 무료 제공

무료 룸 업그레이드

웰컴 드링크 제공

숙박요금 최대 약 30% OFF

무료 룸 업그레이드

아침식사 무료 제공

웰컴 드링크 제공

비자카드 특별 우대 패키지 비자카드 특별 우대 패키지 

※숙박요금에는 서비스요금,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는 숙박기간 중 매일 제공됩니다.

※      우대 혜택은 체크인 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의 객실 상황에 따라 

룸 업그레이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는 호텔 내 “Courtney's Bar”에서 제공됩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요금에는 서비스요금,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대 혜택은 체크인 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의 객실 상황에 따라 

룸 업그레이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는 숙박기간 중 매일 제공됩니다.

※쿠폰 이용시 주의사항(P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ap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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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rbour-plaza.com
http://www.theminden.com
http://maps.google.co.kr/maps/ms?ie=UTF8&hl=ko&msa=0&msid=104294193106792197498.000472b7b73b62b3ed650&ll=22.296841,114.174194&z=16
http://maps.google.co.kr/maps/ms?ie=UTF8&hl=ko&msa=0&msid=104294193106792197498.000472b7b73b62b3ed650&ll=22.295681,114.172256&z=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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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카드 고객을 위한 <홍콩 스페셜 가이드> 2009／10 스페셜 쿠폰 목록

쇼핑

소냐 Sonjia
●10％OFF  P7

궝상홍 Two Girls
●모든 분에게 미니 노트 증정 P7
●15％OFF P7

블랑 드 씬 Blanc de Chine
●15％OFF P8

페닌슐라 부띠크 The Peninsula Boutique
●페닌슐라 페이지 베어, 실버플레이티드,

콤팩트 거울 증정 P8

리앙카 센트럴 Lianca
●10％OFF P9

타임즈 스퀘어 Times Square
●타임즈 스퀘어 오리지널 토토백 증정 P9

레인 크로포드 Lane Crawford ●10％OFF   P10

미츠 mi -tu ● 5~20％OFF   P10

이즈 izzue ● 5~10％OFF   P10

파이브 센티미터 5cm ● 5~10％OFF   P10

아이티 i.t ● 5~10％OFF   P10

아이티 I.T ● 5~10％OFF   P10

더블 파크 double-park ● 5~10％OFF   P10

캠퍼 CAMPER ● 5~10％OFF   P10

안나수이[아이티] ANNA SUI [IT] ● 5~10％OFF   P10

안나수이[조이스] ANNA SUI [Joyce] ● 5~10％OFF   P10

비비안 탐 Vivienne Tam ● 5~10％OFF   P10

슈걸 Shoe Girl
● 5~10％OFF P11
●15％OFF P11

스이파 꾸띄르 Zeepha Couture
●10％OFF P11

웅잉 컬렉션 갤러리

Wun Ying Collection
●10％OFF P12

지오디 GOD
●10％OFF P12

록차 티 숍 Lock Cha Tea Shop
●10％OFF P13

기화 베이커리 Kee Wah Bakery
●15％OFF P13

체험

센스 오브 터치 Sense of Touch
●10％OFF P14

피크트램 The Peak Tram
●10％OFF  P14

캐번 The Cavern
●10％OFF P15

애프터눈 티

베란다 레스토랑 The Verandah
●애프터눈 티 10% OFF P15

인터콘티넨탈 홍콩 로비라운지

The Intercontinental Hong Kong Lobby Lounge
●애프터눈 티 10% OFF P16

윈도우 카페 The Window Café
●하이티 세트 15% OFF P16

레스토랑

운양각 Yunyan Szechuan
●디저트를 제공  P17

취항빌리지 레스토랑

Tsui Hang Village
●10％OFF  P17

쿠진 쿠진

Cuisine Cuisine
●10％OFF P18

워터마크 Watermark
●10％OFF P18

로카 ROKA
●디저트를 제공 P19

즈마 Zuma
●페리니 칵테일을 제공 P19

프린스 레스토랑

Prince Restaurant
●디저트를 제공 P20

록차 티 하우스 Lock Cha Tea House
●디저트를 제공 P20

페카토 Peccato
●10％OFF P21

와일드 파이어 Wildfire wtc more
●10％OFF P21

점보 킹덤 Jumbo Kingdom
●10％OFF P22

메건스 키친 Megan's Kitchen
●미국산 스페어리브를 추가 서비스 P23
●10％OFF P23

호텔

페닌슐라 홍콩 The Peninsula
● 무료 룸 업그레이드 P23
●스파 이용권(HK$300)을 증정 P23
●라운지에서 시그네처 칵테일(2잔)을 제공 P23

파노라마 호텔 Hotel Panorama
●숙박요금 최대 약 50% OFF P24
●아침식사 무료 제공 P24
● 무료 룸 업그레이드 P24
●인터넷 무료 접속 P24

LKF호텔 Hotel LKF
●숙박요금 최대 약 40% OFF P24
●“믹스&매치 하이티 세트”를 제공 P24
●불가리 여행선물세트를 증정 P24

보나파르트 바이 롬버스 Hotel Bonaparte
●숙박요금 최대 약 40% OFF P24
●아침식사 무료 제공 P24
●라운지의 아라카르트 메뉴 10% OFF P24
●라운지에서 드링크를 추가 서비스 P24

랜드마크 만다린 오리엔탈

The Landmark Mandarin Oriental
●숙박요금 최대 약 20% OFF  P25
●호텔 내에서 사용 가능한 티켓(US＄50)을 증정 P25
●스파시설 무료 이용권 증정 P25

호텔 젠 Hotel Jen
● 특별 숙박 요금 제공 P25
●아침식사 무료 제공 P25
●인터넷 무료 접속 P25
●웰컴 과일와 드링크를 제공 P25

란콰이퐁 호텔 Lan Kwai Fong Hotel
● 특별 숙박 요금 제공 P26
●아침식사 무료 제공  P26
●애프터눈 티를 제공  P26
●웰컴 과일을 제공  P26

센트럴 파크 호텔 Central Park Hotel
● 특별 숙박 요금 제공  P26
●아침식사 무료 제공 P26
●애프터눈 티를 제공 P26
●웰컴 과일을 제공 P26

민덴 홍콩 호텔 The Minden
●디럭스 룸 10% OFF P27
●아침식사 무료 제공 P27
●웰컴 드링크를 제공 P27
● 무료 룸 업그레이드 P27

카우롱 호텔 The Kowloon
●숙박요금 최대 약 30% OFF P27
●아침식사 무료 제공 P27
● 무료 룸 업그레이드 P27
●웰컴 드링크를 제공 P27
●호텔 레스토랑 이용 시 20% OFF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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