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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개요

 ㅇ 서비스 종류 : 기업용(법인, 개인) 신용/체크카드

 ㅇ 발급대상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ㅇ 제휴 금융기관 : 현대카드,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ㅇ 주요내용 

   - KITA 멤버십카드(국내외 겸용) 별도 연회비 없음

   - 연간 사용실적(1~12월)에 따른 한국무역협회 회비 최대 15만원(전액) 지원 

 공통 제휴 우대혜택

  ⑴ 코엑스몰 주차 할인

   - 우대혜택 : 1일 2시간(9,600원), 연간 총 10회

   - 이용방법 : KITA 멤버십카드 결제 후 청구 할인

   * 단, 현대 체크카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삼성동 무역센터 인터컨티넨탈 호텔(그랜드/코엑스) 할인

   - 우대혜택 ※ 단, 12/24, 12/25, 12/31 제외  

    

객실 전 객실 타입 일일 최적가의 10~15% 할인

레스토랑
전 레스토랑 식료 15% 할인

※ 단, 연회, 룸서비스, 로비라운지, 델리 제외   

 

2020년 KITA멤버십카드 서비스 이용안내

KITA멤버십카드는 한국무역협회가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발급 지원하는 

기업용(법인, 개인) 신용/체크카드입니다. 회원사의 수출업무, 해외출장, 

해외마케팅 등 해외비즈니스 업무에 특화된 지원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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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문의 및 예약

     

객실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 02-599-7777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 02-3430-8888 

레스토랑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 02-555-5656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 02-3452-2500

 (3) 신라스테이 삼성 할인

   - 우대혜택

    

객실

 객실료 10% 할인 

 · 신라스테이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객실, 패키지 상품 이용 시 적용  
   https://www.shillastay.com/samsung/index.do?lang=ko)
 · 일부 특가 패키지 제외 (타임세일 등)

레스토랑

 식음료 (중/석식 뷔페) 10% 할인 

 (동반 최대 10 인까지 할인 적용)
 · 조식 및 특선 뷔페, 돌잔치, 음료, 주류 제외 

   - 이용방법 : KITA 멤버십카드 육안 확인 후 결제 시 할인 제공 

   - 이용안내

    ․ 타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카드로 결제 시 적용됩니다.
    ․ 객실 예약 및 체크인 시, 레스토랑 결제 시 대상카드 회원임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및 문의 : 객실예약 02-2230-0346 / 레스토랑(cafe) 02-2175-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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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 할인

   - 우대혜택

    

객실

 · 홈페이지 예약 시 패키지 5% 할인, 객실료 10% 할인

 · 이용방법 : 호텔 홈페이지(www.oakwoodpremier.co.kr)  
   통해 예약 후 KITA 멤버십카드 현장 결제

   (사전요청란에 ‘제휴 할인 요청’ 기재, 예약시에는 별도  

   결제 필요없음)

레스토랑

 ·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 오크 레스토랑 & 바   

    (5 층) 식음료 10% 할인

 · 단, 프로모션 메뉴 및 타 제휴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5) 공항리무진(인천공항 ↔ 삼성동 무역센터) 요금할인 

   - 우대혜택 : 편도당 2천원

     

정상가 KITA 멤버십카드 회원

16,000 14,000

   - 이용방법  

     ․ 한국도심공항(무역센터) → 인천공항 : 한국도심공항 2층 티켓 

창구에서 KITA 멤버십카드 제시 후 결제

     ․ 인천공항 → 한국도심공항(무역센터) : 한국도심공항 승차장*에서 

매표직원에게 지류할인권* 제시 후 매표 

       * 인천공항 한국도심공항 승차장 : 터미널1 7A, 터미널2 21번 

       ** 지류할인권 한국도심공항 2층 티켓창구 비치

 

http://www.oakwoodpremi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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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0년 코엑스 주최/주관 전시회 무료 입장

   - 이용방법 : 전시장 등록창구에서 KITA멤버십카드 제시 후 입장

<2020년 코엑스 주최 전시회 리스트>

 행사명 전시기간 장소 관람시간 홈페이지

서울 국제 

사진영상기자재전
4/20~26 C홀 10:00~17:00 www.photoshow.co.kr

코베 베이비페어 

상반기
4/16~19 A홀 10:00~18:00 cobe.co.kr/__coex.php

월드 IT 쇼 5/6~8  A, C, D홀 10:00~17:00 worlditshow.co.kr

서울머니쇼 5/7~9 B홀 10:00~17:00
www.seoulmoneyshow.

com
무인이동체시스템

산업엑스포(UWC)

EVTrendKorea

7/15~17 D홀 10:00~17:00
www.uwc.center

www.evtrendkorea.co.kr

서울 국제소싱페어  

하반기
10/8~10 D홀 10:00~18:00 www.sipremium.com

프랜차이즈 서울

하반기
10/8~10 A, B홀 10:00~17:00 www.ifskorea.co.kr

코베 베이비페어 

하반기
10/15~18 A, B홀 10:00~18:00 cobe.co.kr/__coex.php

Energy Plus 10/21~23 A, B홀 10:00~17:00 www.energyplus.kr

한국 건축산업대전 11/18~21 B홀 10:00~17:00 www.kaff.biz

한국 국제 

사인디자인전
11/19~21 A홀 10:00~18:00 kosignshow.co.kr

서울 국제 

식품산업전
11/25~28  A, B, C홀 10:00~18:00 foodweek.co.kr

http://cobe.co.kr/__coex.php
http://www.sipremium.com/
http://www.energyplus.kr/
http://kosignshow.co.kr/
http://food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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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TA멤버십카드 제휴 카드사별 우대혜택

 (1) 현대카드

  

카드종류
 ① MY COMPANY Platinum(VISA/MasterCard/UnionPay)
 ② MY COMPANY 체크카드

포인트적립  신용 0.2%, 체크 0.4%

한국무역협회 
회비 지원

 카드사용액 1천만원 이상(5만원), 

 2천만원 이상(10만원), 3천만원 이상(15만원)
* 단, 연회비, 제수수료, 이자, 지방세∙국세 등 세금 납부액, 도시가스요금, 초∙중∙고교 

학교납입금,당사의 모든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등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

주요혜택

 1) 공항라운지서비스

  - 인천국제공항 마티나 라운지, 스카이허브 라운지 무료 이용

    (일 1회, 연  3회 한도)

 2) 발레파킹서비스

  - 국내 특급호텔 및 인천국제공항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 이용

   (대상점별 월 3회 한도)

 3) 여행자보험

  -  피보험자가 해당 개인 명의 법인카드로 항공요금 전액을 결제/발권한 경우 

상해보험 무료 가입(상해/사망 시 최대 8억원 보장)

 4) 컬처·라이프스타일

  - 현대카드 디자인·트래블·뮤직·쿠킹 라이브러리 동반 2인 무료 입장

  -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선예매 및 20% 할인

프로모션 
혜택

 1) 해외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 대행 : 서비스 수수료 특가 제공

 2) 법인카드 영수증 무증빙 경비처리 

 3) 현대캐피탈 찾아가는 카쉐어링 이용금액 5% 할인

 4) 나이스디앤비 기업신용평가 서비스 30% 할인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 : 한국무역협회 회원업무포털(membership.kita.net) 

  [회원전용 시설⦁서비스] – [KITA멤버십카드] – [발급안내 및 신청] - [카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문의 : 1577-0100

 ※ 혜택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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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BK 기업은행 카드

  

카드종류  Lucky BC 기업카드(BC/VISA/MasterCard) 
포인트적립  0.2%
한국무역협회 

회비 지원
 카드사용액 3천만원 이상(15만원 전액)

주요혜택 
 1)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25원 할인(1일 2회, 1회 10만원 한도)

 2) 2∼3개월 무이자 할부(일반가구점, 가전제품, 백화점, 대형할인점)

 3) 여행 상해보험 : 국외 여행시 최고 3억원까지 보상

 4) 놀이공원 할인 (월 1회, 연 한도 없음)

MasterCard 
서비스

 1) 항공(아시아나항공) 

  - 기업우대 프로그램 가입 시 추가 혜택(좌석 할인 및 승급, 인청공항 라운지, 기업전

용 카운터 제공, 수하출 추가제공 및 우선 수취 등)

 2) 여행(짐좀)

  -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이용시 캐리어, 골프팩, 이민가방 등의 운송서비스 할인가격 

제공(10~25%)

  - 마스터고객 전용 ZIMZOM 웹사이트 : www.zimzom.co.kr/Mastercard

 3) 호텔

  - Hotels.com : 마스터카드 결제시 8% 할인

   (전용페이지 kr.hotels.com/Mastercard 접속 후 쿠폰코드 ‘MASTERCARDYRO’ 입력)

  - Expedia : 마스터카드 10%할인 쿠폰 제공

   (전용페이지 www.expedia.co.kr/Masetercard 접속 후 쿠폰코드 ‘MASTERKR’ 입력)

 4) 렌터카

  - Hertz(해외) : 10% 할인 및 무료 업그레이드

    (전용페이지 : hertzasia.com/mastercard/kr)

  - Rentals.com(해외) : 5% 할인

     (전용페이지 : www.rentalcars.com/?affiliateC:ode=mastercard_apac&enabler=mcapac5)

  - 롯데렌터카(국내) : 내륙 40%, 제주도 최대 90% 할인

     (전용페이지 : www.lotterentacar.net/tcompany/kor/main.do)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 : 가까운 IBK 기업은행 방문

⦁구비서류 : 1)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2)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인감, 

5) (선택)최근 사업년도의 결산 재무상태표 또는 부가가시체 과세표준(한도에 영향)

6) 한국무역협회 회원증

⦁문의 : 1566-2566

  

http://hertzasia.com/mastercard/kr
http://www.lotterentacar.net/tcompany/ko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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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B국민카드

  

카드종류

 ① KB국민 KITA멤버십 기업카드(VISA/MasterCard)

 ② KB국민 CEO Members 플래티늄 기업카드(VISA/MasterCard)
  - 발급대상 : KB국민 KITA멤버십 기업카드 사용금액 1억 이상 이용한 업체 CEO

  - 쿠폰발행 : 백화점 상품권, 외식통합 이용권, 콘도 회원가, 제주도 렌트카, 골프연습장 등

  - 혜택안내 자세히 보기 : https://biz.kbcard.com/CXERCCAC0015.cms?cooperationcode=03196#none

  * 단, ②번 카드는 CEO만 가능하며 ②번만 단독 발급 불가

포인트적립

 0.1%
* 포인트 적립제외 대상: 국세, 지방세, 상품권, 선불카드 구입 및 충전금액, 아파트관

리비, 각종 공과금, 대학(대학원)등록금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체료, 연회비,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 카드대출(카드론), 취소금액

한국무역협회 
회비 지원

 카드사용액 1천만원 이상(5만원), 2천만원 이상(10만원), 3천만원 이상(15만원)

 * 단, ①번 카드 해지 시, 회비 지원 불가

 * 이용실적 제외 항목 : 국세, 지방세, 아파트관리비, 대학(대학원) 등록금,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입/충전 금액(KB국민 기프트카드 포함), 전기/수도세, 4대보험, 고용보험, 

연회비,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체금액

주요혜택 

<① KB국민 KITA멤버십 기업카드>
 1) 세무정보 지원서비스 

  - 부가세 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가맹점 휴/폐업 조회 등

 2) 해외여행자 보험 * 현대해상보험 : 02-360-2534/02-2181-2780~3

  - 업체 임직원이 출장 목적으로 해당카드로 항공요금 전액을 결제하거나, 패키지 여

행상품의 50%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 자동 가능(최대 1억원)

 3) 국제선 항공권 할인 * 전용상담 : 최하나과장 (02-6936-427)

  - 국제선 항공권 5% 할인, 발권수수료 면제

 4) 해외 호텔 할인 * 전용상담 : 이상환과장 (02-6936-4296)

  - 해외 호텔 7~8%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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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KB국민 CEO Members 플래티늄 기업카드>
 1) 마일리지 적립 (대한항공, 아시아나)

  - 대한항공 : 결제원금 1,500원당 1마일

  - 아시아나 : 결제원금 1,000원당 1마일

  - 적립한도 : 기업카드 발급고객 주민등록번호기준 연간(1월~12월) 3만마일

 2) 한화/금호콘도 회원가 제공

  - 한화(경주, 대전, 백암온천, 산정호수, 설악, 설악쏘라노, 소안보, 양평, 용인, 제주, 

지리산, 해운대)

 3) KB국민은행 금융수수료 감면/면제

  - KB국민은행/타행 송금 수수료, 해외 송금 수수료 등

 4)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정기강좌 현장할인 

  - 장기 성인강좌 30% 할인(3개월 1학기당 1인 2강좌까지 적용)

 5) 한국렌트카(제주) 이용요금 현장할인 

  - 48시간 이상 이용요금 결제시 24시간 이용요금 연2회 현장 할인

    (중/소형차 한정)

 6) GOLF 파3 연습장 현장할인(가족카드 합산 1일 1회 제공)

  - 주중 9홀 1라운드 1만원으로 이용가능 : 88컨트리 클럽, 비저힐스 골프장

 7) 인천공항 음료 무료제공(1일 1회, 월 3회)

  - 인천공항 내 투썸플레이스에서 동반 1인까지 아메리카노 무료 제공

VISA 

서비스

<① KB국민 KITA멤버십 기업카드>
 1) 인천공항 라운지 서비스 

  - 1터미널 이용 가능 라운지 : SKY-HUB, 워커힐마티나 

  - 2터미널 이용 가능 라운지 : 워커힐마티나(골드 제외), SPC, 라운지L

  - 이용횟수 : 1일 1회, 연간 2회(본인 회원에 한해 무료입장 가능)

  * 카드별 전월승인실적 30만원 초과 시 당월 공항라운지 무료이용 서비스 가능

<② KB국민 CEO Members 플래티늄 기업카드>
 1) 여행지원

  - 공항 VIP라운지 서비스 : SKY-HUB, 동방항공, 워커힐라운지

    (본인 1일 1회, 연 2회)

  - 인천공항/국내 호텔 무료 발레파킹(지정호텔헤어 호텔별 월 3회 제공)

 2) 쇼핑

  - 동화면세점(광화문), 워커힐 면세점 이용시 할인

MasterCard 

서비스

<① KB국민 KITA멤버십 기업카드>
 1) 인천공항 라운지 서비스 

  - 1터미널 이용 가능 라운지 : SKY-HUB

  - 2터미널 이용 가능 라운지 : 워커힐마티나(골드 제외)

  - 이용횟수 : 1일 1회, 연간 2회(본인 회원에 한해 무료입장 가능)

  * 카드별 전월승인실적 30만원 초과 시 당월 공항라운지 무료이용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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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카드 혜택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biz.kbcard.com) 참고

<② KB국민 CEO Members 플래티늄 기업카드>
 1) 여행지원

  - 공항 VIP라운지 서비스 : SKY-HUB, 동방항공, 워커힐라운지

    (본인 1일 1회, 연 2회)

  - 인천공항/국내 호텔 무료 발레파킹(지정호텔헤어 호텔별 월 3회 제공)

 2) 쇼핑

  - 동화면세점(광화문), 워커힐 면세점 이용시 할인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 : 한국무역협회 회원업무포털(membership.kita.net)

 [회원전용 시설⦁서비스] – [KITA멤버십카드] – [발급안내 및 신청] - [카드 온라인 신

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후 카드사에서 일주일 이내 전화예정

⦁징구서류 : 

  - 법인사업자 : 1)사업자등록증 사본, 2)법인인감증명서, 

3)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주주명부, 

5)대표자신분증, 6)(필요시)재무제표 

  - 개인사업자 : 1)사업자등록증 사본, 2)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문의 : 1588-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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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나카드

  

카드종류
 (MASTER) ① BIZ CORPORATE(BC) ② 프리미엄 기업카드 

 (VISA0 ③ 플래티늄300 기업카드(포인트)

포인트적립
 MasterCard 0.2%, VISA 0.1%

 단, 현금서비스 및 수수료 세금납부 등은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

한국무역협회 
회비 지원

 카드사용액 3천만원 이상(15만원 전액)

 단, 해외매출액은 실적에서 제외

주요혜택
 1) 공항라운지서비스 카드 이용내역 전산 Data로 제공(ERP 연계 지원)

 2) 클린서비스 제공(사용업종 제한)

BC

서비스

 1) 공항라운지 서비스 : 인천공항 스카이허브, 마티나 & 마티나 골드 라운지 연2회   

    무료이용 (문의 : 1566-7890)-

 2) 보험서비스 : 해외 여행 및 국내 여행 중 배상책임 등에 대하여 최소 실비 ~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 (문의 : 02-6322-2850)-

 3)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문의 : 1566-7977)

  ① 항공 : 국제선 항공권 발권 수수료 면제 (3~7%)

  ② 호텔 : 국내 호텔 및 콘도 예약 시 판매가에서 3~5% 할인, 해외 호텔 예약 시   

            판매가에서 10~20% 할인

  ③ 여행 : 해외 패키지 여행 예약 시 판매가에서 3~10% 할인

  ④ 렌터카 : 제주도 렌터카 48시간 이용 시 24시간 지원

  ⑤ KTX/SRT : KTX/SRT 승차권 10% 할인

  ⑥ 골프 : 제주도 20여개 골프장 그린피 20~50% 할인 

     (주중 4인 라운딩 기준 4인 모두 20~30% 그린피 할인, 주말 4인 라운딩 기준   

      본인에 한해 20~50% 그린피 할인)

 4) 해외부가세 환급 : 국내법인의 해외 발생 Tax 절감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 지원  

                      (문의 : 02-6238-8287)

MasterCard 

서비스

 1) 인천공항 마스터제휴 라운지 서비스 무료이용 연 2회

 2) 인천공항 무료 발렛파킹 통합 월 3회

 3) 국내 특급호텔 무료 발렛파킹 통합 월 3회

 4) 국내 특급호텔 F&B(식음료) 및 객실, 국내 특급호텔 스파 할인

 5) 국내숙박(www.justgo.kr) 콘도/호텔/팬션/캠핑 예약시 추가 할인 제공

 6) 국내렌터가 전국 220개 지점에서 할인 제공(최고 73%)

 7) 해외호텔 예약 할인

  - Hotels.com : kr/hotels.com/mastercard

  - Expedia : www.expedia.co.kr/p/promos/mastercardkr

 8) 해외 렌터카할인(Hertz / Rentalcars.com)

 9) 신라 면세점 골드 멤버십 카드 발급(최대 15% 할인)

http://www.justgo.kr
http://www.expedia.co.kr/p/promos/masterar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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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Bicester Village Shopping Collection – 방문시 VIP카드 및 다양한 혜택 제공

 11) JTBC 골프 골드 멤버십 할인가격(3만원/년)에 제공, 서울경제 골프 매거진 구독 할인

VISA 

서비스

 1) 해외 여행 상해보험 무료 가입(최대 보장한도 6.5억원)

 2) 국내 특급호텔 무료 발렛파킹 통합 월 3회

 3) 국내 특급호텔 F&B(식음료) 할인, 객실 및 패키지 할인 서비스

 4) Hotels.com 할인서비스 최대 8%

 5) 해외 온라인 쇼핑혜택

  - 블루밍데이즈, 루이자비아로마, 까르미나슈메이커, 트래블팜에서 온라인 쇼핑시 

10~15% 할인(일부품목 제외)

 6) 인천공항 카페 10% 할인

 7) 국내 주요 면세점 할인 서비스(신세계면세점 VIP골드 멤버십 혜택 제공)

 8) 해외렌터카 할인(Hertz / Rentalcars.com)

 9) 굿럭(goodlugg) 해외여행 캐리어 배송/보관 할인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 : 한국무역협회 회원업무포털(membership.kita.net) 

  [회원전용 시설⦁서비스] – [KITA멤버십카드] – [발급안내 및 신청] - [카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문의 : 157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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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발급 방법 및 문의

ㅇ 카드발급 : 온라인신청 및 영업점 내방 후 최대 7일

  - 현대카드 : 온라인 발급 

  - IBK 기업은행 카드 : 구비서류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 하나카드 : 온라인 신청 후 징구서류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 KB국민카드 : 온라인 신청 후 징구서류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ㅇ KITA 멤버십카드 관련 문의 : 한국무역협회 콜센터 1566-5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