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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오리티 패스) 이용 안내

❶ 이용에 앞서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내용이 있사오니 주의바랍니다.

종업원이 입점시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카드의 유효기간●

●

프라이오리티 패스 회원카드(이하 회원카드) 혹은 라운지 키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제시해주십시오.

탑승권
간사이국제공항에서의 당일 출발편 탑승권을 제시해주십시오.  예약확인서 제시만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E-티켓(ANA 스킵 서비스, JAL 터치 앤 고 서비스를 포함)은 인터넷 체크인 화면의 제시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E-티켓 예약확인서」의 경우 탑승 수속 후 탑승권 발권을 부탁드립니다. 

체크인의 시간대나 제 2터미널 사용자의 경우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❷ 이용특전 안내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소지하고 계신 회원카드 혹은 라운지 키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의 계약 내용에 따른 청구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본 지점에서는 사용자 청구 금액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카드 계약처” 혹은 “프라이오리티 패스 

고객안내”, “라운지 키 고객 서비스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회원카드의 제시로 카드 소지자께서는 본 지점에서 식사권(1회 방문) 1인당 3,400엔(세금포함)까지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식사대금 합계금액이3,400엔(세금포함) 이하일 경우 반환금은 없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식사대금 합계금액이3,400엔(세금포함)이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을 지불하여 주십시오.

“카드 라운지 1회 사용” 카운트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해주신 경우 “카드 라운지 1회 사용”으로 카운트 됩니다.

복수의 회원카드를 소지하신 분의 경우에도 1회 방문에 사용 가능한 카드는 1장뿐입니다. 

불명확한 점이 있으신 분께서는 “프라이오리티 패스 고객 안내”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룹으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회원카드 소지자 전원의 카드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회원카드가 없는 분과의 동석의 경우, 전용 디바이스로 동반자의 이용을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동반자의 “카드 라운지 1회 사용” 카운트를 하지 않는 경우 동석은 원칙적으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쉐어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을 하실 수 있지만 식·음료를 쉐어하는 시점에서 동반자의 1회 사용 카운트를 

시행하겠습니다. 동반자의 “카드 라운지 1회 사용”도 1인당 3,400엔 (세금포함)까지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동반자의 유·무료에 관해서도 본 지점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카드 계약처” 혹은 “프라이오리티 패스 

고객안내”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동반자의 나이가 만 6세 미만일 경우, 회원카드 혹은 라운지 키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소지한 고객님과의 식·

음료를 같이 드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동반자(만 6세 미만)의 연령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주십시오.

본 서비스는 점 내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테이크아웃은 불가하오니 양해바랍니다.

❸ 문의 사항 안내처

프라이오리티 패스 웹사이트   https://www.prioritypass.com

프라이오리티 홍콩    +852-2866-1964

라운지 키 커스터머 서비스팀 홍콩  +852-3071-5062

가지고 계신 카드에 의해 이용조건이 달라집니다. 이용방법, 청구 등의 관해서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다면 

프라이오리티 웹사이트 또는 카드 발행회사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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