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erican Express와 제휴한 
소비자 행동(Consumer Action) 출판물

선불 카드
크레딧 카드와 데빗 카드의 대안

소비자들은 물품 구입을 위한 지불 
방법 선택에 있어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 수표, 데빗 카드 그리고 크레딧 
카드가 일반적인 지불 방법이며 각각의 
방법에는 나름대로의 이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지불 방법으로 재충전, 재사용 
선불 카드가 있으며 이들은 고유의 
장점을 가진 플라스틱 지불 방법입니다.

다목적 재충전 선불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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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판물은 다목적 재충전 선불 카드(재충전 불가능 기프트 

카드, 정부 지출 카드, 할인, 인센티브 또는 판촉 카드 제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레딧과 데빗 카드와 같이 다목적 재충전 선불 카드는 유용한 

금전 관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재충전 선불 

카드를 발급 받거나 이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카드가 처리되는 과정,

● 카드의 장점과 단점,

● 여러분에게 알맞은 카드를 선택하는 방법,

● 여러분의 계좌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선불 카드란?
재충전 선불 카드는 여러가지 면에서 크레딧이나 데빗 카드와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이 카드를 주유소 결제에서부터 식료품 구입, 

온라인 쇼핑, 현금 인출, 렌트카 , 항공권, 호텔 숙박료 등과 같이 일상 

생활을 위한 구매의 지불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의 기능에 따라 

온라인이나 전화를 이용한 청구서 납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혹은 데빗 카드와 같이 많은 재충전 선불 카드는 4대 유명 전자 지불 

네트워크의 로고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혹은 Visa 입니다.  동일한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전세계의 사업체들은 같은 네트워크 로고를 가진 카드를 받을 것입니다.

선불 카드는 또한 크레딧과 데빗 카드와는 다른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불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으로  “충전”

을 해야 하며 다시 말해 카드에 돈을 넣어야 합니다. 카드가 충전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여러분이 

쓰는 돈이 공제되며 잔고가 줄어 듭니다. 여러분은 잔고가 낮아졌을 

도움말: 여러분은 언제든지 재충전할 수 있으며 많은 카드들이 

여러분이 필요할 때 자동으로 재충전될 수 있도록 하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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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재충전”(더 많은 돈을 추가)한 다음 카드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재충전할 수 있으며 많은 카드들이 

여러분이 필요할 때 자동으로 재충전될 수 있도록 하게 해  줍니다. 

카드에 따라 여러분은 현금, 크레딧 카드, 송금 혹은 디렉트 디파짓 

등을 이용해 온라인이나 사람이 직접 혹은 자동으로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선불 카드는 장단점이 있지만 여러분이 카드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관리할 경우 여러분에게 알맞은 선불 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장점

● 선불 카드는 현금보다 안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불 카드를 

발급 업체에 등록했을 경우 여러분이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을 

신고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모든 잔고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카드 재발급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선불 카드는 크레딧 카드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잔고를 갑자기 올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이 카드에 

충전한 액수 만큼만 쓸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선택하는 카드에 따라  사기 및 승인 받지 않은 구매에 

대한 “책임 면제”, 구매 물품의 보증 연장, 그리고 로드사이즈 혹은 

여행 지원 등과 같은 크레딧 카드와 동일한 회원 혜택과 소비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부분의 카드에 충전된 돈은 FDIC 보험이나 소비자가 이들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 선불 카드 발급에는 신용 조회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선불 카드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첵킹 계좌에는 데빗 카드가 따라 옵니다.)

● 디렉트 디파짓과 전화 혹은 온라인 청구서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재충전 선불 카드는 여러분 수표의 현금 교환과 머니 오더를 위한 

수수료를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 계좌의 이용이 여러분의 신용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는 

여러분이 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선불 카드는 젊은이들에게 “플라스틱”을 책임감 있게 이용하고 

예산을 맞추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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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재충전 선불 카드 업계는 역사적으로 많은 수수료와 혼란스러운 

약관의 문제를 가져 왔습니다. 일부 카드 발급 업체들은 여러가지 

형태의 수수료를 부과해 선불 카드를 고 비용 결제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 다목적 재충전 선불카드의 구매 및 사기 보호와 분쟁 해결 권리는 

일반적으로 크레딧과 데빗 카드에 의해 제공 되는 것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 선불 급여 카드와 정부 발급 선불 수당 카드는 

강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 여러분이 선불 카드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카드에 들어 있는 

금액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물품구매나 비상시를 

위한 비용을 위해 선불 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크레딧 카드와 같이 여러분이 구매 대금을 여러 번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옵션이 없으며 크레딧 카드가 제공하는 상황 유예 기간(

여러분이 카드 잔액을 이월시키지 않을 때 이자가 적용 되지 않는 

기간)이 없습니다. 

● 선불 카드는 크레딧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을 

쌓거나 좋은 신용 기록을 가지는 것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선불 카드 수수료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으면 선불 카드 수수료는 여러분의 잔고를 많이 잡아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선불 카드가 동일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선택하는 카드에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개의 선불 카드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카드 포장이나 카드 발급 업체 웹사이트에 있는 카드 소지자 계약 내용을 

반드시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수수료 공개 내용을 “작은 글자 부분”

에서 보거나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과되는 수수료의 종류와 

각각의 수수료 금액을 기록하고 여러분이 이들 수수료를 쉽게 피할 수 

있는지 혹은 좀더 적은 종류의 수수료나 적은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다른 카드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수료의 부과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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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그리고 종류 등은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들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에게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 종류를 예로 든 것입니다:

● 구입비-일반적으로 소매점에서 카드를 구입하기 위해 한 번만 

지불하는 비용

● 가입비-한 번만 납부하는 개설 수수료, 초기 충전 수수료 혹은 

설정 수수료로 알려진 비용; 무료이거나  30달러까지 혹은 그 

이상;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수수료이며 특히 만약 여러분이 카드 

구입을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위의 구입비 참조)

● 월 “관리”비-일반적인 요금으로 월 10달러까지 다양한 금액 부과; 

요구되는 월 최소 재충전 금액을 넘거나 디렉트 디파짓을 설정할 

경우 할인 혹은 면제; 일부 카드는 연회비 부과

● 재충전 수수료-카드의 자금 추가를 위한 수수료로 자금의 

형태(예를 들어 현금)에 따라 차등적 부과; 대행 업체(서비스에 

참여하는 체인 상점과 같은)에서의 현금 충전을 위해 제삼자 

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음

● 송금 수수료-한 카드에서 다른 카드로 혹은 은행 계좌에서 

카드로와 같은 송금을 위해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

● 구매 거래 수수료-요구되는 월 최소 거래 횟수를 넘거나 디렉트 

디파짓을 설정할 경우 면제 가능; 크레딧(서명) 거래에는 부과되지 

않고 데빗(개인 식별 번호, 혹은 PIN) 거래에 부과, 혹은 반대의 

경우

● 거부된 거래 수수료-만약 여러분이 계좌 잔고 이상의 구매나 

ATM 인출을 시도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

● 초과 인출 (혹은 잔고 부족) 수수료-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카드들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로 잔고 보다 많은 금액을 쓸 수 

있도록 함; 일반적으로 10달러에서 25달러 혹은 그 이상

● 현금 인출 수수료-은행이나 대행 업체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

● ATM 인출 수수료-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 

(카드가 서비스에 참여하는 지점의  ATM에서의 무료 인출 

혹은 몇 번의 월 무료 ATM 인출을 제공할 경우 면제); 또 다른 

별도의 수수료 1-3달러가 대부분의 ATM 소유자/운영자에 의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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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 조회 수수료-ATM에서 잔고 명세서를 받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

● 외환 환전 수수료-카드를 미국을 벗어난 해외에서 이용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 (크레딧 및 데빗 카드도 해당)

● 비사용 수수료-카드를 일정 기간 내에 한번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 (일반적으로 60일 혹은 90일)

● 카드 재발급 수수료-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시 부과되는 수수료

● 종이 명세서 수수료-온라인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 대신에 

종이 명세서를 요청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

● 고객 서비스 수수료-여러분이 고객 서비스 담당자 (도움을 위한 

자동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대신에) 연락할 때 일부 카드 발급 

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 일부 카드는 자동 전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약간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카드 계좌 폐쇄 수수료-카드 계좌를 폐쇄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

카드 구입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이점과 비용의 다양한 선불 카드들이 

있습니다.  일부 카드는 다른 카드보다 소비자 친화적이며 수수료가 좀더 

낮고 적은 종류의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여전히 다양하고 유용한 편의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의 큰 부분이 

결정되므로 여러분의 선택 범위를 좁히기 위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예상해 보십시오. 미국을 벗어난 해외를 자주 여행 하십니까? 그렇다면 외환 

환전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카드를 선택하십시오. ATM에서 자주 현금을 

인출할 계획이십니까? 무료 혹은 낮은 비용의 ATM 네트워크의 이용을 

제공하는 카드를 찾으십시오. 카드를 자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십니까? 

그렇다면 비사용 및 휴면 수수료를 주의하십시오.

많은 식료품 상점과 그 밖의 소매점에서 선불 카드를 구입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조건으로 구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도움말: 여러분이 텍스트 메시지 혹은 이메일 안내를 받거나 모바일 

장치를 이용해 여러분의 카드 계좌에 접속할 때 기본 텍스트 혹은 

데이터 서비스 요금이 여러분의 모바일 서비스 공급업체에 의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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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구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온라인에서 여러분의 옵션을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의 비교 검색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많은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카드의 구입을 고려하든지 그 카드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약관을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가장 많은 수수료 부과 횟수와 종류를 가진 카드를 피하는 것이 

여러분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고려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분이 카드를 사용할 계획인 곳에서 그 카드를 받을 

것인가? 상점들이 항상 모든 카드를 받거나 모든 지불 네트워크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 최저 잔고 혹은 최소 재충전 요구 조건이 있는가?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최저 잔고 혹은 최소 재충전 요구 조건을 가지 

카드를 피하십시오.

● 재충전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현금으로 재충전할 경우 현금 재충전이 가능한 상점이나 지점을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잔고 혹은 충전 한도가 있는가? 잔고를 10,000달러까지 유지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 반면에 잔고가 1,000달러로 제한된 카드도 

있습니다. 재충전 가능 횟수와 금액 또한 카드에 따라 다릅니다.

● 일일 지출 혹은 현금 인출 한도가 있는가? 크레딧 카드와 데빗 

카드와 같이 선불카드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ATM에서 인출할 

수 있는 현금 액수를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몇 백 달러). 또한 

여러분이 하루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도 제한되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1,000달러 혹은 그 이상입니다.

● 가입된 네트워크 ATM이 편리한 장소에 있는가? 일부 카드들은 

가입된 네트워크 ATM에서 매월 한번 혹은 그 이상의 무료 

ATM 인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이것이 여러분이 고려 중인 

카드의 특징일 경우 가까운 곳에 가입된 네트워크 ATM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온라인 혹은 전화 청구서 납부 시스템이 있는가? 이에 대한 

수수료가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선불 카드로 청구서를 

납부하려고 할 경우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를 

선택하고 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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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 혹은 도난당한 카드의 재발급 수수료가 있는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카드에 남아있는 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 자금 회수 가능 여부와 금액, 카드 재발급 수수료 부과 

여부, 수수료 금액 등을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이 새 카드를 받았을 

때 카드 발급 업체에 가입하거나 등록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사기, 청구서 분쟁 그리고 그 밖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크레딧 카드 고객들에게 승인 받지 않은 거래와 

결제 오류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선불 카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선불 카드 발급 업체는 

“책임 면제” 보호를 그들의 카드 소지자들에게 확대 적용하며 

이것은 여러분 계좌의 승인 받지 않은 결제에 대해 여러분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카드가 어디에 있는 지 항상 

기억하고 분실과 도난을 즉시 신고해 승인 받지 않은 거래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장기간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부과되는 비사용 혹은 휴면 수수료가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거나 

카드에 남아있는 잔고를 잃게 될 수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 예산과 관찰을 위한 어떤 종류의 도구들이 있는가? 이상적으로 

말하면 언제든지 고객 서비스 담당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메일과 텍스트 메시지 안내, 실시간 온라인 거래 기록 조회 

그리고 지출 요약 확인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구매와 재충전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캐쉬백, 항공 

마일리지 그리고 포인트 적립은 매력적인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들을 위해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 그 밖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무료 로드사이드 지원, 연장된 

구매 보호(품질 보증) 들은 매력적인 것이지만 이들이 돈을 

절약하는데 도움에 되고 이들을 실제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만 카드 

결정 고려 사항에 포함시키십시오. 

● 카드의 디자인이 여러분의 시선을 끄는가? 유명인사의 보증이나 

세련된 디자인에 좌우되지 말고 비용, 특징, 혜택 그리고 편의 등과 

같은 좀더 중요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카드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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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위해 선불 카드를 선택할 경우 고려해야 할 그 밖의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대 청소년, 대학생, 혹은 나이 많은 부모를 

위해 선불 카드를 구입하지만 쉽게 자금을 충전하고 심지어 계좌를 

관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거래 혹은 잔고 부족 경고, ATM 

이용 유무, 카드 정지 및 정비 해제, 특정 형태의 온라인 구매 승인 및 

거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재충전(예를 들어 용돈 등을 위해)을 할 계획일 경우 자동 

재충전이 가능한 카드인지 확인하십시오.

계좌의 관찰 및 관리
여러분의 계좌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비용을 

절약하고 뜻 밖의 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의 잔고와 거래 기록을 살펴 볼 경우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출 문제 해결(예를 들어 여러분 자신이나 십대 자녀들의 문제) 혹은 

예산 조정;

● 거래 거부 방지 및 “거래 거부” 수수료 (여러분이 자신의 잔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 승인 받지 않은 거래의 조속한 감지; 그리고 

● 카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는 것.

예를 들어 여러분의 카드가 식료품 상점이나 그 밖의 소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캐쉬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ATM 현금 

인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불 카드의 잔고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잔고 확인 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는 ATM에서 확인하지 마십시오. 카드 발급 업체가 최저 잔고 유지에 

의한 월 수수료 면제를 제공할 경우 좀더 많은 잔고를 유지하도록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카드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전에 카드 발급 업체가 “데빗” 

거래 (PIN 사용) 과 “크래딧” 거래 (서명 사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크래딧”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여러분이 선불 

혹은 데빗 카드를 사용할 때 결제 단말기에서 크레딧 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돈을 빌리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데빗 혹은 크레딧”의 

물음을 받았을 때 무료 혹은 좀더 낮은비용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돈을 절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번의 데빗 

거래 비용이 1달러이고 여러분이 하루에 한번만 데빗을 사용할 경우  

여러분은 한달에 30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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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카드의 책임 면제 보호 방침이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지 혹은 

크레딧 (서명) 거래에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일부 포상 

프로그램은 서명 거래에만 포인트 적립을 적용합니다.

여러분에게 데빗과 크레딧의 옵션이 주어질 경우 크래딧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 옵션일 수 있지만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카드 발급 업체의 

방침을 문의해 보십시오. (“크레딧”을 선택하더라도 여전히 지불 금액이 

여러분의 선불 카드에서 공제됩니다.)

도움과 정보
결제 오류와 그 밖의 문제를 소매 업체와 직접 해결해 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여러분의 카드 발급 업체에 

연락하십시오.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여러분은 정부 

기관에 불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 관리국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www.consumerfinance.gov; 855-411-CFPB (2372)

소비자 금융 서비스 불만 접수, 소비자들을 위한 해당 감독기관 안내 

그리고 금전 관리 도구 및 정보 들을 제공합니다.

연방 통상 위원회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www.ftc.gov; 877-382-4357 (877-FTC-HELP)

사기와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일하며 이들 관행의 감지, 중지 그리고 방지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통화 감사관 (Comptroller of the Currency)
www.occ.treas.gov; 800-613-6743

이름 중에 “National” 혹은 이름 뒤에 N.A.가 있는 은행(카드 발급 

업체)을 규제합니다.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www.federalreserve.gov; 888-851-1920

연방 준비 제도에 가입된 주정부 승인 은행에 대한 불만 신고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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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금보험공사 (연방 예금 보험 공사, FDIC)
www.fdic.gov; 877-275-3342

연방 준비 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주정부 승인 은행을 규제합니다.

전국신용조합감독청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NCUA)
www.ncua.gov; 800-755-1030

연방 정부 승인 신용조합을 규제합니다.



이 출판물은 소비자 행동(Consumer Action)이 제작했습니다.

Consumer Action · www.consumer-action.org
선불 카드의 선택과 사용에 대한 무료 정보와 조언.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중국
어로 상담. 전화 415-777-9635와 213-624-8327, TTY: 415-777-9456; e-mail: 
hotline@consumer-action.org. Connect Facebook 연락처 facebook.com/con-
sumeraction와 Twitter 연락처 twitter.com/consumeraction

American Express · www.americanexpress.com
다국적 서비스 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American Express)는 생활을 윤택하
게 하고 비즈니스 성공을 구축하는 제품, 통찰력 그리고 경험에 대한 접촉 기회를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상세 정보는americanexpress.com에서 그리고 facebook 
연락처는 facebook.com/americanexpress, foursquare.com/americanexpress, 
linkedin.com/companies/american-express, twitter.com/americanexpress, and 
youtube.com/america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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