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LE PINE

NOBLE PINE 식음형 쿠폰 특전
COUPON PRIVILEGES

모든 쿠폰 특전은 회원 본인에 한하여 혜택 제공이 가능하며, 각 쿠폰의 조건에 따라
일부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ᆞ식음료 10만원 이용권

※ 식음료 금액 이용권 2매 이상 보유 시, 1회 최대 2매까지 중복 사용 가능

[7매]

※ Special Promotion 및 12/24 이용 제한

기본쿠폰

※ 이용 가능 레스토랑 : 온달, 금룡, 더뷔페, 명월관(별채 제외), DEL VINO, MOEGI,

Re:BAR, 룸서비스, 금룡(삼일빌딩점)

ᆞ워커힐 HMR 상품 교환권

※ 르 파사쥬, 금룡(삼일빌딩점)에서 갈비탕, 곰탕 각 2 Pack 교환 가능

※ 2매 이상 소지 시 중복 이용 가능

ᆞ클럽 스위트 or 주니어 코너 스위트룸 1박 숙박권(조식포함)

갱신쿠폰

[2매]
[1매]

ᆞ딜럭스 스위트 or 비스타 딜럭스룸 1박 숙박권

[1매]

ᆞ식음료 10만원 이용권

[1매]

※ 식음료 금액 이용권 2매 이상 보유 시, 1회 최대 2매까지 중복 사용 가능
※ Special Promotion 및 12/24 이용 제한

※ 이용 가능 레스토랑 : 온달, 금룡, 더뷔페, 명월관(별채 제외), DEL VINO, MOEGI,

Re:BAR, 룸서비스, 금룡(삼일빌딩점)

멤버십 쿠폰 이용 시 유의사항

※ 모든 쿠폰은 카드에 내장되어 있으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멤버십 쿠폰의 자세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쿠폰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레스토랑 이용 시, 쿠폰 사용 및 할인은 각 테이블당 회원카드 1개에 한하여 1회 적용되며, 테이블을

분할하거나 2개 이상의 카드로 중복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투숙 시 쿠폰 사용은 1객실 당 회원카드 1개의 혜택을 적용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카드로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식음료 금액 이용권은 본인 투숙 시 룸 후불 요청한 룸서비스 메뉴 이용 금액에 한하여 1회 최대 2매 이용

가능하며, 체크아웃 시 프런트에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2023년 1월 9일 체크인 고객부터 시행,
투숙객 정보와 멤버십 회원 정보 일치 필수, 모바일 체크아웃 시 이용 불가, SPECIAL PROMOTION
및 12/24 주문 건 불가)

※ 가족카드는 회원 본인카드의 부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혜택이며, 본인/가족카드는 동일한 날짜 및

장소에서 중복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갱신 쿠폰은 멤버십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하거나, 혹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

본인 명의로 추가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연회비

ANNUAL FEE
연회비 I 170만원(부가세 포함)

ᆞ 앱(App)카드 운영 (실물 카드 미 제공)

※ 본인 / 가족카드 1개 이상 실물 카드 발급 요청 시 발급 수수료 2만원
※ 카드 재발급 시 개당 수수료 1만원

※ 가입 취소 시 카드 발급 수수료 환불 불가

ᆞ 가족카드 무료 발급(1인)

※ 가족 1인에 한하여 가족관계 증명 후 무료 발급

ᆞ 회원관리과 1670.0005(내선번호 3번)

쿠폰 사용 설명서

TERMS AND CONDITIONS OF COUPON USAGE
식음료 10만원 이용권
예약 및 문의 1670.0005 (레스토랑 2번) 02.6255.9931 (금룡 삼일빌딩점)

[7매]

ᆞ 회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ᆞW
 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으로 인한 중복 할인이 가능합니다.
단,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은 제한됩니다.

ᆞ식
 음료 금액 이용권 2매 이상 보유 시, 1회 최대 2매까지 중복 사용 가능하며, Special

Promotion 및 12/24일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ᆞ쿠
 폰 사용 및 할인은 각 테이블당 회원카드 1개에 한하여 1회 적용되며,
테이블을 분할하거나 2개 이상의 카드로 중복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ᆞ식
 음료 금액 이용권은 본인 투숙 시 룸 후불 요청한 룸서비스 메뉴 이용 금액에 한하여 1회
최대 2매 이용 가능하며, 체크아웃 시 프런트에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2023년

1월 9일 체크인 고객부터 시행, 투숙객 정보와 멤버십 회원 정보 일치 필수, 모바일 체크아웃

시 이용 불가, Special Promotion 및 12/24 주문 건 불가) 투숙 시 쿠폰 사용은 1객실 당
회원카드 1개의 혜택을 적용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카드로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ᆞ차
 액 발생 시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ᆞ이
 용 가능 레스토랑 : 온달(한식당), 금룡(중식당), 더뷔페(뷔페 레스토랑),

명월관(한우숯불구이 전문점/별채 제외), DEL VINO(이탈리안 레스토랑),
MOEGI(일식당), Re:BAR(바 & 소셜 라운지), 룸서비스, 금룡(삼일빌딩점)

워커힐 HMR 상품 교환권
문의 02.450.4479 (르 파사쥬) 02.6255.9931 (금룡 삼일빌딩점)

[2매]

ᆞ 회원 본인 이용 시 해당 쿠폰에 한하여 중복 사용이 가능하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ᆞ르
 파사쥬, 금룡(삼일빌딩점)에서 HMR 제품(갈비탕, 곰탕 각 2 Pack) 교환 가능하며,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ᆞ 호텔 사정에 따라 일부 품목의 품절 및 다른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ᆞ현
 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클럽 스위트 or 주니어 코너 스위트룸 1박 숙박권(조식포함)
예약 및 문의 1670.0005 (객실예약 1번)

[1매]

ᆞ 1 객실 1박에 한하며 7월 21일 ~ 8월 15일, 12월 24, 25, 31일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ᆞ회
 원 본인 투숙 시 사용 가능하며, 체크인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ᆞ 예약 시 쿠폰 사용 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약 필수)

ᆞ 쿠폰 사용은 1객실 당 회원카드 1개의 혜택을 적용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카드로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ᆞ 예약 후 당일 취소 및 노쇼(No-Show) 발생 시 쿠폰은 위약금으로 사용 처리 됩니다.

ᆞ객
 실 점유율에 따라 Walkerhill Prestige Club 회원이 예약 가능한 객실 수가 한정되어 있어
사용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ᆞ 객실은 마운틴뷰(산 전망)에 한하며, 리버뷰(한강 전망) 이용 시 추가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ᆞ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딜럭스 스위트 or 비스타 딜럭스룸 1박 숙박권
예약 및 문의 1670.0005 (객실예약 1번)

[1매]

ᆞ 1 객실 1박에 한하며 7월 21일 ~ 8월 15일, 12월 24, 25, 31일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ᆞ회
 원 본인 투숙 시 사용 가능하며, 체크인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ᆞ 예약 시 쿠폰 사용 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약 필수)

ᆞ 쿠폰 사용은 1객실 당 회원카드 1개의 혜택을 적용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카드로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ᆞ 예약 후 당일 취소 및 노쇼(No-Show) 발생 시 쿠폰은 위약금으로 사용 처리 됩니다.

ᆞ객
 실 점유율에 따라 Walkerhill Prestige Club 회원이 예약 가능한 객실 수가 한정되어 있어
사용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ᆞ 객실은 마운틴뷰(산 전망)에 한하며, 리버뷰(한강 전망) 이용 시 추가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ᆞ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NOBLE PINE 갱신특전
RENEWAL PRIVILEGES

식음료 10만원 이용권
예약 및 문의 1670.0005 (레스토랑 2번) 02.6255.9931 (금룡 삼일빌딩점)

[1매]

ᆞ 멤버십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 혹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
본인 명의로 추가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ᆞ회
 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ᆞW
 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으로 인한 중복 할인이 가능합니다.
단,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은 제한됩니다.

ᆞ식
 음료 금액 이용권 2매 이상 보유 시, 1회 최대 2매까지 중복 사용 가능하며, Special

Promotion 및 12/24일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ᆞ쿠
 폰 사용 및 할인은 각 테이블당 회원카드 1개에 한하여 1회 적용되며,
테이블을 분할하거나 2개 이상의 카드로 중복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ᆞ식
 음료 금액 이용권은 본인 투숙 시 룸 후불 요청한 룸서비스 메뉴 이용 금액에 한하여 1회
최대 2매 이용 가능하며, 체크아웃 시 프런트에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2023년

1월 9일 체크인 고객부터 시행, 투숙객 정보와 멤버십 회원 정보 일치 필수, 모바일 체크아웃

시 이용 불가, Special Promotion 및 12/24 주문 건 불가) 투숙 시 쿠폰 사용은 1객실 당
회원카드 1개의 혜택을 적용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카드로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ᆞ차
 액 발생 시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ᆞ이
 용 가능 레스토랑 : 온달(한식당), 금룡(중식당), 더뷔페(뷔페 레스토랑),

명월관(한우숯불구이 전문점/별채 제외), DEL VINO(이탈리안 레스토랑),
MOEGI(일식당), Re:BAR(바 & 소셜 라운지), 룸서비스, 금룡(삼일빌딩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