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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쿠폰은 카드에 내장되어 있으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멤버십 쿠폰의 자세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가입 후 받아보시는 브로슈어 및 홈페이지 내  

'쿠폰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 쿠폰은 멤버십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 혹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 본인 
명의로 추가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가족 1인에 한하여 가족관계 증명 후 가족카드가 무료로 발급됩니다.
※  쿠폰 중복 사용은 제한되며 1회 1매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뷔페 1인 이용권 제외)

안내사항

쿠폰 특전

COUPON PRIVI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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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럭스룸(그랜드 OR 비스타) 1박 숙박권 [1매]
※ 딜럭스룸(비스타) 숙박권 선택 시 연회비 5만원이 추가됩니다. 
•딜럭스룸(그랜드) 주중(일~목) 할인 이용권 [1매] 
•딜럭스룸(더글라스 OR 비스타) 주중(일~목) 할인 이용권 [1매] 

•더뷔페 1인 이용권  [2매]
※ 토요일, 일요일, 12월 이용 제한 / 중복 이용 가능, 동반인 정상가의 10% 할인

•식음료 5만원 & 10만원 이용권 [각 1매]
※  1회 1매 이용, 12/24 이용 제한 / 이용가능 레스토랑 : 온달, 금룡, 더뷔페, 명월관, 

DEL VINO, MOEGI, Re:BAR

•레스토랑 2인 식사 시 50% 할인권 [2매]
※ 1회 1매 이용, 2인 식사 시에만 이용 가능 / 토요일, 12/24 이용 제한 
※ 이용가능 레스토랑 : 온달, 금룡, 더뷔페, 명월관, DEL VINO, MOEGI
•와인 1병 교환권 [1매]
※ 르 파사쥬에서 교환가능

•식음료 5만원 이용권 [1매]
※ 12/24 이용 제한

※  이용가능 레스토랑 : 온달, 금룡, 더뷔페, 명월관, DEL VINO, MOEGI,  
Re:BAR

45만원 / 50만원

※  '딜럭스(그랜드) 숙박권 선택 시 '파빌리온(아메리카노 2잔 제공) 이용권' [1매]가 추가 제공됩니다. 
※  객실 관련 쿠폰은 산 전망에 한하며 토요일, BLACK-OUT DATE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  주중 할인 이용권은 딜럭스룸을 그랜드 12만원, 더글라스 OR 비스타 15만원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세금, 봉사료 별도)

※ BLACK-OUT DATE : 7/21 ~ 8/15, 12/24, 25, 31

객실쿠폰

레스토랑

쿠폰

갱신쿠폰

연회비
(부가세 포함)

2

3

1

※                        중 택 2 
※  식음료 관련 쿠폰은 SPECIAL PROMOTION 및 특정 요일 또는 날짜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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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특전

GUEST ROOM PRIVILEGES

모든 객실 특전은 회원 본인에 한하여 사전 예약 및 투숙 시 회당 최대 3객실까지 적용되며,
사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객실 예약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할인 혜택은 각 테이블 당 회원카드 1개에 한해 적용되며, 테이블을 분할하거나 2개 이상의 카드로 
중복 적용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기업연회, 룸서비스, 주문포장 및 상차림 등 외부 아이템은 할인 혜택이 제한됩니다.
※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이 제한됩니다.
※ 레스토랑 SPECIAL PROMOTION 시에는 할인 혜택이 제한됩니다.
※ 워커힐 상품(SUPEX김치, SUPEX훈제연어, 소시지, 장어)은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 DAILY RATE의 주중 20% / 주말 15% 할인 
※ 부가서비스(EXTRA BED, 미니바, 클럽 라운지 요금 등)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 객실 패키지 5% 할인 
※ 일부 객실 패키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 조건

식음료 특전

FOOD & BEVERAGE PRIVILEGES

모든 식음료 특전은 회원 본인에 한하여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하며, 사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식사 요금 할인율

    (소수점 이하는 절사)

※  해당 영업장 : 온달(한식당), 금룡(중식당), 더뷔페(뷔페 레스토랑), 명월관(숯불구이 전문점),  
DEL VINO(이탈리안 레스토랑),  MOEGI(일식당)

※ 결혼식, 약혼식, 돌잔치, 은혼식, 금혼식 및 회갑/칠순/팔순 등 다양한 가족 연회에 적용됩니다.
※ 애스톤 하우스 행사 및 특별가로 제공되는 패키지 상품은 제한 됩니다.

3인 33%, 4인 25%, 5인 20%, 6인 16%, 7인 14%, 8인 25%, 9인 22%, 
10인 20%, 11인 18%, 12인 16%, 13인 15%, 14인 14%, 15인 13%, 16인 12%, 
17인~ 11%

•레스토랑 인원 수 할인

•기타 식음료 할인

•가족 연회행사 할인  |  식음료 요금 5% 할인

1 - 2인 식사시 3 - 7인 식사시 8 - 18인 식사시 19인이상 식사시

20% 할인 1인 무료 2인 무료 11% 할인

업장명 피자힐 Re:BAR 르 파사쥬 더파빌리온 공통

할인
혜택

상시

10% 할인

음료 및 주류

Side Dish (안주류)
15%할인

베이커리류

20% 할인

상시

10% 할인

음료 및 주류

10% 할인

할인
조건

※ 인원 수 할인 불가

※ 레스토랑 쿠폰 이용 불가 (단, Re:BAR에 한하여 식음료 5&10만원 이용권 이용 가능) 
※ 프로모션 또는 일부 품목 제외

※와인 품목 
제외

※ 인원수는 3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성인 이용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쿠폰 사용 설명서

TERMS AND CONDITIONS OF COUPON USAGE

[선택쿠폰] 회원님께서는 선택 쿠폰                    중 2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02.2022.0000

예약 및 문의   02.450.4466 / 02.455.5000

· 딜럭스룸(비스타) 선택 시, 연회비 5만원이 추가됩니다.
·  1객실 1박에 한하며 토요일, 7월 21일 ~ 8월 15일, 12월 24, 25, 
31일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회원 본인 투숙 시 사용 가능하시며 체크인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사전 예약하여 주시고, 예약 시 쿠폰 사용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당일 취소 및 노쇼(No-show) 발생 시 쿠폰은 위약금으로 
사용처리 됩니다.

·  객실 점유율에 따라 Walkerhill Prestige Club 회원이 예약 가능한 
객실 수가 제한되어 있어 사용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객실은 마운틴뷰(산전망)에 한하며, 리버뷰(한강전망) 이용 시 
추가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파빌리온(아메리카노 2잔) 이용권 [1매]

·  딜럭스룸(그랜드)숙박권 선택 시, 해당 쿠폰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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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빌리온 이용 시, 아메리카노(HOT/ICE, 더치 커피 제외) 
2잔이 제공되며 1잔씩 분할하여 이용이 불가합니다.

·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토요일, 일요일, 12월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회원 본인 이용 시 해당쿠폰에 한하여 중복 사용이 가능하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 또는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이 제한됩니다. 단, 동반 고객은 정상가의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딜럭스룸

(그랜드 or 비스타) 
1박 숙박권

1매

      더 뷔페

1인 이용권

2매

2

2

31

1



[기본쿠폰] 가입한 모든 회원님께 드립니다.

예약 및 문의   02.2022.0000

예약 및 문의   02.45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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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목요일 체크인 하시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그랜드 워커힐 
딜럭스룸을 12만원(세금, 봉사료 별도) 요금으로 숙박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본인 투숙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사전 예약하여 주시고, 예약 시 쿠폰 사용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당일 취소 및 노쇼(No-show) 발생 시 쿠폰은 위약금으로 
사용처리 됩니다.

·  객실 점유율에 따라 Walkerhill Prestige Club 회원이 예약 가능한 
객실 수가 제한되어 있어 사용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 또는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이 제한됩니다.

·  객실은 마운틴뷰(산전망)에 한하며, 리버뷰(한강전망)이용 시 
추가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12월 24일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회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으로 인한 중복 할인이  
  가능합니다. 단,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은 제한됩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쿠폰 중복 사용을 제한하며, 1회 
1매에 한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각 레스토랑 Special Promotion 시 쿠폰 이용에 제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차액 발생 시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이용가능 레스토랑 : 온달(한식당), 금룡(중식당), 더뷔페(뷔페 
레스토랑), 명월관(숯불구이 전문점), DEL VINO(이탈리안 
레스토랑), MOEGI(일식당), Re:BAR(바 & 소셜 라운지)

딜럭스룸(그랜드) 
주중(일~목) 
할인 이용권 
1매

      식음료 
5만원 이용권 &
10만원 이용권

각 1매

3



예약 및 문의   02.455.5000

· 토요일, 12월 24일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회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쿠폰은 반드시 2인 식사 시 식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인원수는 3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성인 이용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 또는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이 제한됩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쿠폰 중복 사용을 제한하며, 1회 1매에 
한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각 레스토랑 Special Promotion 시 쿠폰 이용에 제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이용가능 레스토랑 : 온달(한식당), 금룡(중식당), 더뷔페(뷔페 
레스토랑), 명월관(숯불구이 전문점), DEL VINO(이탈리안 
레스토랑), MOEGI(일식당)

레스토랑 
2인 식사 시 
50% 할인권

2매

예약 및 문의   02.20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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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목요일 체크인 하시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더글라스 
하우스 또는 비스타 워커힐 딜럭스룸을 15만원(세금, 봉사료 별도) 
요금으로 숙박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본인 투숙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사전 예약하여 주시고, 예약 시 쿠폰 사용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당일 취소 및 노쇼(No-show) 발생 시 쿠폰은 위약금으로 
사용처리 됩니다.

·  객실 점유율에 따라 Walkerhill Prestige Club 회원이 예약 가능한 
객실 수가 제한되어 있어 사용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 또는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이 제한됩니다.

·  객실은 마운틴뷰(산전망)에 한하며, 리버뷰(한강전망)이용 시 
추가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딜럭스룸

(더글라스 or 비스타) 
주중(일~목) 
할인 이용권

1매



예약 및 문의   02. 450.4479 / 02.455.5000

·   회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르 파사쥬에서 교환 가능하며,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아래 옵션 중 택1 
① 산 폴로 루비오(레드 와인) 
② 라 리저브 클라렛(레드와인)

와인 1병 교환권              
1매



갱신특전

연회비

RENEWAL PRIVILEGES

ANNUAL FEE

예약 및 문의   02.455.5000

[회원관리과]  02.45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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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24일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회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으로 인한 중복 할인이 
가능합니다. 단,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은 제한됩니다.

·  각 레스토랑 Special Promotion 시 쿠폰 이용에 제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차액 발생 시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이용가능 레스토랑 : 온달(한식당), 금룡(중식당), 더뷔페(뷔페 
레스토랑), 명월관(숯불구이 전문점), DEL VINO(이탈리안 
레스토랑), MOEGI(일식당), Re:BAR(바 & 소셜 라운지)

·  연회비 I 45만원(부가세 포함) 
※ 딜럭스룸(비스타) 1박 숙박권 선택 시 50만원(부가세 포함)

·  가족카드 무료발급(1인) 
※가족 1인에 한하여 가족관계 증명 후 무료 발급

식음료 5만원

이용권

1매 

전화번호 안내 (Contact Information)

호텔대표번호 02.455.5000 회원관리과 02.450.4547

더파빌리온(로비 라운지) 02.450.4534 DEL VINO(이탈리안 레스토랑) 02.2022.0111

르 파사쥬(고메 스토어) 02.450.4479 MOEGI(일식당) 02.2022.0222

더뷔페(뷔페 레스토랑)  02.450.4466 Re:BAR(바 & 소셜 라운지) 02.2022.0333

온달(한식당)  02.450.4518 WELLNESS CLUB 02.2022.0450

금룡(중식당)  02.450.4512 금룡(삼일빌딩점) 02.6255.9931

피자힐(피자 전문 레스토랑) 02.450.4699 연회예약 02.450.4548

명월관(숯불구이 전문점) 02.450.4595 객실예약 02.2022.0000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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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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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1인에 한하여 가족관계 증명 후 가족카드가 무료로 발급됩니다.
※  쿠폰 중복 사용은 제한되며 1회 1매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뷔페 1인 이용권, 발렌타인 17년산 1병 교환권, 와인1병 교환권 제외)

안내사항

•비스타 피트니스 2인 입장권   [1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용 제한

※ 이용가능시설 : 비스타 WELLNESS CLUB 내 사우나, 피트니스, 실내수영장

※ 회원카드 1개에 동반 최대 2인까지 유료 입장 가능합니다. (실내 수영장의 경우 0세부터 요금 적용)
※ 사우나 및 피트니스의 경우 만 16세 미만 어린이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레스토랑 2인 식사권 [1매]
※ 이용가능 레스토랑:온달, 금룡, 명월관, DEL VINO, MOEGI 

(1회 1매 이용, 지정된 메뉴에 한하여 제공되며(동반인 정상가의 10%할인) 12/24, 25, 31 이용 제한)

110만원

부대시설

쿠폰

갱신쿠폰

연회비
(부가세 포함)

※ 식음료 관련 쿠폰은 SPECIAL PROMOTION 및 특정 요일 또는 날짜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 Re:BAR 관련 쿠폰의 경우 EVENT, PARTY 및 12/24, 31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쿠폰 특전

COUPON PRIVI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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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스위트 OR 주니어 코너 스위트룸 1박 숙박권(조식포함) [1매] 
•딜럭스 스위트 OR 비스타 딜럭스룸 1박 숙박권(조식포함) [1매] 
•딜럭스룸(그랜드) 주중(일~목) 할인 이용권   [1매] 
•딜럭스룸(더글라스 OR 비스타) 주중(일~목) 할인 이용권 [1매] 

•더뷔페 1인 이용권 [4매]
※ 토요일, 일요일, 12월 이용 제한 / 중복 이용 가능, 동반인 정상가의  10% 할인

•식음료 5만원 & 10만원 이용권   [각 1매]
※  1회 1매 이용, 12/24 이용 제한

※ 이용가능 레스토랑 : 온달, 금룡, 더뷔페, 명월관 DEL VINO, MOEGI, Re:BAR

•레스토랑 2인 식사 시 50% 할인권   [2매]
※ 1회 1매 이용, 2인 식사 시에만 이용 가능 / 토요일, 12/24 이용 제한 
※ 이용가능 레스토랑 : 온달, 금룡, 더뷔페, 명월관, DEL VINO, MOEGI

•Re:BAR 주류 BOTTLE 1병 30% 할인권 [2매]
※ 1회 1매 이용, 20만원 이상 BOTTLE에 한하며 SET MENU 이용 제한

•발렌타인 17년산(500ML) 1병 교환권 [1매]
※ 르 파사쥬에서 교환가능

•와인 1병 교환권 [1매]
※ 르 파사쥬에서 교환가능 

※  객실 관련 쿠폰은 산 전망에 한하며 토요일, BLACK-OUT DATE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  주중 할인 이용권은 딜럭스룸을 그랜드 12만원, 더글라스 OR 비스타 15만원 요금으로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세금, 봉사료 별도)
※ BLACK-OUT DATE : 7/21 ~ 8/15, 12/24, 25, 31

객실쿠폰

레스토랑

쿠폰



객실 특전

GUEST ROOM PRIVILEGES

모든 객실 특전은 회원 본인에 한하여 사전 예약 및 투숙 시 회당 최대 3객실까지 적용되며,
사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객실 예약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할인 혜택은 각 테이블 당 회원카드 1개에 한해 적용되며, 테이블을 분할하거나 2개 이상의 카드로 
중복 적용은 제한됩니다.

※ 기업연회, 룸서비스, 주문포장 및 상차림 등 외부 아이템은 할인 혜택이 제한됩니다.
※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이 제한됩니다.
※ 레스토랑 SPECIAL PROMOTION 시에는 할인 혜택이 제한됩니다.
※ 워커힐 상품(SUPEX김치, SUPEX훈제연어, 소시지, 장어)은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 DAILY RATE의 주중 20% / 주말 15% 할인 
※ 부가서비스(EXTRA BED, 미니바, 클럽 라운지 요금 등)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 객실 패키지 5% 할인 
※ 일부 객실 패키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 조건

식음료 특전

FOOD & BEVERAGE PRIVILEGES

모든 식음료 특전은 회원 본인에 한하여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하며, 사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식사 요금 할인율

    (소수점 이하는 절사)

※  해당 영업장 : 온달(한식당), 금룡(중식당), 더뷔페(뷔페 레스토랑), 명월관(숯불구이 전문점),  
DEL VINO(이탈리안 레스토랑), MOEGI(일식당)

※ 결혼식, 약혼식, 돌잔치, 은혼식, 금혼식 및 회갑/칠순/팔순 등 다양한 가족 연회에 적용됩니다.
※ 애스톤 하우스 행사 및 특별가로 제공되는 패키지 상품은 제한 됩니다.

3인 33%, 4인 25%, 5인 20%, 6인 16%, 7인 14%, 8인 25%, 9인 22%, 
10인 20%, 11인 18%, 12인 16%, 13인 15%, 14인 14%, 15인 13%, 16인 12%, 
17인~ 11%

•레스토랑 인원 수 할인

•가족 연회행사 할인  |  식음료 요금 5% 할인

1 - 2인 식사시 3 - 7인 식사시 8 - 18인 식사시 19인이상 식사시

20% 할인 1인 무료 2인 무료 11% 할인

※ 인원수는 3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성인 이용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타 식음료 할인

업장명 피자힐 Re:BAR 르 파사쥬 더파빌리온 공통

할인
혜택

상시

10% 할인

음료 및 주류

Side Dish (안주류)
15%할인

베이커리류

20% 할인

상시

10% 할인

음료 및 주류

10% 할인

할인
조건

※ 인원 수 할인 불가

※ 레스토랑 쿠폰 이용 불가 (단, Re:BAR에 한하여 식음료 5&10만원 이용권 이용 가능) 
※ 프로모션 또는 일부 품목 제외

※와인 품목 
제외



쿠폰 사용 설명서

TERMS AND CONDITIONS OF COUPON USAGE

예약 및 문의   02.2022.0000

예약 및 문의   02.20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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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본인 투숙 시 사용 가능하시며 체크인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사전 예약하여 주시고, 예약 시 쿠폰 사용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당일 취소 및 노쇼(No-show) 발생 시 쿠폰은 위약금으로 
사용처리 됩니다.

·  객실 점유율에 따라 Walkerhill Prestige Club 회원이 예약 가능한 
객실 수가 제한되어 있어 사용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객실은 마운틴뷰(산전망)에 한하며, 리버뷰(한강전망) 이용 시 
추가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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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본인 투숙 시 사용 가능하시며 체크인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사전 예약하여 주시고, 예약 시 쿠폰 사용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당일 취소 및 노쇼(No-show) 발생 시 쿠폰은 위약금으로 
사용처리 됩니다.

·  객실 점유율에 따라 Walkerhill Prestige Club 회원이 예약 가능한 
객실 수가 제한되어 있어 사용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객실은 마운틴뷰(산전망)에 한하며, 리버뷰(한강전망) 이용 시 
추가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클럽 스위트

or
주니어 코너 스위트

룸 1박 숙박권

(조식포함)
1매

딜럭스 스위트

or
비스타 딜럭스

룸 1박 숙박권

(조식 포함) 
1매



예약 및 문의   02.2022.0000

예약 및 문의   02.20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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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목요일 체크인 하시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더글라스 
하우스 또는 비스타 워커힐 딜럭스룸을 15만원(세금, 봉사료 별도) 
요금으로 숙박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본인 투숙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사전 예약하여 주시고, 예약 시 쿠폰 사용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당일 취소 및 노쇼(No-show) 발생 시 쿠폰은 위약금으로 
사용처리 됩니다.

·  객실 점유율에 따라 Walkerhill Prestige Club 회원이 예약 가능한 
객실 수가 제한되어 있어 사용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 또는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이 제한됩니다.

·  객실은 마운틴뷰(산전망)에 한하며, 리버뷰(한강전망)이용 시 
추가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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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목요일 체크인 하시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그랜드 워커힐 
딜럭스룸을 12만원(세금, 봉사료 별도) 요금으로 숙박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본인 투숙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사전 예약하여 주시고, 예약 시 쿠폰 사용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당일 취소 및 노쇼(No-show) 발생 시 쿠폰은 위약금으로 
사용처리 됩니다.

·  객실 점유율에 따라 Walkerhill Prestige Club 회원이 예약 가능한 
객실 수가 제한되어 있어 사용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 또는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이 제한됩니다.

·  객실은 마운틴뷰(산전망)에 한하며, 리버뷰(한강전망)이용 시 
추가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딜럭스룸

(더글라스 or 비스타) 
주중(일~목) 
할인 이용권

1매 

딜럭스룸(그랜드) 
주중(일~목) 
할인 이용권

1매 



예약 및 문의   02.455.5000

예약 및 문의   02.455.5000

· 12월 24일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회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으로 인한 중복 할인이  
가능합니다. 단,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은 제한됩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쿠폰 중복 사용을 제한하며, 1회 1매에 
한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각 레스토랑 Special Promotion 시 쿠폰 이용에 제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차액 발생 시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이용가능 레스토랑 : 온달(한식당), 금룡(중식당), 더뷔페(뷔페 
레스토랑), 명월관(숯불구이 전문점), DEL VINO(이탈리안 
레스토랑), MOEGI(일식당), Re:BAR(바 & 소셜 라운지)

· 토요일, 12월 24일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회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쿠폰은 반드시 2인 식사 시 식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인원수는 3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성인 이용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 또는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이 제한됩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쿠폰 중복 사용을 제한하며, 1회 1매에 
한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각 레스토랑 Special Promotion 시 쿠폰 이용에 제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이용가능 레스토랑 : 온달(한식당), 금룡(중식당), 더뷔페(뷔페 
레스토랑), 명월관(숯불구이 전문점), DEL VINO(이탈리안 
레스토랑), MOEGI(일식당)

식음료 
5만원 이용권 & 
10만원 이용권

각 1매

레스토랑

2인 식사 시
50%할인권

2매

예약 및 문의   02.450.4466 / 02.455.5000

· 토요일, 일요일, 12월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회원 본인 이용 시 해당쿠폰에 한하여 중복 사용이 가능하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 또는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이 제한됩니다. 단, 동반 고객은 정상가의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더뷔페 
1인 이용권

4매



예약 및 문의   02.2022.0333 / 02.455.5000

예약 및 문의   02.2022.0450 / 02.455.5000 

· Event, Party 및 12월 24일, 12월 31일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회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쿠폰은 200,000원 이상 Bottle에 한하여 적용되며, Set Menu 
이용 시 사용이 제한됩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 또는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이 제한됩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쿠폰 중복 사용을 제한하며, 1회 1매에  
한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회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쿠폰은 분할 사용이 불가합니다.

.  이용가능 시설 :  비스타 WELLNESS CLUB 내 사우나, 
피트니스, 실내 수영장

.   회원카드 1개에 동반 최대 2인까지 유료입장 가능합니다. 
(실내수영장의 경우 0세부터 요금 적용)

.  사우나 및 피트니스의 경우 만 16세 미만 어린이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WELLNESS CLUB 정기 휴관일 : 매월 2번째 수요일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 멤버십 공지사항 참조)

Re:BAR 주류

(와인, 양주, 샴페인) 
Bottle 1병 
30% 할인권

2매

비스타 피트니스 
2인 입장권

1매

예약 및 문의   02.450.4479 / 02.455.5000

·  회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르 파사쥬에서 교환 가능하며,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발렌타인 
17년산(500ml) 
1병 교환권

1매

예약 및 문의   02. 450.4479 / 02.455.5000

·   회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르 파사쥬에서 교환 가능하며,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아래 옵션 중 택1 
① 산 폴로 루비오(레드 와인) 
② 라 리저브 클라렛(레드와인)

와인 1병 교환권              
1매



갱신특전

연회비

RENEWAL PRIVILEGES

ANNUAL FEE

예약 및 문의   02.455.5000

[회원관리과]  02.45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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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레스토랑 별 지정 메뉴에 한하여 제공되며 레스토랑 사정에 따라 
메뉴는 변경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예약하여 주시고, 예약 시 
메뉴 확인 및 쿠폰 사용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십시오.

·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31일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회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 또는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이 제한됩니다. 단, 동반고객이 있으실 경우 정상가의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  각 레스토랑 Special Promotion 시 쿠폰 이용에 제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 레스토랑 : 온달(한식당), 금룡(중식당), 명월관(숯불구이 
전문점), DEL VINO(이탈리안 레스토랑), MOEGI(일식당)

·  연회비 I 110만원(부가세 포함)
·  가족카드 무료발급(1인) 
※가족 1인에 한하여 가족관계 증명 후 무료 발급

레스토랑

2인 식사권

1매

전화번호 안내 (Contact Information)

호텔대표번호 02.455.5000 회원관리과 02.450.4547

더파빌리온(로비 라운지) 02.450.4534 DEL VINO(이탈리안 레스토랑) 02.2022.0111

르 파사쥬(고메 스토어) 02.450.4479 MOEGI(일식당) 02.2022.0222

더뷔페(뷔페 레스토랑)  02.450.4466 Re:BAR(바 & 소셜 라운지) 02.2022.0333

온달(한식당)  02.450.4518 WELLNESS CLUB 02.2022.0450

금룡(중식당)  02.450.4512 금룡(삼일빌딩점) 02.6255.9931

피자힐(피자 전문 레스토랑) 02.450.4699 연회예약 02.450.4548

명월관(숯불구이 전문점) 02.450.4595 객실예약 02.2022.0000



Royal Black



※ 모든 쿠폰은 카드에 내장되어 있으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멤버십 쿠폰의 자세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가입 후 받아보시는 브로슈어 및 홈페이지 내  

'쿠폰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 쿠폰은 멤버십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 혹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 본인 
명의로 추가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가족 1인에 한하여 가족관계 증명 후 가족카드가 무료로 발급됩니다.
※  쿠폰 중복 사용은 제한되며 1회 1매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뷔페 1인 이용권, 발렌타인 17년산 1병 교환권, 와인1병 교환권 제외)

안내사항

쿠폰 특전

COUPON PRIVI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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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스위트 OR 주니어 코너 스위트룸 1박 숙박권(조식포함) [1매] 
•딜럭스 스위트 OR 비스타 딜럭스룸 1박 숙박권(조식포함) [1매] 
•딜럭스룸(그랜드) 할인 이용권  [1매] 
•딜럭스룸(더글라스 OR 비스타) 할인 이용권  [1매] 
•객실 업그레이드 이용권  [1매] 

•더뷔페 1인 이용권 [4매]
※ 토요일, 일요일, 12월 이용 제한 / 중복 이용 가능, 동반인 정상가의 10% 할인

•식음료 5만원 & 10만원 이용권   [각 2매]
※ 1회 1매 이용, 12/24 이용 제한

※ 이용가능 레스토랑 : 온달, 금룡, 더뷔페, 명월관, DEL VINO, MOEGI, Re:BAR
•레스토랑 2인 식사 시 50% 할인권   [2매]
※ 1회 1매 이용, 2인 식사 시에만 이용 가능 / 토요일, 12/24 이용 제한

※ 이용가능 레스토랑 : 온달, 금룡, 더뷔페, 명월관, DEL VINO, MOEGI
•Re:BAR 주류 BOTTLE 1병 30% 할인권 [4매]
※ 1회 1매 이용, 20만원 이상 BOTTLE에 한하며 SET MENU 이용 제한

•Re:BAR 웰컴 칵테일 2잔 OR 르 파사쥬 롤케익 3종 이용권 [1매]
• Re:BAR 스피릿 1병(28만원) & 안주(5만원 이하) OR 레스토랑 2인 이용권 [1매]
※  이용가능 레스토랑 : 온달, 금룡, 명월관, DEL VINO, MOEGI 

(레스토랑 2인 이용권은 지정된 메뉴에 한하여 제공되며 (동반인 정상가의 10%할인) 12/24, 25, 31 이용 제한)
•발렌타인 17년산(500ML) 1병 교환권 [1매]
※ 르 파사쥬에서 교환가능

•와인 1병 교환권 [1매]
※ 르 파사쥬에서 교환가능

•비스타 피트니스 2인 입장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용 제한)   [1매]
※ 이용가능시설 : 비스타 WELLNESS CLUB 내 사우나, 피트니스, 실내수영장

※ 회원카드 1개에 동반 최대 2인까지 유료 입장 가능합니다. (실내 수영장의 경우 0세부터 요금 적용)
※ 사우나 및 피트니스의 경우 만 16세 미만 어린이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레스토랑 2인 식사권 [1매]
※ 이용가능 레스토랑:온달, 금룡, 명월관, DEL VINO, MOEGI 

(1회 1매 이용, 지정된 메뉴에 한하여 제공되며(동반인 정상가의 10%할인) 12/24, 25, 31 이용 제한)

160만원

※  객실 관련 쿠폰은 산 전망에 한하며 BLACK-OUT DATE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  객실 할인 이용권은 딜럭스룸을 그랜드 12만원, 더글라스 OR 비스타 15만원 요금으로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세금, 봉사료 별도)
※ BLACK-OUT DATE : 7/21 ~ 8/15, 12/24, 25, 31

객실쿠폰

레스토랑

쿠폰

부대시설

쿠폰

갱신쿠폰

연회비
(부가세 포함)

※ 식음료 관련 쿠폰은 SPECIAL PROMOTION 및 특정 요일 또는 날짜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 Re:BAR 관련 쿠폰의 경우 EVENT, PARTY 및 12/24, 31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객실 특전

GUEST ROOM PRIVILEGES

모든 객실 특전은 회원 본인에 한하여 사전 예약 및 투숙 시 회당 최대 3객실까지 적용되며,
사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객실 예약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할인 혜택은 각 테이블 당 회원카드 1개에 한해 적용되며, 테이블을 분할하거나 2개 이상의 카드로 
중복 적용은 제한됩니다.

※ 기업연회, 룸서비스, 주문포장 및 상차림 등 외부 아이템은 할인 혜택이 제한됩니다.
※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이 제한됩니다.
※ 레스토랑 SPECIAL PROMOTION 시에는 할인 혜택이 제한됩니다.
※ 워커힐 상품(SUPEX김치, SUPEX훈제연어, 소시지, 장어)은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 DAILY RATE의 주중 20% / 주말 15% 할인 
※ 부가서비스(EXTRA BED, 미니바, 클럽 라운지 요금 등)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 객실 패키지 5% 할인 
※ 일부 객실 패키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 조건

식음료 특전

FOOD & BEVERAGE PRIVILEGES

모든 식음료 특전은 회원 본인에 한하여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하며, 사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식사 요금 할인율

    (소수점 이하는 절사)

※  해당 영업장 : 온달(한식당), 금룡(중식당), 더뷔페(뷔페 레스토랑), 명월관(숯불구이 전문점),  
DEL VINO(이탈리안 레스토랑), MOEGI(일식당)

※ 결혼식, 약혼식, 돌잔치, 은혼식, 금혼식 및 회갑/칠순/팔순 등 다양한 가족 연회에 적용됩니다.
※ 애스톤 하우스 행사 및 특별가로 제공되는 패키지 상품은 제한 됩니다.

3인 33%, 4인 25%, 5인 20%, 6인 16%, 7인 14%, 8인 25%, 9인 22%, 
10인 20%, 11인 18%, 12인 16%, 13인 15%, 14인 14%, 15인 13%, 16인 12%, 
17인~ 11%

•레스토랑 인원 수 할인

•가족 연회행사 할인  |  식음료 요금 5% 할인

1 - 2인 식사시 3 - 7인 식사시 8 - 18인 식사시 19인이상 식사시

20% 할인 1인 무료 2인 무료 11% 할인

※ 인원수는 3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성인 이용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타 식음료 할인

업장명 피자힐 Re:BAR 르 파사쥬 더파빌리온 공통

할인
혜택

상시

10% 할인

음료 및 주류

Side Dish (안주류)
20%할인

베이커리류

20% 할인

상시

10% 할인

음료 및 주류

10% 할인

할인
조건

※ 인원 수 할인 불가

※ 레스토랑 쿠폰 이용 불가 (단, Re:BAR에 한하여 식음료 5&10만원 이용권 이용 가능) 
※ 프로모션 또는 일부 품목 제외

※와인 품목 
제외



쿠폰 사용 설명서

TERMS AND CONDITIONS OF COUPON USAGE

예약 및 문의   02.2022.0000

예약 및 문의   02.20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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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본인 투숙 시 사용 가능하시며 체크인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사전 예약하여 주시고, 예약 시 쿠폰 사용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당일 취소 및 노쇼(No-show) 발생 시 쿠폰은 위약금으로 
사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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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실은 마운틴뷰(산전망)에 한하며, 리버뷰(한강전망) 이용 시 
추가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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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본인 투숙 시 사용 가능하시며 체크인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사전 예약하여 주시고, 예약 시 쿠폰 사용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당일 취소 및 노쇼(No-show) 발생 시 쿠폰은 위약금으로 
사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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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실은 마운틴뷰(산전망)에 한하며, 리버뷰(한강전망) 이용 시 
추가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클럽 스위트

or
주니어 코너 스위트

룸 1박 숙박권

(조식포함)
1매

딜럭스 스위트

or
비스타 딜럭스

룸 1박 숙박권

(조식포함)
1매



예약 및 문의   02.2022.0000

예약 및 문의   02.20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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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글라스하우스 또는 비스타 워커힐 딜럭스룸을 15만원 
(세금, 봉사료 별도) 요금으로 숙박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본인 투숙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사전 예약하여 주시고, 예약 시 쿠폰 사용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당일 취소 및 노쇼(No-show) 발생 시 쿠폰은 위약금으로 
사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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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 또는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이 제한됩니다.

.   객실은 마운틴뷰(산전망)에 한하며, 리버뷰(한강전망)이용 시 
추가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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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랜드 워커힐 딜럭스룸을 12만원(세금, 봉사료 별도)요금으로 
숙박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본인 투숙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사전 예약하여 주시고, 예약 시 쿠폰 사용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당일 취소 및 노쇼(No-show) 발생 시 쿠폰은 위약금으로 
사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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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 또는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이 제한됩니다.

.   객실은 마운틴뷰(산전망)에 한하며, 리버뷰(한강전망)이용 시 
추가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딜럭스룸

(더글라스 or 비스타) 
할인 이용권

1매

딜럭스룸(그랜드) 
할인 이용권

1매



예약 및 문의   02.2022.0000

예약 및 문의   02.450.4466 / 02.455.5000

.   최대 클럽 스위트/스튜디오 스위트룸 까지만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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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본인 투숙 시 사용 가능하시며 체크인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사전 예약하여 주시고, 예약 시 쿠폰 사용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당일 취소 및 노쇼(No-show) 발생 시 쿠폰은 위약금으로 
사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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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실 숙박권 사용 시 한강뷰로만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   패키지나 프로모션에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   토요일, 일요일, 12월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회원 본인 이용 시 해당쿠폰에 한하여 중복 사용이 가능하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 또는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이 제한됩니다. 단, 동반 고객은 정상가의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객실 업그레이드 
이용권

1매

*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더뷔페 
1인 이용권

4매

그랜드 워커힐 서울 비스타 워커힐 서울

딜럭스 아차산 딜럭스 아차산

딜럭스 한강
딜럭스 한강

디럭스 스위트 아차산

(또는 클럽 딜럭스 아차산)
주니어 코너스위트 아차산

딜럭스 스위트 한강

(또는 클럽 딜럭스 한강)
주니어 코너스위트 한강

(또는 주니어 스파 스위트 한강)
클럽 스위트 아차산

스튜디오 스위트 아차산클럽 스위트 한강



예약 및 문의   02.455.5000

예약 및 문의   02.455.5000

.   12월 24일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회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으로 인한 중복 할인이  
가능합니다. 단,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은 제한됩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쿠폰 중복 사용을 제한하며, 1회 1매에 
한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각 레스토랑 Special Promotion 시 쿠폰 이용에 제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차액 발생 시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이용가능 레스토랑 : 온달(한식당), 금룡(중식당), 더뷔페(뷔페 
레스토랑), 명월관(숯불구이 전문점), DEL VINO(이탈리안 
레스토랑), MOEGI(일식당),Re:BAR(바 & 소셜 라운지)

.   토요일, 12월 24일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회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쿠폰은 반드시 2인 식사 시 식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인원수는 3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성인 이용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 또는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이 제한됩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쿠폰 중복 사용을 제한하며, 1회 1매에 
한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각 레스토랑 Special Promotion 시 쿠폰 이용에 제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이용가능 레스토랑 : 온달(한식당), 금룡(중식당), 더뷔페(뷔페 
레스토랑), 명월관(숯불구이 전문점), DEL VINO(이탈리안 
레스토랑), MOEGI(일식당)

식음료

5만원 이용권 &
10만원 이용권

각 2매

레스토랑 
2인 식사 시 
50% 할인권

2매



예약 및 문의   02.2022.0333 / 02.455.5000

예약 및 문의  02.2022.0333(Re:BAR) / 02.450.4479(르 파사쥬)

예약 및 문의   02.2022.0333 / 02.455.5000

.   Event, Party 및 12월 24일, 12월 31일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회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쿠폰은 200,000원 이상 Bottle에 한하여 적용되며, Set Menu 
이용 시 사용이 제한됩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 또는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이 제한됩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쿠폰 중복 사용을 제한하며, 1회 1매에 
한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BAR Welcome 칵테일은 ‘it’s Gin’ O Clock’ 2잔이 제공되며 
1잔씩 분할하여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Event, Party 및 
12월 24일, 12월 31일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롤케익 3종은 르 파사쥬(고메 스토어)에서 교환 가능합니다. 
※  반드시 사전 예약하여 주시고, 예약 시 쿠폰 사용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장 상황에 따라 상품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사용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회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사전 예약하여 주시고, 예약 시 쿠폰 사용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BAR 스피릿 1병 & 안주 이용 시, 스피릿은 28만원, 
안주이용권은 5만원 이내의 메뉴에 한하며 스피릿의 경우 외부 
반출은 가능하나 보관은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Event, Party 및 
12월 24일, 12월 31일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레스토랑 2인 이용권 이용 시 아래의 레스토랑 중 1곳을 선택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31일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이용가능 레스토랑 : 온달(한식당), 금룡(중식당), 명월관(숯불구이 전문점), 

DEL VINO(이탈리안 레스토랑), MOEGI(일식당)
  ※  지정된 메뉴에 한하여 제공되며, 메뉴는 호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 또는 기타 제휴 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이 
제한됩니다. 단, 동반고객이 있으실 경우 10%할인이 적용됩니다.

  ※  각 레스토랑 Special Promotion 시 쿠폰 이용에 제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BAR 주류

(와인, 양주, 샴페인) 
Bottle 1병 
30% 할인권

4매

Re:BAR Welcome 
칵테일2잔

or
르 파사쥬 롤케익

3종 이용권

1매

Re:BAR 
스피릿 1병 & 안주 
or
레스토랑 2인

이용권

1매

* 스피릿 :  진, 보드카, 
데낄라, 럼 류



예약 및 문의   02.450.4479 / 02.455.5000

.   회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르 파사쥬에서 교환 가능하며,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발렌타인 
17년산(500ml) 
1병 교환권

1매

예약 및 문의   02.2022.0450 / 02.455.5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회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쿠폰은 분할 사용이 불가합니다.

.  이용가능 시설 :  비스타 WELLNESS CLUB 내 사우나, 
피트니스, 실내 수영장

.   회원카드 1개에 동반 최대 2인까지 유료입장 가능합니다. 
(실내수영장의 경우 0세부터 요금 적용)

.  사우나 및 피트니스의 경우 만 16세 미만 어린이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WELLNESS CLUB 정기 휴관일 : 매월 2번째 수요일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 멤버십 공지사항 참조)

비스타 피트니스 
2인 입장권

1매

예약 및 문의   02. 450.4479 / 02.455.5000

·   회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르 파사쥬에서 교환 가능하며,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아래 옵션 중 택1 
① 산 폴로 루비오(레드 와인) 
② 라 리저브 클라렛(레드와인)

와인 1병 교환권              
1매



갱신특전

연회비

RENEWAL PRIVILEGES

ANNUAL FEE

예약 및 문의   02.455.5000

[회원관리과]  02.45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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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레스토랑 별 지정 메뉴에 한하여 제공되며 레스토랑 사정에 따라 
메뉴는 변경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예약하여 주시고, 예약 시 
메뉴 확인 및 쿠폰 사용에 대하여 통보하여 주십시오.

.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31일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회원 본인 이용 시 사용 가능하시며 결제 시 반드시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를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alkerhill Prestige Club 카드 할인 또는 기타 제휴카드로 인한 
중복 할인이 제한됩니다. 단, 동반고객이 있으실 경우 정상가의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   각 레스토랑 Special Promotion 시 쿠폰 이용에 제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 레스토랑 : 온달(한식당), 금룡(중식당), 명월관(숯불구이 
전문점), DEL VINO(이탈리안 레스토랑), MOEGI(일식당)

.    연회비 I 160만원(부가세 포함)

.   가족카드 무료발급(1인) 
※가족 1인에 한하여 가족관계 증명 후 무료 발급

레스토랑

2인 식사권

1매

전화번호 안내 (Contact Information)

호텔대표번호 02.455.5000 회원관리과 02.450.4547

더파빌리온(로비 라운지) 02.450.4534 DEL VINO(이탈리안 레스토랑) 02.2022.0111

르 파사쥬(고메 스토어) 02.450.4479 MOEGI(일식당) 02.2022.0222

더뷔페(뷔페 레스토랑)  02.450.4466 Re:BAR(바 & 소셜 라운지) 02.2022.0333

온달(한식당)  02.450.4518 WELLNESS CLUB 02.2022.0450

금룡(중식당)  02.450.4512 금룡(삼일빌딩점) 02.6255.9931

피자힐(피자 전문 레스토랑) 02.450.4699 연회예약 02.450.4548

명월관(숯불구이 전문점) 02.450.4595 객실예약 02.20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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