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evi  Club  |   Benefits

회원 특전

객실형

R o o m  

무료숙박권 1매 (택 1)
ㆍ롯데호텔부산 (프리미어), 롯데호텔서울 (슈페리어), 

   롯데호텔월드 (디럭스 단, 디럭스 패밀리 제외), 롯데호텔제주 (한라산 전망), 

   롯데호텔울산 (디럭스) 이용가능

ㆍ제외기간

   - 롯데호텔 전 체인호텔 : 12.24, 12.31
   - 롯데호텔부산 : 12.24, 12.31, 1.1, 여름극성수기

   - 롯데호텔제주 : 주말 (금, 토), 성수기 (7.15~8.21), 공휴일

   - 롯데호텔월드 : 5.4~5.6, 7.28~8.4, 10.6~10.8, 12.22~12.24, 12.29~12.31
  ※롯데호텔부산 투숙 시, 델리카한스 롤케이크 1ea 교환권이 제공됩니다.

      객실은 2인 1실 기준이며, 인원 추가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객실 업그레이드 이용권 1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ㆍ무료숙박권 (프리미어) 1매와 동시 사용 시 클럽층 (라운지 사용 가능) 객실로 

   업그레이드 가능

ㆍ객실 업그레이드권은 결제한 객실타입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며, 

   스위트 객실은 사용 불가

   ※클럽객실(라운지)은 14세 이상 이용가능하며, 아동 동반 시에는 클럽층 이용이 불가합니다.

객실 60% 할인 우대권 2매 (정가 기준 60% 할인)
ㆍ롯데호텔부산 제외일정 (12.24, 12.31, 1.1)을 제외한 연중 객실 정상가 60% 할인 

ㆍ롯데호텔제주 1~4월, 11~12월 주중 한정 60% 할인 (단, 5~10월은 50% 할인 적용) 

ㆍ롯데호텔서울, 월드 (서울잠실), 울산 50% 할인 적용 

   ※객실패키지 및 호텔 캐릭터룸은 할인 대상 제외이며, 타 할인 혜택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롯데호텔제주 성수기 (7.15~8.21) 전 객실 사용불가 (단, 스위트 객실 이용가능)

   ※롯데호텔월드:5.4~5.6, 7.28~8.4, 10.6~10.8, 12.22~12.24, 12.29~12.31 사용불가)

   ※객실은 2인 1실 기준이며, 인원 추가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체인호텔별 일부 객실의 경우 1인 1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클럽 1인 무료 입장권 2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ㆍ사우나, 체련장, 수영장 모두 이용 가능하며, 18세 이상 입장 가능

ㆍ운동화, 수영복은 개인 지참

ㆍ제외기간 : 여름극성수기, 12.20~1.1

   ※롯데호텔부산 피트니스클럽은 매월 네번째 수요일 휴관입니다. 

뷔페 2인 식사권 1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사전예약 필수)

ㆍ무료 쿠폰 식사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트레비 식음료 할인율

   적용

ㆍ음료 및 주류는 불포함

ㆍ제외기간 : 5.5, 5.8, 12.24, 12.25, 12.30~31
   ※특별 행사, 연말&연초 특별기간(12.1~1월 초) 등과 같이 특별 요금 적용일자 이용

      시 사용이 제한되거나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뷔페 1인 조식 이용권 2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이용시간 06:30~10:00)

ㆍ무료 쿠폰 식사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트레비 식음료 할인율

   적용

ㆍ여러 테이블에서 동시 사용 불가 

ㆍ음료 및 주류는 불포함

발렛파킹이용권 1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현장 상황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유효 기간 : 카드 발급 후 1년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단 1회 이상 사용 또는 발급일 1개월

이상 경과 시 취소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ㆍ별도의 쿠폰북은 발행되지 않으며 카드 내 상품 쿠폰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ㆍ성수기 및 국가행사, 호텔의 예약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이벤트/할인행사/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카드사 할인 등 중복 혜택 적용은 불가

   합니다.

ㆍ회원 혜택 적용 시 반드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객실, 레스토랑 예약 시 반드시 트레비클럽 회원임을 말씀해 주시고, 제공받고자 

   하시는 특전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효기간 내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카드 내 객실 우대권, 할인권은 호텔에서

   적용되는 다른 할인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ㆍ멤버십 카드 및 카드 내장쿠폰은 인터넷 거래 및 매매가 불가하며 발견 시, 

   회원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 중고나라 등)

연회비 \ 450,000 (VAT 포함)



Trevi  Club  |   Benefits

회원 특전

식음 A - 고메형

R e s t a u r a n t

한/중/일 레스토랑 2인 코스 이용권 2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사전예약 필수)

   ※한식당(무궁화) : 두리하나 12만원

      중식당(도림) :  낙안 10만9천원 

      일식당(모모야마) :  호시조라 12만1천원 

ㆍ무료 쿠폰 식사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트레비 식음료 할인율 적용 

ㆍ1인 이용권으로 나누거나 여러 테이블에서 동시 사용 불가

ㆍ음료 및 주류는 불포함

ㆍ제외기간 : 5.5, 5.8, 12.24, 12.25, 12.30~31 (특별행사일 또는 갈라디너 이용불가)

   ※추가요금 지불 또는 동일금액대의 메뉴 변경은 불가합니다.

   ※제철재료 사용에 따라 구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중/일 레스토랑 100,000원 식음료 이용권 1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ㆍ10만원 (세금/봉사료 포함) 내에서만 이용 가능, 잔액은 일절 보상 또는 환불 불가

ㆍ여러 테이블에서 동시 사용 불가 (1회 식사 시 1매 사용 가능)

   ※식음료 금액권은 동시 사용이 불가하나, 이용권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동시 사용 가능

      (ex. 2인 코스 이용권 / 뷔페 2인 식사권 + 100,000원 식음료 이용권 사용 가능

            70,000원 식음료 이용권 + 100,000원 식음료 이용권 사용 불가)

한/중/일 레스토랑 70,000원 식음료 이용권 1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ㆍ7만원 (세금/봉사료 포함) 내에서만 이용 가능, 잔액은 일절 보상 또는 환불 불가

ㆍ여러 테이블에서 동시 사용 불가 (1회 식사 시 1매 사용 가능)

   ※식음료 금액권은 동시 사용이 불가하나, 이용권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동시 사용 가능

      (ex. 2인 코스 이용권 / 뷔페 2인 식사권 + 100,000원 식음료 이용권 사용 가능

            70,000원 식음료 이용권 + 100,000원 식음료 이용권 사용 불가)

70,000원 더라운지 이용권 1매
ㆍ롯데호텔부산 더라운지에서만 사용 가능

ㆍ7만원 (세금/봉사료 포함) 내에서만 이용 가능, 잔액은 일절 보상 또는 환불 불가

ㆍ여러 테이블에서 동시 사용 불가 (1회 식사 시 1매 사용 가능)

   ※여타 금액권과 동시사용 불가

      (ex. 70,000원 식음료 이용권 + 50,000원 더라운지 이용권 사용 불가)

50,000원 델리카한스 케이크 교환권 1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ㆍ5만원 (세금/봉사료 포함) 내에서만 이용 가능, 잔액은 일절 보상 또는 환불 불가

ㆍ케익 및 조각케익에 한하여 사용 가능

유효 기간 : 카드 발급 후 1년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단 1회 이상 사용 또는 발급일 1개월

이상 경과 시 취소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 500,000 (VAT 포함)

이용안내
ㆍ별도의 쿠폰북은 발행되지 않으며 카드 내 상품 쿠폰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ㆍ성수기 및 국가행사, 호텔의 예약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이벤트/할인행사/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카드사 할인 등 중복 혜택 적용은 불가

   합니다.

ㆍ회원 혜택 적용 시 반드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객실, 레스토랑 예약 시 반드시 트레비클럽 회원임을 말씀해 주시고, 제공받고자 

   하시는 특전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효기간 내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카드 내 객실 우대권, 할인권은 호텔에서

   적용되는 다른 할인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ㆍ멤버십 카드 및 카드 내장쿠폰은 인터넷 거래 및 매매가 불가하며 발견 시, 

   회원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 중고나라 등)



Trevi  Club  |   Benefits

회원 특전

식음 B - 뷔페형

R e s t a u r a n t

뷔페 2인 식사권 2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사전예약 필수)

ㆍ무료 쿠폰 식사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트레비 식음료 할인율 적용

ㆍ여러 테이블에서 동시 사용 불가

ㆍ1인 이용권으로 나누거나 여러 테이블에서 동시 사용 불가

ㆍ음료 및 주류는 불포함

ㆍ제외기간 : 5.5, 5.8, 12.24, 12.25, 12.30~31 (특별행사일 또는 갈라디너 이용불가)

   ※특별 행사, 연말&연초 특별기간(12.1~1월 초) 등과 같이 특별 요금 적용일자 이용 시

      사용이 제한되거나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뷔페 100,000원 식음료 이용권 1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ㆍ10만원 (세금/봉사료 포함) 내에서만 이용 가능, 잔액은 일절 보상 또는 환불 불가

ㆍ여러 테이블에서 동시 사용 불가 (1회 식사 시 1매 사용 가능)

ㆍ음료 및 주류는 불포함

   ※특별 행사, 연말&연초 특별기간(12.1~1월 초) 등과 같이 특별 요금 적용일자 이용 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식음료 금액권은 동시 사용이 불가하나, 이용권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동시 사용 가능

      (ex. 2인 코스 이용권 / 뷔페 2인 식사권 + 100,000원 식음료 이용권 사용 가능

            70,000원 식음료 이용권 + 100,000원 식음료 이용권 사용 불가)

뷔페 70,000원 식음료 이용권 1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ㆍ7만원 (세금/봉사료 포함) 내에서만 이용 가능, 잔액은 일절 보상 또는 환불 불가

ㆍ여러 테이블에서 동시 사용 불가 (1회 식사 시 1매 사용 가능)

   ※식음료 금액권은 동시 사용이 불가하나, 이용권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동시 사용 가능

      (ex. 2인 코스 이용권 / 뷔페 2인 식사권 + 100,000원 식음료 이용권 사용 가능

            70,000원 식음료 이용권 + 100,000원 식음료 이용권 사용 불가)

70,000원 더라운지 이용권 1매
ㆍ롯데호텔부산 더라운지에서만 사용 가능

ㆍ7만원 (세금/봉사료 포함) 내에서만 이용 가능, 잔액은 일절 보상 또는 환불 불가

ㆍ여러 테이블에서 동시 사용 불가 (1회 식사 시 1매 사용 가능)

   ※여타 금액권과 동시사용 불가

      (ex. 70,000원 식음료 이용권 + 50,000원 더라운지 이용권 사용 불가)

50,000원 델리카한스 케이크 교환권 1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ㆍ5만원 (세금/봉사료 포함) 내에서만 이용 가능, 잔액은 일절 보상 또는 환불

   불가

ㆍ케익 및 조각케익에 한하여 사용 가능

뷔페 와인 1병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ㆍ제공 장소 : 롯데호텔부산 라세느

ㆍ제공 와인 :산타캐를리나까베르네쇼비뇽(750ml)
ㆍ본 와인에 한하여 콜키지 무료

   ※와인 재고 소진 시, 동일 금액대의 와인으로 대체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 : 카드 발급 후 1년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단 1회 이상 사용 또는 발급일 1개월

이상 경과 시 취소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 530,000 (VAT 포함)

이용안내
ㆍ별도의 쿠폰북은 발행되지 않으며 카드 내 상품 쿠폰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ㆍ성수기 및 국가행사, 호텔의 예약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이벤트/할인행사/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카드사 할인 등 중복 혜택 적용은 불가

   합니다.

ㆍ회원 혜택 적용 시 반드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객실, 레스토랑 예약 시 반드시 트레비클럽 회원임을 말씀해 주시고, 제공받고자 

   하시는 특전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효기간 내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카드 내 객실 우대권, 할인권은 호텔에서

   적용되는 다른 할인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ㆍ멤버십 카드 및 카드 내장쿠폰은 인터넷 거래 및 매매가 불가하며 발견 시, 

   회원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 중고나라 등)



객실 업그레이드 이용권 2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ㆍ무료숙박권 (프리미어) 1매와 동시 사용 시 클럽층 (라운지 사용 가능) 객실로 
   업그레이드  가능

ㆍ객실 업그레이드권은 결제한 객실타입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며, 

   스위트 객실은 사용 불가

   ※클럽객실(라운지)은 14세 이상 이용가능하며, 아동 동반에는 클럽층 이용이 불가합니다.

객실 60% 할인 우대권 2매 (정가 기준 60% 할인)
ㆍ롯데호텔부산 제외일정 (12.24, 12.31, 1.1)을 제외한 연중 객실 정상가 60% 할인 

ㆍ롯데호텔제주 1~4월, 11~12월 주중 한정 60% 할인 (단, 5~10월은 50% 할인 적용) 

ㆍ롯데호텔서울, 월드 (서울잠실), 울산 50% 할인 적용 

   ※객실패키지 및 호텔 캐릭터룸은 할인 대상 제외이며, 타 할인 혜택 중복적용이 불가

      합니다.

   ※롯데호텔제주 성수기 (7.15~8.21) 전 객실 사용불가 (단, 스위트 객실 이용가능)

   ※롯데호텔월드:5.4~5.6, 7.28~8.4, 10.6~10.8, 12.22~12.24, 12.29~12.31 사용불가)

   ※객실은 2인 1실 기준이며, 인원 추가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체인호텔별 일부 객실의 경우 1인 1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클럽 1인 무료 입장권 4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ㆍ사우나, 체련장, 수영장 모두 이용 가능하며, 18세 이상 입장 가능

ㆍ운동화, 수영복은 개인 지참

ㆍ제외기간 : 여름극성수기, 12.20~1.1 

   ※롯데호텔부산 피트니스클럽은 매월 네번째 수요일 휴관합니다.

뷔페 2인 식사권 1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사전예약 필수)

ㆍ무료 쿠폰 식사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트레비 식음료 할인율 적용

ㆍ여러 테이블에서 동시 사용 불가

ㆍ1인 이용권으로 나누거나 여러 테이블에서 동시 사용 불가

ㆍ음료 및 주류는 불포함

ㆍ제외기간 : 5.5, 5.8, 12.24, 12.25, 12.30~31 (특별행사일 또는 갈라디너 이용불가)

   ※특별 행사, 연말&연초 특별기간(12.1~1월 초) 등과 같이 특별 요금 적용일자 이용 시

      사용이 제한되거나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뷔페 1인 조식 이용권 2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이용시간 06:30~10:00)

ㆍ무료 쿠폰 식사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트레비 식음료 할인율

   적용

ㆍ여러 테이블에서 동시 사용 불가 

ㆍ음료 및 주류는 불포함

Trevi  Club  |   Benefits

회원 특전

프리미엄 (고급형)

P r e m i u m

무료숙박권 (Club 숙박권) 2매
ㆍ롯데호텔부산 (클럽프리미어), 롯데호텔서울 (클럽디럭스 트윈/더블), 

   롯데호텔월드 (클럽디럭스 트윈/더블), 롯데호텔제주 (한라산 뷰+조식 2인), 

   롯데호텔울산 (클럽디럭스 트윈/더블) 이용가능

ㆍ클럽 라운지 혜택 안내 (06:30~20:00)
    - 조식, 라이트 스낵, 애프터눈 티, 칵테일 아워 무료 이용

    - 클럽라운지 익스프레스 체크인 & 아웃 

    - 체크아웃 시간 연장 (최대 15:00까지, 예약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개별 비서 업무 및 컨시어지 업무

    - 클럽 라운지 내 워크 스테이션 무료 이용

    - 36층 회의실 2시간 무료 이용

    - 33층 회의실 20% 할인

    - 식음료 20% 할인

    - 양복 한 벌 다림질 무료 & 세탁 20% 할인

   ※객실은 2인 1실 기준이며, 인원 추가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클럽객실(라운지)은 14세 이상 이용가능하며, 아동 동반에는 클럽층 이용이 불가합니다.

   ㆍ제외기간

   - 롯데호텔 전 체인호텔 : 12.24, 12.31
   - 롯데호텔부산 : 12.24, 12.31, 1.1, 여름극성수기

   - 롯데호텔제주 : 주말 (금, 토), 성수기 (7.15~8.21), 공휴일

   - 롯데호텔월드 : 5.4~5.6, 7.28~8.4, 10.6~10.8, 12.22~12.24, 12.29~12.31

무료숙박권 1매 (택1)
ㆍ롯데호텔부산 (프리미어), 롯데호텔서울 (슈페리어), 

   롯데호텔월드 (디럭스 단, 디럭스 패밀리 제외), 롯데호텔제주 (한라산 전망), 

   롯데호텔울산 (디럭스) 이용가능

ㆍ제외기간

   - 롯데호텔 전 체인호텔 : 12.24, 12.31
   - 롯데호텔부산 : 12.24, 12.31, 1.1, 여름극성수기

   - 롯데호텔제주 : 주말 (금, 토), 성수기 (7.15~8.21), 공휴일

   - 롯데호텔월드 : 5.4~5.6, 7.28~8.4, 10.6~10.8, 12.22~12.24, 12.29~12.31
  ※롯데호텔부산 투숙 시, 델리카한스 롤케이크 1ea 교환권이 제공됩니다.

      객실은 2인 1실 기준이며, 인원 추가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000원 더라운지 이용권 1매
ㆍ롯데호텔부산 더라운지에서만 사용 가능

ㆍ5만원 (세금/봉사료 포함) 내에서만 이용 가능, 잔액은 일절 보상 또는 환불 불가

ㆍ여러 테이블에서 동시 사용 불가

    ※여타 금액권과 동시 사용 불가

       (ex. 100,000원 식음료 이용권 + 50,000원 더라운지 이용권 사용 불가)

50,000원 델리카한스 케이크 교환권 1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ㆍ5만원 (세금/봉사료 포함) 내에서만 이용 가능, 잔액은 일절 보상 또는 환불 불가

ㆍ케익 및 조각케익에 한하여 사용 가능

더라운지 양주권 또는 스파 2인 이용권 택 1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ㆍ더라운지 양주권 : 발렌타인 17년산 500ml

ㆍ세라피 스파 2인 : 아로마테라피 바디관리 60분 (남*여 공통 적용) 

ㆍ롯데호텔부산 7F Cerapy Spa 사전 예약 필수 (예약처 스파 051.810.5377)

선택권 택 1매 (A ~ B 중 中 택1)

A형 롯데호텔부산 피트니스클럽 3개월 이용권

ㆍ체련장 / 사우나 / 수영장 이용가능 

B형 롯데호텔부산 식음료 (한식, 일식, 중식) 이용권

ㆍ200,000원 한식당 (무궁화)  이용권 1매
ㆍ200,000원 일식당 (모모야마) 이용권 1매 

ㆍ200,000원 중식당 (도림) 이용권 1매 

유효 기간 : 카드 발급 후 1년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단 1회 이상 사용 또는 발급일 1개월

이상 경과 시 취소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ㆍ별도의 쿠폰북은 발행되지 않으며 카드 내 상품 쿠폰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ㆍ성수기 및 국가행사, 호텔의 예약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이벤트/할인행사/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카드사 할인 등 중복 혜택 적용은 불가

   합니다.

ㆍ회원 혜택 적용 시 반드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객실, 레스토랑 예약 시 반드시 트레비클럽 회원임을 말씀해 주시고, 제공받고자 

   하시는 특전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효기간 내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카드 내 객실 우대권, 할인권은 호텔에서

   적용되는 다른 할인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ㆍ멤버십 카드 및 카드 내장쿠폰은 인터넷 거래 및 매매가 불가하며 발견 시, 

   회원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 중고나라 등)

연회비 \ 1,600,000 (VAT 포함)



Trevi  Club  |   Benefits

회원 특전

비즈니스형 (100건 한정)

B u s i n e s s

무료숙박권 (Club 프리미어) 4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ㆍ클럽 라운지 혜택 안내 (06:30~20:00)
    - 조식, 라이트 스낵, 애프터눈 티, 칵테일 아워 무료 이용

    - 클럽라운지 익스프레스 체크인 & 아웃 

    - 체크아웃 시간 연장 (최대 15:00까지, 예약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개별 비서 업무 및 컨시어지 업무

    - 클럽 라운지 내 워크 스테이션 무료 이용

    - 36층 회의실 2시간 무료 이용

    - 33층 회의실 20% 할인

    - 식음료 20% 할인

    - 양복 한 벌 다림질 무료 & 세탁 20% 할인

ㆍ제외기간 : 여름극성수기, 1/1
   ※객실은 2인 1실 기준이며, 인원 추가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클럽객실(라운지)은 14세 이상 이용가능하며, 아동 동반에는 클럽층 이용이 불가합니다

객실 60% 할인 우대권 4매 (정가 기준 60% 할인)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ㆍ제외기간 : 여름극성수기, 1/1
   ※객실은 2인 1실 기준이며, 인원 추가 시 추가 요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클럽  1인 무료 입장권 8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ㆍ사우나, 체련장, 수영장 모두 이용 가능하며, 18세 이상 입장 가능

ㆍ운동화, 수영복은 개인 지참

ㆍ제외기간 : 여름극성수기

   ※롯데호텔부산 피트니스클럽은 매월 네번째 수요일 휴관합니다.

식음업장 20% 할인 우대권 10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ㆍ여타 할인 및 혜택 중복적용 불가

   ※이용가능업장 : 한/중/일식당, 라세느

※ 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대표자

유효 기간 : 쿠폰북 발급 후 1년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단 1회 이상 사용 또는 발급일 1개월

이상 경과 시 취소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전용상품(쿠폰북)으로 쿠폰북 발행 외 제휴 및 여타 할인 특전 적용 불가

 

이용안내
ㆍ본 특전은 쿠폰북으로 발행이되며, 분실 및 훼손에 대한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ㆍ성수기 및 국가행사, 호텔의 예약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이벤트/할인행사/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카드사 할인 등 중복 혜택 적용은 불가

   합니다.

ㆍ혜택 적용 시 반드시 해당쿠폰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객실, 레스토랑 예약 시 반드시 트레비클럽 회원임을 말씀해 주시고, 제공받고자 

   하시는 특전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효기간 내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카드 내 객실 우대권, 할인권은 호텔에서

   적용되는 다른 할인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ㆍ본 쿠폰은 인터넷 거래 및 매매가 불가하며 발견 시, 회원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 중고나라 등)

연회비 \ 3,000,000 (VAT 포함)

뷔페 2인 식사권 6 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사전예약 필수)

ㆍ여타 할인 및 혜택 중복 적용 불가

ㆍ여러 테이블에서 동시 사용 불가

ㆍ1인 이용권으로 나누거나 여러 테이블에서 동시 사용 불가

ㆍ음료 및 주류는 불포함

ㆍ제외기간 : 5.5, 5.8, 12.24, 12.25, 12.30~31
   ※특별 행사, 연말&연초 특별기간(12.1~1월 초) 등과 같이 특별 요금 적용일자 이용 시

      사용이 제한되거나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레파킹 무료 이용권 12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가능

   ※당일 주차상황에 따라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더라운지 음료1인권 12매
ㆍ롯데호텔부산에서만 사용 가능

ㆍ주류 및 일부 행사품목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공음료 : 커피, 티, 주스류



General Benefits

Room Privilege

Food & Beverage Privileges

Other Privi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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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특전

객실 특전

객실 할인 혜택(정가기준 할인)

ㆍ롯데호텔부산, 울산 : 연중  30% 할인

ㆍ롯데호텔서울, 월드 (서울잠실) : 연중 35% 할인

ㆍ롯데호텔제주 : 성수기 (7/15~8/21) 이외의 기간 30% 할인, 

   성수기 (7/15~8/21) 10% 할인

ㆍ롯데시티호텔김포공항, 구로, 마포, 명동, 대전, 울산 : 연중 35% 할인

ㆍL7명동, L7강남, L7홍대: 연중 35% 할인

ㆍ롯데리조트부여 : 비수기 20% 할인 (성수기 7/18~8/23 제외)      

   ※객실은 1인 1실 기준이며, 인원 추가 시 추가 요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은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객실 패키지 10% 할인 (일부패키지 제외)

ㆍ객실 패키지 상품 요금에서 10% 추가 할인 적용

    (회원 예약에 한함, 일부 패키지 제외)

ㆍ롯데호텔부산, 울산, 서울, 월드 (서울잠실), 제주 사용 가능

ㆍL7 명동, L7강남, L7홍대 사용 가능

ㆍ속초 리조트 주중 (일~금) 사용 가능

   ※제외기간:여름성수기(7.15~8.25), 연휴, 연말(12.22~1.1)

ㆍ롯데시티호텔김포공항, 구로, 마포, 명동, 대전, 제주, 울산 사용 가능

ㆍ내국인, 국내 거주 외국인만 사용 가능

   ※카드사 할인 및 중복 제휴 할인 제외

   ※일부 체인호텔 계절 패키지 외 타 패키지 10% 할인 제공

      (체인호텔별 상이, 상세사항 체인호텔 객실예약과 및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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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특전

식음 특전
롯데호텔부산, 서울, 월드 (서울잠실), 제주, 울산에 한함

베이커리 20% 할인 : 초콜릿, 소시지, 스낵류, 음료수 및 수입품목은 10%할인

룸서비스 10% 할인 : 롯데호텔앤리조트 전체인

롯데호텔제주 야외뷔페 & 제주캠핑존 10% 할인

연회장 이용시 가족모임 행사에 한하여 10% 할인 : 웨딩 제외 

전 업장 음료 10% 할인 : 주류 포함

  ※회사 정책에 따라 할인율 및 제외기간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뷔페 식사권 사용과 식사 할인 특전 동시 이용 시, 뷔페 식사권 사용 후 남은 인원에  
    한해 식사 할인율 적용

※ 할인 특전은 각 테이블당 회원카드 1개에 한하여 적용되며, 테이블을 분할하거나 2개
    이상의 카드로 중복 적용 불가
※ 레스토랑 이벤트 및 할인 행사와 중복 할인 제외
※ 카드사 할인과 이벤트 중복 할인 제외

식사 할인

인원수 할인율( ) 인원수 할인율( ) 인원수 할인율(   ) 

인

이하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이상인 인

식사요금에서 할인율로 적용가능 (트레비클럽 카드 제시)



공통 특전

기타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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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롯데호텔월드 (서울잠실) 남성전용 사우나 입장료 20% 할인 

ㆍ롯데호텔부산, 울산, 제주 사우나 입장료 40% 할인 (동반객 1인 포함) 

ㆍ롯데호텔부산, 월드 (서울잠실) 실내골프장 20% 할인 (동반객 1인 포함) 

ㆍ롯데호텔월드 (서울잠실) 수영장 입장료 20% 할인 (동반객 1인 포함) 

ㆍ롯데호텔앤리조트 주최 디너쇼 티켓 10% 할인 

ㆍ롯데시티호텔마포, 김포공항 '나루' 레스토랑 10% 할인 (조식  제외) 

ㆍ롯데면세점 구매금액 5~15% 할인 (일부 브랜드 및 일부 품목 제외) 

ㆍ롯데호텔앤리조트 침구류 세트 (해온 베딩) 구매 시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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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특전

기타 제휴 특전 

롯데월드 어드벤쳐 자유이용권 20% 할인 

ㆍ동반객 3인까지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항공권 10% 할인 

ㆍ예약처 1588.8000

ㆍ회원에 한해 일반석만 가능, 직영점만 적용, 일부 노선 제외, 성수기 제외 

Cerapy Spa / 롯데이용원 10% 할인 

ㆍ예약처 스파 051. 810. 5377

ㆍ예약처 이용원 051. 810. 5399

ㆍ롯데호텔부산 7층

누네빛안과 우대

ㆍ예약처 051. 810. 5678

ㆍ롯데호텔부산 14층

※상기 특전은 제휴사 사정에 의해 사전 안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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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서울

롯데호텔부산 4728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T  051.810.1000

롯데호텔앤리조트

롯데호텔월드
(서울잠실)

롯데호텔제주

롯데호텔울산

T  051.810.1100
F  051.810.5109

0453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T  02.771.1000

T  02.759.7311~5
F  02.773.4910

0555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대로 240
T  02.419.7000

T  02.411.7777
F  02.2203.5945

6353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35
T  064.731.1000

T  02.759.7051
F  02.779.1353

44719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82
T  052.960.1000

T  052.962.4310~2
F  052.960.4321

롯데호텔

+84.8.3823.3333 

+84.4.3333.1000

+1.671.646.6811

+1.212.888.7000

베트남

롯데레전드호텔사이공

롯데호텔하노이

미국

롯데호텔괌

롯데뉴욕팰리스

한국

롯데호텔서울

롯데호텔월드

롯데호텔부산

롯데호텔제주

롯데호텔울산

02.771.1000

02.419.7000

051.810.1000

064.731.1000

052.960.1000 

+7.495.745.1000

+7.812.336.1000

러시아

롯데호텔모스크바

롯데호텔 상트페테르부르크 +95.1.935.1000

미얀마

롯데호텔양곤 

시그니엘

한국

시그니엘 서울 02.3213.1000

L7호텔 롯데리조트

L7 명동

L7 강남

L7 홍대

02.6310.1000

02.2011.1000

02.2289.1000

064.731.9111

041.939.1000

033.634.1000

일본

롯데아라이리조트 +81.225.75.1100

롯데리조트제주

롯데리조트부여

롯데리조트속초

롯데시티호텔

한국

롯데시티호텔마포

롯데시티호텔김포공항

롯데시티호텔제주

롯데시티호텔대전

롯데시티호텔구로

롯데시티호텔울산

롯데시티호텔명동

우즈베키스탄

롯데시티호텔타슈켄트팰리스

02.6009.1000 

02.6116.1000

064.730.1000

042.333.1000 

02.6210.1000

052.960.1000 

02.6112.1000 

 +998.71.120.58.00

LOTTE Hotel Busan

롯데호텔부산 

한식당 무궁화
Korean Restaurant

일식당 모모야마
Japanese Restaurant

중식당 도림
Chinese Restaurant

스타일리시 뷔페 라세느
Buffet Restaurant

바 & 라운지
Lobby Lounge

베이커리 델리카한스
Bakery & Deli-Shop

T  051.810.6330

T  051.810.6360

T  051.810.6340

T  051.810.6390~1

T  051.810.6430~1

T  051.810.6490~1

피트니스클럽 T  051.810.5340

객실예약 T  051.810.1100

클럽플로어 T  051.810.5191~2

  

Room reservation

면세점 T  1688-3000Duty free shop

카지노 T  051.665.6000Casino

 Club �oor

연회예약 T  051.810.6500Banquet reservation



Terms & Condit ions

회원 약관

제  조  회원 가입 자격은 개인 및 법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 가입 시 소속 지정인이 있어야 합니다.)

년입니다. 제  조   회원 카드 및 쿠폰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연장 불가)

제  조   회원 카드 및 쿠폰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
에게 대여,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조 회원 카드는 신용카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조  회원은 과실로 인한 카드의 분실, 도난, 파손 시 발급받은 호텔 

트레비클럽 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호텔의 판단에 

의하여 재발급합니다. (단, 재발급시 별도의 수수료 비용 1만원

및 회원 요청에 의한 특별한 배송은 수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제  조  호텔이 회원에게 제공한 전자쿠폰은 재발급하지 않으며, 현금 

또는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급된 쿠폰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조   회원 특전은 호텔이 제공하는 여타 할인 혜택 및 쿠폰 등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조  회원은 호텔 이용 시 반드시 카드를 제시하여야만 해당 

특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카드 미소지 회원의 경우 

회원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조 가입 취소는 발급일로부터 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단, 회 이상 사용 또는 발급 후

개월 이상 경과 시 취소 및 타입 변경이 불가합니다.

제  조 호텔은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 회원 카드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또는 박탈의 경우 기 납입한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  조 호텔은 필요한 경우 카드 운영 및 회원 특전 등에 대한 내용을
변경, 추가 또는 취소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은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 조건 변경이나 영업 폐지,
천재지변, 호텔 경영상황의 급변 내지 경영위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 운영 및 회원 특전 등에 대한
변경, 추가 또는 취소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트레비클럽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은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회원의 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

사항으로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호텔 예약 및 회원 카드 발급에 필요

·전화번호 : 회원 관리를 위한 필수 정보

·주소 : 행사 안내 및 각종 고지사항 송부를 위한 필수 정보

  

롯데호텔앤리조트는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 없이

제 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 작성, 연구 또는 마케팅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정보 제공 동의 철회 및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요청을 받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원의 동의하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회원가입일로부터 트레비

회원가입해지(탈퇴확정)시 까지 보유됩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회원의 모집을 위한 마케팅 업무를 GL마케팅

(T 051. 810. 6600)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트레비클럽
개인정보 보호정책

Trevi  Club  |   Protect ion Pol 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