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VI CLUB
LOT TE HOT ELS & R E S O RT S

TREVI CLUB JEJU 회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하를 트레비클럽 회원으로 모시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회원님께서는 롯데호텔의 격조 높은 서비스와 비교할 수 없는 실속 있는
특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승을 축원하오며,
저희 트레비클럽 제주 회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Luxury Membership

럭셔리 회원 특별 우대 쿠폰
연중 무료 숙박권 1매
·롯데호텔 제주 디럭스 마운틴 룸

Hotel Membership at its Finest

연회비

￦

550,000

(VAT 포함)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단, 1회 이상 사용 또는 1개월 이상 경과 시 취소 불가능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호텔 객실 50% 할인 우대권 2매
·롯데호텔 전체인 객실 정가 기준 50% 할인 (캐릭터 룸 제외)
·롯데호텔 제주 비수기(1~4월, 11~12월) 주중 이용 시 60% 할인
가능
롯데호텔 제주 디럭스 테라스 오션 뷰 업그레이드 1매
·무료 숙박권 및 50% 할인 우대권 사용 시 가능
조식 이용권 2매
·롯데호텔 제주 조식 레스토랑 이용 가능

5만원 식사권 2매
·롯데호텔 제주 레스토랑 이용 가능 및 차액 환불 불가
·제외 업장: 풍차라운지
시그니처 음료권 2매
·카페 해온 지정 음료 이용 가능
피트니스 클럽 1인 이용권 2매
·롯데호텔 제주 피트니스 클럽(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이용 가능
*무료 숙박권 및 할인 우대권 제외 기간은 홈페이지 참조

이용 안내
·별도의 쿠폰북은 발행되지 않으며 카드 내 상품 쿠폰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성수기 및 국가행사, 호텔의 예약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특전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및 할인행사, 카드사 할인 등 중복 할인은 제외됩니다.
·회원 혜택 적용 시 반드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객실, 레스토랑 예약 시 반드시 트레비클럽 회원임을 말씀해 주시고,
제공받고자 하시는 특전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맴버십 카드는 중고카페 또는 인터넷 거래매매가 불가합니다.

Platinum Membership

플래티넘 회원 특별 우대 쿠폰
연중 무료 숙박권 2매
·롯데호텔 제주 디럭스 마운틴 룸

Hotel Membership at its Finest

연회비

￦

1,000,000

(VAT 포함)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단, 1회 이상 사용 또는 1개월 이상 경과 시 취소 불가능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호텔 객실 50% 할인 우대권 2매
·롯데호텔 전체인 객실 정가 기준 50% 할인 (캐릭터 룸 제외)
·롯데호텔 제주 비수기(1~4월, 11~12월) 주중 이용 시 60% 할인
가능
롯데호텔 제주 디럭스 테라스 오션 뷰 업그레이드 2매
·무료 숙박권 및 50% 할인 우대권 사용 시 가능
조식 이용권 4매
·롯데호텔 제주 조식 레스토랑 이용 가능

5만원 식사권 2매
·롯데호텔 제주 레스토랑 이용 가능 및 차액 환불 불가
·제외 업장: 풍차라운지
시그니처 음료권 2매
·카페 해온 지정 음료 이용 가능
피트니스 클럽 1인 이용권 4매
·롯데호텔 제주 피트니스 클럽(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이용 가능
*무료 숙박권 및 할인 우대권 제외 기간은 홈페이지 참조

이용 안내
·별도의 쿠폰북은 발행되지 않으며 카드 내 상품 쿠폰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성수기 및 국가행사, 호텔의 예약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특전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및 할인행사, 카드사 할인 등 중복 할인은 제외됩니다.
·회원 혜택 적용 시 반드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객실, 레스토랑 예약 시 반드시 트레비클럽 회원임을 말씀해 주시고,
제공받고자 하시는 특전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맴버십 카드는 중고카페 또는 인터넷 거래매매가 불가합니다.

F&B Membership

식음형 회원 특별 우대 쿠폰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8매
·롯데호텔 제주 레스토랑 이용 가능 및 차액 환불 불가
(풍차라운지 이용 제외)

Hotel Membership at its Finest

연회비

￦

500,000

(VAT 포함)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단, 1회 이상 사용 또는 1개월 이상 경과 시 취소 불가능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야외 온수풀 해온 1인 이용권 8매
·해온 입장 제외 기간 홈페이지 참고

발레파킹 무료 이용권 2매
·롯데호텔 제주 이용 시 가능

델리카한스 1만원권 3매
·롯데호텔 제주 델리카한스 이용 가능 및 차액 환불 불가

이용 안내
·별도의 쿠폰북은 발행되지 않으며 카드 내 상품 쿠폰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성수기 및 국가행사, 호텔의 예약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특전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및 할인행사, 카드사 할인 등 중복 할인은 제외됩니다.
·회원 혜택 적용 시 반드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객실, 레스토랑 예약 시 반드시 트레비클럽 회원임을 말씀해 주시고,
제공받고자 하시는 특전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카드는 중고카페 또는 인터넷 거래매매가 불가합니다.

Luxury · Platinum · F&B Membership

Hotel Membership at its Finest

럭셔리·플래티넘·식음형 공통 객실 특전

럭셔리·플래티넘·식음형 공통 식음 특전

객실 할인 (정가 기준 할인)
·롯데호텔 서울, 월드 : 연중 35% 할인
·롯데호텔 부산, 울산 : 연중 30% 할인
·롯데호텔 제주 연중 30% 할인 (성수기 10% 할인, 캐릭터룸 제외)
·롯데시티호텔 (김포공항, 구로, 마포, 명동, 대전, 울산, 제주) :
연중 35% 할인
· L7호텔 : 연중 35% 할인
롯데호텔 제주 추가 할인
·홈페이지 특별 요금 20% 추가 할인
·홈페이지 패키지 10% 추가 할인 (헬로키티 패키지 포함)
*제외 상품: 에어텔, 골프, 타임세일, 스페셜 등
*중복 할인 제외
*트레비클럽 회원 본인 예약, 투숙에 한함
*내국인, 국내 거주 외국인만 사용가능

럭셔리·플래티넘·식음형 공통 기타 특전
·피트니스 클럽 입장료 50% 할인 (동반 1인 포함)
·Laundry 25% 할인
*상기 특전은 롯데호텔 제주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식사 할인
인원수

할인율(%)

2인
이하

25%

3인

33.3%

인원수

할인율(%)

인원수

할인율(%)

8인

25%

15인

13.4%

9인

22.3%

16인

12.5%

10인

20%

17인

11.8%

4인

25%

11인

18.2%

18인

11.1%

5인

20%

12인

16.7%

19인

10.6%

6인

16.7%

13인

15.4%

20인

7인

14.3%

14인

14.3%

이상

*식사 할인 특전 동시 이용 시, 뷔페 식사권 사용 후 남은 인원에 한해
식사 할인율 적용
*할인 특전은 각 테이블당 회원카드 1개에 한하여 적용, 테이블 분할시 중복 적용 불가
*레스토랑 이벤트 및 할인 행사, 카드사 할인, 바우처 사용 등 중복 할인 제외

베이커리 20% 할인
·초콜릿, 소시지, 스낵류, 음료수 및 수입 품목은 10% 할인
롯데호텔 제주 룸 서비스 20% 할인
·성수기 15% 할인 적용 (성수기 기간 홈페이지 참조)
전 업장 음료, 주류 10% 할인
연회장 이용 시 가족 모임 행사 10% 할인 (웨딩 제외)
호텔 주최 디너쇼 티켓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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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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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urants & Bars

Protection Policy

레스토랑 & 바

트레비클럽 개인정보 보호정책
1

트레비클럽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은 롯데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롯데호텔의 회원의 정보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외 사항은 선택사항
으로 합니다.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더캔버스 (본관, 6F)

T 064.731.5265

All day dining Restaurant

바 & 라운지
페닌슐라 (본관, 8F)

·성
명 : 호텔예약 및 회원카드 발급에 필요
·전화번호 : 회원관리를 위한 필수정보
·우편번호, 주소 : 행사안내 및 각종 고지사항 송부를 위한 필수정보

T 064.731.4240

Italian Restaurant

베이커리 델리카한스
(본관동, 8F)

3
T 064.731.4242

Bakery & Deli-Shop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 연구 또는 마케팅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바 & 라운지
카페 해온 (야외 가든, 1F)

롯데호텔의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T 064.731.4267

Caf'e He:on

4

회원은 언제든지 정보제공 동의 철회 및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롯데호텔은 요청을 받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회원의 동의하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보유 및 이용되며, 회원탈퇴를 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단,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회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개별적으로 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회원의 모집은 롯데호텔의 위탁업체인 M G 신용정보
(T 02.317.7231)사가 제한된 범위에 한해 대행하고 있습니다.

Terms of Membership

회원약관
제 1 조

회원 가입 자격은 개인에 한하며, 법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 2 조

회원 카드 및 쿠폰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제 3 조

회원 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대여, 양도 및 담보 제공 등 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쿠폰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회원카드는 신용카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회원은 과실로 인한 카드의 분실, 도난, 파손시 발급받은
호텔 트레비클럽 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호텔의 판단에 의하여 재발급합니다.

제 6 조

회원 특전은 호텔이 제공하는 여타 할인 혜택 등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회원은 호텔 이용 시 반드시 카드를 제시하여야만
해당 특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8 조

호텔은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2) 회원카드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3)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 9 조

회원의 자격정지 또는 박탈의 경우 기 납입한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 10 조

호텔은 필요한 경우 카드 운영 및 회원 특전 등에 대해
변경, 추가 또는 취소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트레비클럽

T +82.2.317.7231

F +82. 2.318. 8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