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P PRIVILEGE MEMBERSHIP

페어몬트 프리빌리지 멤버십으로 더욱 알찬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문의
02 3395 6000

이용 안내
- VIP 프리빌리지 멤버십 이용 기간은 가입 일로부터 1년입니다.

- 멤버십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할인 및 혜택 적용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멤버십 카드 또는 실물 바우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할인 및 추가 혜택과 중복 적용 및 아코르 멤버십 로열티 적립이 불가합니다.

- 스페셜 프로모션의 경우, 할인 혜택이 제한됩니다.

- 멤버십 혜택과 이용권은 양도 및 재판매가 불가하며, 분실 또는 도난 시 호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대상 식음 영업장 및 부대시설 이용 혜택은 호텔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 이용권의 자세한 이용 방법은 별첨 약관에 따릅니다.

- 모든 이용권은 현금으로 교환이 불가하며, 사용 후 잔액에 대해 환불되지 않습니다.

- 멤버십은 양도, 휴회, 환불이 불가합니다. 

- 멤버십 카드 재발행의 경우 1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명시된 VIP 프리빌리지 멤버십 가격은 부가세 포함가입니다.



ACCOMODATION
- 펜트하우스 1박(골드 라운지 2인 이용 혜택 포함) 숙박권 1매
- 객실 10% 할인 (당일 정상 판매가 기준 / 회원 한정 적용) 

DINING 
- 스펙트럼 레스토랑 뷔페 (2인) 식사권 8매 
- 마리포사 5코스 (2인) 식사권 2매 
- M29 칵테일 2잔 이용권 4매 
- 더 아트리움 라운지 하이티 앳 페어몬트 세트 (2인) 이용권 4매 
- 더 아트리움 라운지 홀 케이크 1개 증정권 2매 
- 콜키지(Corkage) 프리 이용권 5매 
  (식사 주문 시, 스펙트럼 및 마리포사 업장 사용 가능) 
- 스펙트럼 레스토랑 25% 할인 혜택 
  (최대 10인까지 적용 가능, 음식 및 무알코올 음료 한정)
- 마리포사 & M29 25% 할인 혜택 
  (최대 10인까지 적용 가능, 음식 및 무알코올 음료 한정)

FAIRMONT FIT
페어몬트 피트 연간 회원권 15% 할인 혜택 (회원 한정 적용)

OTHERS 
- 호텔 바우처 15만 원권 3매 (객실 및 호텔 내 식음료 업장 이용 가능)
- 무료 발레파킹 1회 이용권 10매 (최대 3시간)
- 연회 및 이벤트 행사 15% 할인 혜택 (최대 50명까지 적용 가능/주류제외)
- 생일 투숙 고객 제공 혜택
   케이크 1개 및 매그넘 샴페인 1병 제공 (사전 예약 필수) 

ACCOMODATION
- 디플로매틱 스카이 스위트 1박(골드 라운지 2인 이용 혜택 포함) 숙박권 1매
- 객실 10% 할인 (당일 정상 판매가 기준 / 회원 한정 적용) 

DINING 
- 스펙트럼 레스토랑  뷔페 (2인) 식사권 4매 
- 마리포사 5코스 (2인) 식사권 1매 
- M29 칵테일 2잔 이용권 2매 
- 더 아트리움 라운지 하이티 앳 페어몬트 세트 (2인) 이용권 2매 
- 더 아트리움 라운지 홀 케이크 1개 증정권 1매 
- 콜키지(Corkage) 프리 이용권 3매
  (식사 주문 시, 스펙트럼 및 마리포사 업장 사용 가능) 
- 스펙트럼 레스토랑 20% 할인 혜택 
  (최대 10인까지 적용 가능, 음식 및 무알코올 음료 한정)
- 마리포사 & M29 20% 할인 혜택 
  (최대 10인까지 적용 가능, 음식 및 무알코올 음료 한정)

FAIRMONT FIT
페어몬트 피트 연간 회원권 15% 할인 혜택 (회원 한정 적용)

OTHERS 
- 호텔 바우처 15만 원권 2매 (객실 및 호텔 내 식음료 업장 이용 가능)
- 무료 발레파킹 1회 이용권 3매 (최대 3시간)
- 연회 및 이벤트 행사 15% 할인 혜택 (최대 50명까지 적용 가능/주류제외)
- 생일 당일 투숙 고객 제공 혜택
   케이크 1개 및 화이트 또는 레드 와인 1병 제공 (사전 예약 필수) 

ACCOMODATION
- 시그니처 스위트 1박(골드 라운지 2인 이용 혜택 포함) 숙박권 1매
- 객실 10% 할인 (당일 정상 판매가 기준 / 회원 한정 적용) 

DINING 
- 스펙트럼 레스토랑 뷔페 (2인) 식사권 2매 
- M29 칵테일 2잔 이용권 1매 
- 더 아트리움 라운지 하이티 앳 페어몬트 세트 (2인) 이용권 1매 
- 콜키지(Corkage) 프리 이용권 2매
  (식사 주문 시, 스펙트럼 및 마리포사 업장 사용 가능) 
- 스펙트럼 레스토랑 15% 할인 혜택 
  (최대 10인까지 적용 가능, 음식 및 무알코올 음료 한정)
- 마리포사 & M29 15% 할인 혜택 
  (최대 10인까지 적용 가능, 음식 및 무알코올 음료 한정)

FAIRMONT FIT
페어몬트 피트 연간 회원권 10% 할인 혜택 (회원 한정 적용)

OTHERS 
- 호텔 바우처 15만 원권 1매 (객실 및 호텔 내 식음 업장 이용 가능)
- 무료 발레파킹 1회 이용권 2매 (최대 3시간)
- 연회 및 이벤트 행사 15% 할인 혜택 (최대 50명까지 적용 가능/주류제외)
- 생일 당일 투숙 고객 제공 혜택
   케이크 1개 제공 (사전 예약 필수) 

11,000,000원 3,300,000원 1,100,000원

MEMBERSHIP BENEFIT

BLACK GOLD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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