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JW D CLUB
BENEFITS

JW D CLUB 가입 안내
JW D CLUB 골드 회원: 연회비 450,000원 / 500,000 크레딧 제공
JW D CLUB 다이아몬드 회원: 연회비 800,000원 / 900,000 크레딧 제공

JW D CLUB 할인 혜택
· 객실 할인 혜택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의 객실 이용 시, 예약 시점의 Marriott.com 객실 상용 요금 (Best Available Rate)에서 10%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객실 이용 시, 당일 예약은 불가하며 사전 예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전 예약 시 Marriott.com을 통한 예약은 프로모션 코드 D3Q를 입력한 후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유선 예약 시에도
JW D CLUB 프로모션 코드 D3Q를 알려주셔야 10%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객실 할인율을 적용하기 위해 체크인 시 유효한 JW D CLUB 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본 혜택은 카드 소유주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객실 상황에 따라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객실 점유율이 높은 기간 또는 사용 제한 날짜에는 할인 혜택이 제한됩니다.
- D 크레딧 이용 시, 객실 할인 혜택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객실 할인 혜택은 바우처, 프로모션, 패키지 및 기타 할인, 법인 요금과 그룹 패키지 가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 제한일: 12월 24일, 31일
· 식사 할인 혜택
- 식사 할인 혜택은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Tavolo 24/ The Griffin /The Lounge에서 식사 시, 총 금액에서 1~10인 20%, 11~20인 15%, 21~30인 10%의 할인 혜택이 제공
됩니다. 음료 이용 시에도 동일 적용되며 주류는 10%의 할인 혜택이 일괄 적용됩니다.
- Tavolo 24 에서의 36개월 이하의 영아는 식사 금액과 테이블 인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소인
이용 시, 성인 식사 금액의 50% 할인된 금액이 적용되며, 총 테이블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 BLT Steak는 식사 시, 총 금액에서 1~20인의 경우, 1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Seoul Baking Company 이용 시 1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리테일 아이템 및 일부 행사 품목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Banquet, Mini Bar, In Room Dining, Nutrition Bar에서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레스토랑 이용 시 각종 제휴 카드 혜택 및 기타 할인 등과 중복 할인되지 않으며, 이미 할인 적용된 행사 품목 및 프로모션
메뉴 등에도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멤버십 카드는 테이블 당 1장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식사 할인 혜택은 1회 식사 시, 멤버십 카드 1장에 대하여 1회만 제공됩니다.
2장 이상의 멤버십 카드를 소지한 단체 예약의 경우에도 다수의 테이블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멤버십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멤버십 카드는 회원 본인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사용 시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사용 제한일: 12월24일, 25일,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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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할인 혜택
- 모든 주류(Alcoholic drinks) 이용 시 1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Banquet, Mini Bar, In Room Dining, Nutrition Bar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 제한일: 12월 24일, 25일, 31일
· SPA 할인 혜택
- 스파 트리트먼트 이용 시 1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D 크레딧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제휴 카드 혜택 및 기타 할인 등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우나의 경우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이용이 불가하며, 휴관일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하여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제한일: 2월 14일, 5월 5일, 8일, 12월 24일, 25일, 31일
· Hair Salon 할인 혜택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내 헤어살롱 이용 시 2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리테일 상품 구매 제외)
· 부대시설 할인 혜택
- 뉴 스프링빌 컨트리 클럽(경기도 이천시) 이용 시 주중 라운딩 10%의 요금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 5회까지 사용 가능)
- 뉴 스프링빌 컨트리 클럽 내 호텔 메종드시엘 숙박 시 20%의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이용 시, 사전 예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예약 및 문의: 02.2263.0707 / 0808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내 Le Parc 플라워샵 상품 예약 시 10%의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숙박 시 패키지 및 기타 프로모션 금액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혜택은 회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 외 공지와 함께 추가적인 크레딧 사용 혜택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Swimming Pool

JW D CLUB의 D 크레딧 혜택
· JW D CLUB 멤버십 가입과 함께 제공되는 D 크레딧을 사용해 다양한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D
 크레딧 사용 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해야 하며, 타 할인 혜택 및 프로모션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제한일: 12월 24일, 25일, 31일)
- 골드 회원: 연 500,000 크레딧 / 다이아몬드 회원: 연 900,000 크레딧 제공
- D 크레딧은 레스토랑 혜택 이용 시, 사용 한도 없이 자유롭게 원하시는 만큼 차감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D 크레딧 이용 혜택은 추후 운영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D 크레딧 이용 가능 혜택

GOLD

DIAMOND

Club 501 주중 1인 이용

40,000

40,000

사우나, 피트니스 (성인만 이용 가능) / 수영장 (아이 이용 가능,
단 1회 차감) / 동시 인원 최대 2명 사용 가능 / 최대 10회 사용
가능, 1인 1회 당 차감 / 최대 3시간 이용 가능

와인 1병

70,000

70,000

레스토랑 지정 와인에 한함

록시땅 트래블 키트

30,000

30,000

Seoul Baking Company에서 수령

BLT 버거 세트

20,000

20,000

테이크아웃으로만 이용 가능 / 1일 1회, 최대 4 set 교환 가능,
The Lounge에서 수령

-

-

Provence Spa by L'OCCITANE 10만원 할인

100,000

100,000

스파 트리트먼트 이용 시 사용 가능, 1일 1회 사용 가능

호텔 이벤트 2인 입장 티켓

40,000

40,000

와인앤버스커 등 호텔 자체 기획 행사 참여 티켓 증정,
1일 1회 사용 가능

Tavolo 24 조식 뷔페 1인

49,000

49,000

-

Tavolo 24 주중 점심 뷔페 1인

59,000

59,000

-

Tavolo 24 저녁 및 주말 브런치 뷔페 1인

98,000

98,000

-

Seoul Baking Company 1kg 케이크

50,000 ~

50,000 ~

55,000원까지 사용 가능 / 1일 1회 사용 가능 (프로모션 상품 제외)

Seoul Baking Company 음료

7,000 ~

7,000 ~

7,500원까지 사용 가능

The Griffin 칵테일 2잔

50,000

50,000

-

-

-

350,000

BLT 스테이크 식사

Tavolo 24

The Lounge 스페셜 프로모션 메뉴
디럭스 룸 1박 이용

The Lounge

이용 안내

전 메뉴 가능, 단, 주류 및 스페셜 세트, 프로모션 메뉴 적용 불가

스페셜 프로모션 메뉴 한정 적용
(살롱 드 딸기 및 애프터눈티 세트)
D Club 다이아몬드 회원만 이용 가능 / 연 1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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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Steak

JW D CLUB 멤버십 일반조건
· 일반 약관
- 멤버십은 양도 불가합니다. D 크레딧 및 할인 혜택은 멤버십 카드에 표기된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멤버십 혜택, D 크레딧은 현금 가치가 없으며, 현금을 대가로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할인 혜택 또는 D 크레딧을 사용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 D 크레딧은 멤버십 유효기간 내에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남은 D 크레딧은 모두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D 크레딧은 이월되지 않으며, 재가입시에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D 크레딧은 가입 시 설정된 유효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멤버십 할인 혜택은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멤버십 할인 혜택 및 D 크레딧 사용은 각종 제휴 카드 혜택 및 기타 할인 등과 중복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할인 적용된 행사 품목
및 프로모션 메뉴 등에는 멤버십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멤버십 혜택 이용 시, 사전에 반드시 예약을 통해 할인 혜택을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 할인 혜택 및 D 크레딧 사용 제한일은 하기와 같이 적용됩니다.
- 객실 할인 혜택 및 D 크레딧 사용 제한일: 12월 24일, 31일
- 식음 할인 혜택 및 D 크레딧 사용 제한일: 12월 24일, 25일, 31일
- 회원은 JW D CLUB 멤버십 가입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본 약관(수시로 개정되는 내용을 포함)을 수락하고, 준수하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JW D CLUB은 필요한 경우 멤버십 운영 및 회원 특전 등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변경, 추가, 취소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멤버십 취소 요청은 반드시 멤버십 카드 가입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체의 카드 및
멤버십 자료가 발급 대리점에 반환될 때까지 멤버십 취소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멤버십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멤버십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JW D CLUB 멤버십 고객센터(02-2276- 3350)로 연락 주십시오.
- 교체된 멤버십 카드의 만료일은 기존 멤버십 카드 만료일과 동일합니다.
- 멤버십 카드 재발급 시, 카드의 일련번호는 변경되며 10,000원의 발급 비용이 부과됩니다.
· 개인정보보호정책
- JW D CLUB, 메리어트 호텔 & 리조트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JW D CLUB에서 저장한 개인
데이터는 JW D CLUB의 특별한 혜택과 프로모션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marriott.com에 방문해 주십시오.
Executive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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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 D CLUB 가입 및 문의
멤버십 고객센터

02.2276.3350

이메일

jwdclub@marriott.com

운영 시간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8:00

업장 연락처
호텔 고객 센터

02.2276.3000

객실 예약

02.2276.3366

Tavolo 24

02.2276.3320

BLT Steak

02.2276.3330

The Griffin

02.2276.3344

The Lounge

02.2276.3336

Seoul Baking Company

02.2276.3340

Provence Spa by L’OCCITANE

02.2276.3282

JW Marriott® Dongdaemun Square Seoul
279, Cheonggyecheon-ro, Jongno-gu, Seoul 03198, Korea | Tel. 82.2.2276.3000 Fax. 82.2.2276.3001
E-mail. mhrs.seldp.ays@marriott.com www.jwmarriottdongdaem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