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ub information for Annual Membership

가입 안내서

쿠폰 혜택

이용 안내
· �호텔이 회원에게 제공한 쿠폰북은 재발급하지 않으며, 현금 또는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발급된 쿠폰은 어떠
한 경우에도 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원 혜택 적용 시 반드시 쿠폰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텔이 지정한 날짜, 국제행사 기간, 객실 점유율, 당일 예약 요청에 따라 쿠폰 이용 및 예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예약을 권장 드리며, 반드시 헤비스 멤버십 회원임을 말씀해 주시고 사용하고자 하시는 쿠폰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호텔에서 적용되는 프로모션, 카드사 할인, 이벤트와 같은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혜택은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1년)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코리안 스위트룸 또는 그랜드 스위트룸 1박 이용권 (1매)
- 객실은 조식 불포함, 2인 1실 기준이며, 인원 추가 시 추가요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 호텔 체크인 시 본 쿠폰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소 3일 전 예약부를 통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크인 24시간 전까지 무료 취소 가능하며, 18시 이후 취소나 No-Show의 경우 쿠폰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 호텔이 지정한 날짜, 국제행사 기간, 객실 점유율, 당일 예약 요청에 따라 쿠폰 이용 및 예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플레이스 그릴&바 디너 2인 이용권 (1매)
- 데일리 샐러드, 파스타, 안심스테이크 각 1종씩 제공됩니다.  

· 모래시계 레스토랑 런치 뷔페 2인 이용권 (1매) 

· 디오니소스 카페&바 커피/차 이용권 (16매) 
- 커피 또는 차 종류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디오니소스 카페&바 케이크 교환권 (1매)
- 롤케이크 또는 수플레 치즈 케이크 중 1종 선택 및 이용 가능합니다.

· 연회 행사 10% 할인권 (1매)
- 식사에 한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이 적용됩니다.



기본 혜택

식음료
· 식음료 전 업장 20% 할인 (음·주류, 프로모션 품목  포함)

· 디오니소스 카페&바 매주 월요일 양주 및 와인 40% 할인 
· 라 플레이스 그릴&바 매주 화요일 양주 및 와인 40% 할인

부대시설
· 피트니스센터, 실내 수영장, 사우나 무료 이용

이용 안내
· 호텔이 지정한 날짜, 국제행사 기간, 객실 점유율, 당일 예약 요청에 따라 혜택 이용 및 예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예약을 권장 드리며, 예약 시 헤비스 멤버십 클럽 회원임을 언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혜택 적용 시 반드시 헤비스 멤버십 클럽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텔에서 적용되는 프로모션, 카드사 할인, 이벤트와 같은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혜택은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혜택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객실 회원가 혜택   *조식 뷔페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단위: 원, VAT 포함 금액)

객실

객실타입 인원 정상가 회원가

Deluxe

1인/2인

471,900 주중(일-목) 155,000
주말(금-토) 175,000

Junior Suite 592,900 235,000
Executive Suite 713,900 360,000

Grand Suite 1,815,000 710,000
Korean Suite 3,025,000 1,050,000

President Suite 4,658,500 2,100,000

- 최대 숙박 가능 인원은 ‘성인 3인’ 또는 ‘성인 2인, 소인 2인‘입니다.
- �성인 1인 추가 시(3인 투숙) 60,500원(세금·봉사료 포함)의 추가 금액이 발생하며, 이외의 식음료 업장, 부대시설 등의 이용은 현장에서 

별도의 추가금액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 체크인 1일 전 18시까지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 6세 이상의 소인 투숙 시 조식 뷔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HEVE’S Membership Club
소수만을 위한 특별한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으로 귀하를 초대합니다. 
건강과 취미, 여가활동을 위한 특별한 가치와 혜택을 선사해드립니다.

헤비스 멤버십 클럽과 함께 삶의 여유를 완성해보십시오.

가입 및 문의 | 062-610-7000

· 납부 계좌 정보
보증금 입금 계좌 : KEB 하나은행 630-007775-524 (제이에이치관광개발㈜)
연회비 입금 계좌 : KEB 하나은행 630-007755-856 (제이에이치관광개발㈜)
-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 가능하나, 1회 이상 사용 또는 1개월 이상 경과 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HEVE’S MEMBERSHIP은 5년 단위로 진행되며(탈회 불가/양도·휴회 가능), 탈회 시 보증금은 가입일 기준 5년 후 반환됩니다.  
- 무기명 회원권 이용 시 1카드당 1일 1회로 입장을 제한하며 반드시 카드 지참이 필요합니다.

· 회원권 유형 및 연회비 (단위: 원, VAT 포함 금액)

회원권 유형 인원 보증금 연회비

기명
개인 / 법인 1인 30,000,000 2,178,000

가족 / 법인 2인 50,000,000 3,267,000

무기명 Corporate
법인

1인 50,000,000 3,663,000

2인
(기명 1인+무기명 1인) 60,000,000 3,872,000

· 구비 서류
개인 / 가족회원 법인 회원

· 회원 가입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반명함판 컬러 사진(1매)
· 주민등록등본(1부)
· 가족회원권 가입 시, 가족관계증명서(1부)

· 회원 가입 신청서
· 계약자 주민등록등본(1부)
· 기명 회원의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컬러사진(1매)
· 법인등기부등본(1부)
· 법인인감증명서(1부)
· 사업자등록증(1부)
· 등기부등본 미기재 임직원 이용 시, 재직증명서(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