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레스토랑

【웨스틴 조선 서울】
아리아
홍연
스시조
루브리카
조선델리
나인스게이트
라운지&바

【포시즌스 호텔 서울】
보칼리노
유유안
더마켓키친

【비스타 워커힐】
모에기
리바
피자힐
명월관

혜택

예약/문의

식사 10% 할인 (음주류 제외)

서울 중구 소공로 106

- 프로모션 메뉴, 연회, 인룸다이닝, 수입 리테일 상품 및 테이크 아웃 와인 구매 시 할인 불가 아리아 02.317.0357
- 제외 기간 : 5/5, 12/24, 12/25, 12/31, 영업장별 이벤트 진행일
홍연 02.317.0494
- 모든 레스토랑 사전예약 필수
스시조 02.317.0373
루브리카 02.317.0033
객실 30% 할인 (공시가 대비 할인 적용)
조선델리 02.317.0022
나인스게이트 02.317.0366
- 사전예약 필수
라운지&바 02.317.0365
객실 02.771.0500

식사 10% 할인 (음주류 제외)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7
- 프로모션 메뉴, 연회, 인룸다이닝, 수입 리테일 상품 및 테이크 아웃 와인 구매 제외
- 제외 기간 : 12/24, 12/25, 12/31, 1/1, 영업장별 이벤트 진행일
- 모든 레스토랑 사전예약 필수

02.6388.5500

식음료 10% 할인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 연회 제외
- 모든 레스토랑 사전예약 필수

02.455.5000

【그랜드 워커힐】
더뷔페
더파빌리온
온달
금룡
더델리

【레스케이프】
르 살롱 바이 메종엠오
라망시크레
팔레드신
마크다모르

【콘래드 서울】
아트리오
제스트
37그릴&바
플레임즈

식음료 10% 할인
- 연회 제외
- 모든 레스토랑 사전예약 필수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02.455.5000

식음료 10% 할인
-

주류의 경우는 제조 주류에 한하여 혜택 제공
룸서비스 및 미니바 제외
제외 기간: 12/24, 12/31, 레스토랑 대관 행사 시
팔레드신, 라망시크레 사전예약 필수

식사 10% 할인 (음주류 제외)
- 제외 기간 : 1/1, 12/20-31
- 원활한 이용을 위해 사전예약 권장

서울 중구 퇴계로 67
02.317.400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02.6137.7000

식음료 10% 할인
- 원활한 이용을 위해 사전예약 권장

【더 플라자】
세븐스퀘어
도원

【63 레스토랑】
63뷔페 파빌리온
워킹온더클라우드
백리향
슈치쿠
터치더스카이

객실 시즌 패키지 이용 시 한단계 객실 업그레이드 제공
-

단, 디럭스 객실 예약 기준
예약실 통한 예약 건에 대해 제공 가능
타 혜택 중복 적용 불가
제외 기간 : 12/18, 12/24-25, 12/31

서울 중구 소공로 119
세븐스퀘어 02.310.7777
도원 02.310.7300
객실 02.310.7710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식음료 10% 할인
- 워킹온더클라우드: 평일 점심 샐러드바, 주말 브런치 등 업장 이벤트 메뉴 제외
- 백리향, 슈치쿠: 업장 이벤트 메뉴 제외
- 모든 레스토랑 사전예약 필수

63뷔페 파빌리온 02.789.5731~4
워킹온더클라우드 02.789.5904
백리향 02.789.5741
슈치쿠 02.789.5751
터치더스카이 02.789.5761

식사 10% 할인 (음주류 제외)

【JW 메리어트 서울】
플레이버즈
타마유라
더 마고 그릴
카페 원
파티세리
더 라운지

- 연회, 수입 소매상품 제외
- 제외 기간 : 플레이버즈 1/1, 2/14, 5/5, 5/8, 12/24, 12/25, 12/31
그 외 업장 2/14, 5/5, 5/8, 12/24, 12/25, 12/31
- 원활한 이용을 위해 플레이버즈, 타마유라, 더 마고 그릴 사전예약 권장
객실 10% 할인 (당일 소매 요금 기준)
- 제외 기간 : 10/18-21, 12/24, 12/25, 12/31
- 단, 객실 상황에 따라 예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전예약 필수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플레이버즈 02.6282.6730
타마유라 02.6282.6751
더 마고 그릴 02.6282.6759
카페 원 02.6282.6737
파티세리 02.6282.6730
더 라운지 02.6282.6735
객실 02.6282.6282

식사 10% 할인 (음주류 제외)

【임피리얼 팰리스】
패밀리아
천산
델마르
더바

- 연회, 룸서비스, 미니바 제외
- 12/24, 12/25, 12/31 제외
- 패밀리아 사전예약 필수
객실 주중(월-목) 30%, 주말(금-일) 40% 할인 (정상가 기준)

서울 강남구 언주로 640
패밀리아 02.3440.8090~2
객실 02.3440.8000

- 원활한 이용을 위해 사전예약 권장
- 제외 기간 : 12/24, 12/31 제외

식음료 10% 할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피스트
로비 라운지.바

- 중복할인 및 프로모션 상품 제외
- 제외 기간 : 2/14, 5/5, 12/24, 12/25, 12/31
- 모든 레스토랑 사전예약 필수
객실 10% 할인 (Best Available Rate)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피스트 02.2211.1710
로비라운지.바 02.2211.1740
객실 02.2211.2100

- 사전예약 필수
- 중복할인 및 프로모션 상품 제외

식음료 10% 할인
- 연회, 라운지, 파티세리, 룸서비스, 스페셜 이벤트(갈라디너/와인디너/사케디너 등), 사전예약
필수
- 제외 기간 : 2/14, 12/24, 12/25, 12/31, 부산불꽃축제일, 스페셜 프로모션 기간
- 모든 레스토랑 사전예약 필수

【파크하얏트 부산】
다이닝룸
리빙룸

스탠다드 객실 10% 할인 (하얏트 일일 요금 기준)
- 패키지, 객실 할인 프로모션 중복 할인 불가
- 상위 객실로의 업그레이드 비용에 대해서는 할인 적용 불가
- 객실 상황에 따라 예약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 예약 필수
- 제외 기간 : 1/1-2, 2/11-13, 2/27-28, 7/24, 7/31, 8/7, 8/14, 9/18-21, 부산국제영화제기간,
부산불꽃축제일, G-Star 기간, 12/24, 12/31
- 사전예약 필수

【파라다이스 부산】
온더플레이트
닉스스테이크 앤 와인
남풍
사까에
크리스탈 가든
부티크 베이커리

-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51
051.990.1234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6
식음료 10% 할인
-원활한 이용을 위해 사전예약 권장

위 혜택은 2021.12.31까지 제공됩니다.
모든 씨티카드(체크카드 포함)결제 시 혜택 제공됩니다. (단, 체크카드의 경우, 객실 결제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 시 씨티카드 고객 임을 알려주시고, 이용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셔야 혜택이 제공됩니다.
씨티카드 및 제휴사 사정으로 인해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절의 맛, 싱카이, 트윈팰리스, 케세이호의 씨티카드 혜택은 2020년 12월 말로 종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심의필 2012-04-948 (2020.12.24 ~ 2021.12.31)

온 더 플레이트 051.749.2234
닉스스테이크 앤 와인 051.749.2274
남풍 051.749.2260
사까에 051.749.2248
크리스탈 가든 051.749.2230
부티크 베이커리 051.749.2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