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평/휘닉스/하이원 부대시설 할인 혜택

객실 ※ 별도첨부 ※ 별도첨부 ※ 별도첨부

※ 코로나19 정부방역지침 및 영업사항에 따라 운영계획은 변동 가능
※각 회사의 부가서비스 및 운영일정 등에 대해서 각사의 홈페이지(스키장 카테고리)를 통해 공지하며,
공지한 서비스의 내용은 사전통보 없이 기상 및 각 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X3 시즌패스 유효기간 중 부가서비스 부분에 대한 공지는 개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리프트/렌탈
리프트 우대권 5매 (하이시즌45%/피크시즌30%)
렌탈 우대권 5매(하이시즌45%/피크시즌35%)

30% 할인(1매4인X3매)
리프트 45% 할인(1인x4매)
렌탈 50% 할인(1인x4매)

관광케이블카 40% 할인 -

스키락커 - -
본인에 한하여 30% 할인

1인 1락커 / 2021/22시즌에 한함

-

식음업장
10%할인

(전문식당가/서밋랜드더그린/애니포레더골드)
-

10%할인권
그랜드호텔 : 그랜드테이블, 더가든, 라비스타, 오리엔

팰리스호텔 : 하이랜드(중,석식)
콘도 : 전망레스토랑, 아테나키친,

밸리,마운틴 카페테리아(모바일쿠폰10장)
#스키패스권자 본인의 한하여 적용가능

호텔사우나 40%할인 - -

워터파크
또는 워터월드

- 주중 2만원, 주말 2.5만원(1매4인X3매) 50%할인(1인x4매)

스노우빌리지
또는 스노우월드

- 30% 할인(1매4인X3매) 50%할인(1인x4매)

유효기간
객실 : ~ 2022년 6월
그외 : 21/22 시즌내

21/22 시즌내
객실 : ~ 22년11월
그외 : 21/22 시즌내

제공방법 지류 쿠폰북 모바일 발송

구분 용평리조트 휘닉스평창 하이원리조트

2021-2022 시즌 X3시즌패스 부대시설 할인 혜택



※용평리조트(21/22시즌 객실 쿠폰 이용권 금액)

호텔DT 호텔ST 호텔DF 호텔SF 타워18 빌라28 빌라41 빌라48 그린25 그린38

일~금 110,000           130,000           130,000           150,000           90,000             110,000           130,000           150,000                  110,000   150,000         

 토
(5/4, 6/5)

140,000           160,000           160,000           18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140,000   180,000         

일~금 140,000           160,000           160,000           18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140,000   180,000         

 토
(2/27, 2/28)

170,000           190,000           190,000           210,000           150,000           170,000           190,000           210,000                  170,000   210,000         

판매가

* 대체공휴일, 당사가 정한 특정일자에는 별도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휴이용불가 기간 (12/24~12/25, 12/31~1/1, 1/29~2/1)

상품구성

 객실1박

적용기간

11/1~12/17
3/1~6/30

12/18~12/23
12/26~12/30

1/2~1/28
2/2~2/28

입실일



※휘닉스 평창(*올인클루시브 객실 할인 요금)

주중 금 토 주중 금 토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성수기 주말 성수기 주중 극성수기 극성수기

스탠다드(20평) 130,000            170,000            210,000            170,000            240,000            300,000            
스위트(30평) 160,000            200,000            240,000            200,000            290,000            350,000            
로얄(40평) 190,000            230,000            270,000            230,000            340,000            400,000            

로얄스위트(50평) 220,000            260,000            300,000            260,000            390,000            450,000            
호텔 슈페리어 160,000            200,000            240,000            200,000            290,000            350,000            

콘도

- 올인클루시브 객실 제공혜택 : 투숙시 2인 조식과 2인 블루캐니언을 무료로 제공 해 드립니다.
- 올인클루시브 혜택을 선택하지 않으실 경우 위 할인요금에서 2만원 할인됩니다.
- 블루동 리뉴얼객실 : 기존콘도 할인가 +10만원
- 콘도 그린동객실 : 주중 +2만원, 주말(금, 토, 극성수기 전기간) +5만원
- 호텔 슬로프뷰 : +5만원

- 주말(토)요금 :
12/24 ~ 1/2, 1/28 ~ 2/5
- 주말(금) 요금 : 2/25 ~ 2/28

2021년 11월 1일(월)~ 12월 9일(목) 2021년 12월 11일(금) ~ 22년 2월 28일(월)

- 호텔 슬로프뷰 : +3만원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홈페이지(직판) 패키지 상품 10% 할인 적용

구분 비고



2022년 비수기 기간
(3~6/9~11월)

마운틴콘도(전체) : 주중(80%)/준주말(70%)/주말(60%)
힐콘도(35평 이상) : 준주말(75%),주말(65%)

팰리스 : 주중(70%)/준주말, 주말(60%)
#모바일 발송(콘도1매, 팰리스 1매)

모바일 할인권+
스키패스권현장제시

스키패스 현장제시

2021/22 동계 준성수기 기간
(1인 주말 2실 한정)

마운틴콘도(전체) : 주중(70%)/준주말(55%)/주말(40%)
힐콘도(35평 이상) : 주중(70%)/준주말(60%),주말(45%)

밸리콘도16평: 주중(70%)/준주말(55%)/주말(40%)

2021/22 동계 성수기 기간
(1인 주말 2실 한정)

마운틴콘도(전체) : 주중(60%)/준주말(40%)/주말(20%)
힐콘도(35평 이상) : 주중(65%)/준주말(45%),주말(30%)

밸리콘도16평: 주중(60%)/준주말(40%)/주말(20%)

2021/22 동계 비수기 기간
(1인 주말 2실 한정)

마운틴콘도(전체) : 주중(80%)/준주말(70%)/주말(60%)
힐콘도(35평 이상) : 주중(80%)/준주말(75%),주말(65%)

※ 하이원리조트(객실할인 혜택)
제공혜택 내용 이용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