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dard Terms & Conditions of the 2019 Club Med Ambassador Program
2019년도 클럽메드 친구추천 프로그램 표준 약관

(1) “추천한 고객”이 받는 할인 혜택은 “추천받은 고객”의 출발 8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한은
12개월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는 이메일이 추천한 고객에게 발송됩니다. “추천한 고객”은 최대
2명의 어른과 (혼인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가 증명되어야 함) 미성년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내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그 중 한 명이 최근 10년 이내 클럽메드를 방문했어야 합니다. 예약 1
건당 1건의 “추천받은 고객”과 “추천한 고객” 할인이 적용 가능합니다.
(2) “추천받은 고객”에게 주어지는 66,000원의 할인 혜택은 “추천받은 고객”이 첫 번째 클럽메드 휴가를
예약할 때 사용 가능 합니다. “추천받은 고객”은 최대 2명의 어른과 (혼인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가
증명되어야 함) 미성년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내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클럽메드의 “새로운 고객”이어야 합니다 (즉, 클럽메드 회원번호가 없거나, 회원번호가 있으나 최근 10년
이내 클럽메드를 방문하지 않았어야 함). 만약 가족 중 한 명이 최근 10년간 클럽메드에 방문했다면, 할인
혜택 사용이 불가합니다.
(1) (2) 본 할인 혜택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예약한 4박 이상 휴가의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에
적용되며, 최소 4박의 올-인클루시브 상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합니다. 클럽메드의 다른 프로모션과
함께 적용될 수 있으나, 프로모션의 조건이 서로 상반된 경우, 라스트 미닛 프로모션의 경우 또는
총 할인 금액이 전체 가격의 40%를 초과할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두 사람의 할인 혜택을 합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약 1건 당 “추천한 고객” 또는 “추천받은 고객” 1명의 할인만 적용 가능).
클럽메드 본사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를 통한 예약에만 사용 가능하며, 선택한 날짜의 객실
예약 상황, 브로셔 및 상품 약관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하며,
클럽메드는 본 프로모션을 임의로 중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친구추천 할인 적용 불가 주간: 2018/12/22-2019/1/4, 2019/1/26-2/15, 2019/4/13-19,
2019/4/27-5/3, 2019/12/21-2020/1/3, 2020/1/18-2/7, 2020/4/4-17
(3) 추천 받은 고객이 휴가에서 돌아오면 3일 후 추천한 고객의 계정으로 2,500포인트가 자동 적립됩니다.
1년에 최대 10명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참고) 클럽메드 친구추천 프로그램 이용 절차

1. 클럽메드의 기존 고객은 클럽메드 홈페이지(www.clubmed.co.kr) 내 “My Space (Member
Space)”를 통해, 클럽메드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지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추천을 받은 고객은 66,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내 이메일을 받게 되며, 추천받은
고객의 첫 번째 클럽메드 여행 예약에 66,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클럽메드 본사 또는
여행사를 통한 예약 진행시, “친구 추천으로 인한 66,000원의 할인 바우처가 있다”고 알려 주시면
됩니다.

3. 추천받은 고객은 예약 진행시, 본인을 추천한 고객의 클럽메드 회원 번호 (숫자 7자리)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천한 고객은 132,000원의 할인 바우처를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4. 추천받은 고객이 친구추천 할인혜택을 받고 예약한 후, 클럽메드 리조트에 체크인하기 8일 전부터,
추천한 고객은 132,000원의 할인 혜택을 활용하여 클럽메드 휴가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5. 추천받은 고객이 클럽메드 휴가를 마치고 체크아웃한지 3일이 지나면, 추천한 사람은 2,500 점의
Great Members 프로그램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6. 자세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은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