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청화로 509
TEL: 054 460 5000

수신 : STX리조트 제휴회원 귀하                          발신 : STX리조트(경북 문경)

제목 : 제휴회원을 위한 2023 시즌 리조트 특별 우대할인가격 안내

 2023 시즌 STX리조트 제휴회원 우대할인가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우대할인 대상자 : STX리조트 제휴회원(제휴 회원사 단체행사 등 포함)

 제휴회원 : 당사와 제휴 협약을 체결한 회사나 단체의 소속 임직원 및 가족

2. 특별 우대할인가격 적용 기간 :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9일까지

3. 특별 우대할인가격(제휴가격)

1) 비수기 이용요금 (개인, 단체)                                                  (단위 : 원, VAT포함)

룸타입 구분 정상가격 상품명
요일 별 제휴 회원 가격

일요일~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연휴

디럭스

(27.99 Type)
300,000

Room 

only
80,000 90,000 140,000 150,000

스위트

(43.55 Type)
460,000

Room 

only
140,000 155,000 190,000 200,000

로얄 스위트

(57.49 Type)
690,000

Room 

only
210,000 232,500 285,000 300,000

펜트 하우스

(247.72 Type)
2,300,000

Room 

only
700,000 775,000 950,000 1,000,000

2) 하계성수기 이용요금 (개인)                                                   (단위 : 원, VAT포함)

룸타입 구분 정상가격 상품명
준성수기 극성수기 성수기

7.21~07.27 7.28~08.06 08.07~08.19

디럭스

(27.99 Type)
300,000

Room 

only
189,000 209,000 199,000

스위트

(43.55 Type)
460,000

Room 

only
249,000 289,000 269,000

로얄 스위트

(57.49 Type)
690,000

Room 

only
363,000 423,000 393,000

펜트 하우스

(247.72 Type)
2,300,000

Room 

only
1,200,000 1,400,000 1,300,000

3) 제휴 요금의 변동 : 제휴 요금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적용기간 중에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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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휴회원 이용방법

1) 예약신청 : 평일(9시~18시) 예약실로 전화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신청 합니다.

2) 예약확정은 예약실에서 보내는 예약안내 문자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입실 가능 시간은 15:00시부터이며, 체크아웃 마감 시간은 오전 11:00시 입니다. 

레이트 체크아웃의 경우 별도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4)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일부 부대시설은 휴무입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연휴요금 적용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월 29일~30일, 5월 5일~6일, 6월 3일~4일, 9월 28일~30일, 

10월 1일~2일, 10월 7일~8일, 12월 23일~24일, 12월 30일~31일

6) 객실 기준 인원 수에 맞춘 침구가 기본 제공되며, 침구류와 수건 추가 시 별도 추가 요금이 발생됩니다.

* 객실 기준 인원 및 침구류 수건 초과시 추가 부과 요금

               (단위 : 원, 1실 1박 기준, VAT 포함)

구분 디럭스 스위트

기준 인원(침대 수량) 3명(침대 2개) 6명(침대 4개)

최대 인원 4명(유아 및 아동 포함) 6명(유아 및 아동 포함)

추가침구류1개 + 수건 2개 15,000원+1,000원 15,000원 + 1,000원

기본 제공 한실 요 세트 1세트 2세트

- 최대 인원 이상 투숙 불가 / 수건 추가 시 장당 500원

- 기준 인원 외 추가 인원 요금 부과 연령 : 36개월 이상부터 추가 인원으로 요금을 부과합니다. 

- 최대 인원 수는 연령 무관 투숙하는 모든 인원수에 적용됩니다.

7) 취소 및 환불 규정 : 소비자보호원 숙박업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비수기]

구분 취소 수수료 예외 사항

당일 취소 및 No-Show 객실요금의 50%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함

입실 1일전 취소 객실요금의 40%

입실 2일전 취소 객실요금의 30%

입실 3일전 취소 객실요금의 20%

[하계 성수기]

구분 취소 수수료 예외 사항

당일 취소 및 No-Show
객실요금의 80%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함

입실 1일전 취소

입실 2-3일전 취소 객실요금의 50%

입실 4-5일전 취소 객실요금의 30%

입실 6-7일전 취소 객실요금의 10%

8) 미 취사 원칙이며, 취사 도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15,000원을 추가 계산하고 미리 요청 바랍니다.

9) 사용한 취사 도구는 원래 상태로 깨끗하게 세척 후 정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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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설이용 추가 혜택 : 온천스파 및 부대시설( 야영장 〮당구장 〮 탁구장 〮 헬스장) 특별 할인 

* 온천 스파  평일 50% 할인,  / 주말, 연휴, 성수기 30% 할인

* 탁구장 헬스장 무료이용     * 비수기 야영장 주말 10%, 주중 20% 할인

11) 문경시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 STX리조트 객실 예약 문자 또는 영수증으로 할인혜택

* STX리조트와 할인 제휴된 에코랄라, 짚라인, 단산모노레일, 불정자연휴양림 등(홈페이지에 참조)

12) 토요일 연휴 성수기에 제휴 회원 예약 신청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한정 수량 소진 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13) 제휴 회원 예약 및 기타 사항

@ 예약 및 안내 문의는 아래 예약실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 전화(예약실 02-6053-4441~2) 

- 메일(stxresortrv@stx.co.kr)

@ 예약 시 필요한 정보 제공

소속기관(회사), 예약자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입실일자와 퇴실일자(0박/0일), 입실인원, 룸타입

@ 결제 방법 : 체크인 시 카드결제 합니다. 

@ 기타사항 : 제휴회원 예약권을 제 3자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2023년 연수시설 이용 요금                                          (단위: 원, VAT포함)

스파 구분 정상가격 제휴 할인 가격

온천스파(온천바데풀+온천노천탕)

평일 대인(50% 할인) 22,000원 11,000원

평일 소인(50% 할인) 17,000원 8,500원

토요일(연휴)대인(30% 할인) 22,000원 15,400원

토요일(연휴) 소인(30% 할인) 17,000원 11,900원

야외수영장+온천바데풀

+ 온천노천탕

하계성수기 대인(30% 할인) 33,000원 23,100원

하계성수기 소인(30% 할인) 28,000원 19,600원

mailto:stxresortrv@st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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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 상 가 이 용 가 비 고

그랜드볼룸 2,500,000 550,000 연수동 4층

파인홀 2,500,000 550,000 연수동 1층

대강의실 1,500,000 440,000 연수동 2층

중강의실 1,000,000 440,000 연수동 2층

소강의실1 700,000 330,000 연수동 1층

소강의실2 700,000 330,000 연수동 1층

소강의실3 700,000 330,000 연수동 2층

소강의실4 700,000 330,000 연수동 2층

세미나실1 400,000 165,000 연수동 2층

세미나실2 400,000 165,000 연수동 2층

세미나실3 400,000 165,000 연수동 2층

세미나실4 400,000 165,000 연수동 2층

세미나실5 400,000 165,000 연수동 2층

세미나실6 400,000 165,000 연수동 2층

세미나실7 400,000 165,000 연수동 2층

세미나실8 400,000 165,000 연수동 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