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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호텔앤드리조트㈜ 

㈜영천레포츠 엑스포스카이플라이

(재)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대명레저산업 엠블호텔 여수

히든베이호텔

일상해양산업㈜ 디오션리조트 

전남관광㈜ 경도콘도 및오동재 
숙박

관광

(재)GS칼텍스재단 예울마루
공연

남해안크루즈㈜ 미남크루즈

여객

주유, 학원, 온라인 적립

마트, 백화점, 온라인 적립

· 마트, 백화점 월 최대 2만

여수사랑 하나멤버스 1Q카드

· 주유, 학원 월 최대 2만

· 온라인 쇼핑 월 최대 1만

· 통신/교통 월 최대 1만

· 해외사용액 월 최대 1만

커피빈, 스타벅스 4천원 할인

(월 1회)

· 온라인 쇼핑 월 최대 1만

· 통신/교통 월 최대 1만

· 해외사용액 월 최대 1만

커피빈, 스타벅스 4천원 할인

(월 1회)

프로모션



여수사랑 하나멤버스 1Q카드

프로모션

* 상기 프로모션은 제휴카드 실적과 무관하게 제공되며,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특화 서비스는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동반 1인 1,000원 할인

본인 및 동반 3인, 주중/주말 10% 할인, 1바이크(4인용) 기준

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 : 본인 및 동반 3인, 주중/주말 10% 할인

본인 및 동반2인, 주중/주말 10% 할인

카페스카이/카페갤러리 10% 할인

객실 : 슈페리어 주중 50% 할인(정상가 375,100원 기준)

사우나 : 1인 12,000원 (정상가 20,000원)

식음 : 이용금액의 5~30% 할인, 중복할인 불가

객실 : 디럭스 주중 40% 할인(정상가 341,000원 기준)

식음 : 전업장 이용금액의 10% 할인  * 중복할인 불가, 주류 제외

호텔 : 주중/주말 60% 할인  * 본인에 한함, 극성수기 요금 별도

콘도 : 주중 60%/주말50% 할인, 본인에 한함, 7~8월 제외

조식 : 조식뷔페 본인 및 동반 1인 20% 할인

사우나 : 사우나 입장료 본인 및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및 동반 3인 50% 할인

경도콘도(36평) : 주중 50%/주말 40%  할인(정상가 360,000원 기준)

오동재 일반형(11평) : 주중 50%/주말 20%  할인(정상가 270,000원 기준)

* 성수기 제외

기획공연 : 본인 10% 할인, 온라인 예매 제외

기획전시 : 본인 및 동반 1인 15% 할인

* 온라인 예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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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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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공연

여객

제휴업체 현장 할인 내용

¶기간 : 2015. 11. 17 ~ 별도 종료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www.hanacard.co.kr)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연체이자율(24.0~29.0%)은 정상이자율 및 연체일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KEB하나은행 여수지점

061-663-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