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기간: 2017년 8월 28일부터 2017년 9월 6일까지
체류 기간: 2017년 9월 1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용제한 기간: 10월 1~7일, 12월 23~25일, 12월 30~31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캠페인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






2017년 9월 11일 ~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해당되는 숙박 예약을 위해 2017년 8월
28일 ~ 2017년 9월 6일(“캠페인 기간”) 중 The Venetian Macao와 The Parisian Macao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사전 구매상품"을 예약한 고객.
*공식 웹사이트: venetianmacao.com과 parisianmacao.com
유효한 호텔 예약을 한 고객은 10MOP/HKD 가격에 해당하는 다음 혜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o 편도 코타이 클래스 페리 승선권 2장(마카오에서
홍콩행)
o Bambu 런치 뷔페 이용권 2장
o Le Buffet 런치 뷔페 이용권 2장
호텔 예약이 취소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 약관:
코타이 워터제트
1. 캠페인 기간에 “14일 사전 구매상품”을 예약한 고객은 마카오에서 홍콩으로 가는 시티
루트 코타이 클래스 편도 정상 요금 승선권 2장을 할인된 가격인 10MOP/HKD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승선권은 2017년 9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하는 페리
승선권입니다.
2. 마카오에서 홍콩으로 가는 편도 승선권을 1장만 구매하면 5MOP/HKD이
부과됩니다.
3. 고객은 승선권 구매시 호텔 패스포트를 코타이 워터 제트 승선권 매표소에 제시해야
합니다.
4. 고객은 호텔 패스포트를 지참하고 직접 페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호텔
패스포트에 명시된 사람과 동일한 고객이 페리 승선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5. 이용제한 날짜: 10월 1~7일, 12월 23~26일, 12월 30~31일. 잔여석 여부에 따라 페리
승선권 발권이 진행됩니다.
6. 고객은 호텔 예약 1건당 마카오에서 홍콩으로 가는 편도 승선권을 최대 2장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7. 코타이 워터 제트 도심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마카우 타이파 페리 터미널 출발 홍콩 마카우 페리 터미널행
o 마카우 타이파 페리 터미널 출발 홍콩 차이나 페리 터미널행
8. 마카오에서 홍콩까지 가는 페리 승선권의 출항 날짜는 확인된 호텔 패키지의
체크아웃 날짜와 동일해야 합니다.
9. 모든 페리 운항은 2017년 12월 31일 당일 또는 그 전에 끝나야 합니다.

10. 잔여석 여부에 따라 이 프로모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 티켓이 발행된 후 변경, 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12. 코타이 워터 제트는 도난이나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페리 승선권 재발행의
의무가 없습니다.
13. 이 프로모션은 다른 행사 및 할인 혜택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14. 코타이 워터 제트는 이용 약관을 수정하거나 공지 없이 행사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5. 이 캠페인은 여객 및 수화물 운송 약관을 따릅니다.
16. 코타이 워터 제트는 이 캠페인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집니다.
17. 이용 약관에 관하여 중국어와 영어 버전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 버전을
우선시합니다.

코타이 워터제트 승선권 매표소:
1. The Venetian Macao
코타이트래블(매장2442c)
2. The Parisian Macao
코타이트래블 (매장107)
다이닝
1. 캠페인 기간 중 “14일 사전 구매상품”을 예약한 고객은 할인된 가격인 10MOP/HKD로
런치 뷔페 이용권 2장을 같은 아울렛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런치 뷔페 이용권을 1장 구매하는 경우, 10MOP/HKD이 부과됩니다.
3. 고객은 레스토랑에 들어가 착석하기 전에 본인의 호텔 패스포트를 제시해야 합니다.
4. 참여 레스토랑은 다음과 같습니다:
o Bambu - The Venetian Macao
o Le Buffet - The Parisian Macao
5. 호텔 예약 1건당 이 행사를 1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이 행사는 예약한 호텔 투숙 기간 중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할인 혜택은 호텔 예약 1건당 두 명에게만 적용됩니다.
8. 혜택은 좌석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9. 이 행사는 다른 F&B 프로모션 행사 또는 할인 혜택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10. 베네시안 코타이 사(Venetian Cotai Limited)는 이용 약관을 수정하거나 공지 없이
행사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1. 베네시안 코타이 사는 이 캠페인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집니다.
12. 이용 약관에 관하여 중국어와 영어 버전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 버전을
우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