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한 하이원포인트 사용이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H I G H 1 P O I N T

 모바일 결제하면 이런 점이 좋아요!

하나
모바일(스마트폰 앱) 간편 결제

 지갑 NO! 내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끝!

둘
내 소중한 하이원포인트 간편 조회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간편하게 확인 가능!

셋
앱 Push 기능을 통한 인증번호 수신

 번거로운 인증번호 문자 이제 그만!

넷
가맹점 월 한도 마감 여부 확인

 힘겨운 발걸음 이제 그만!

다섯
주변 가맹점 정보 제공

 내 주변 가맹점 한 눈에 쉽게 확인!

 하이원리조트 대표번호 : 1588-7789(24시간)

 강원랜드 지역협력팀 : 033-590-5810
※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문의사항 안내

하이원포인트

모바일 결제서비스

변 경 안 내



하이원포인트 모바일 결제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하이원포인트 모바일 결제방법하이원포인트 앱 설치방법
H I G H 1 P O I N T

하이원리조트 앱 미가입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반드시 하이원리조트 앱 회원가입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App Store 또는 Play Store에서
하이원리조트 검색 후 앱 설치

1 최초 이용고객
: 하이원리조트 회원가입 후 사용 

기존 이용고객 
: 앱 로그인 후 사용

2

하이원리조트 앱 로그인 후
high1 포인트 선택3

정보입력 후 들어가기 선택

※  사용중인 전화번호와 리조트 

회원 등록 전화번호가 다를 경우  

카지노 안내데스크 방문 후  

재등록 바랍니다.

4

결제용
인증번호 요청4

가맹점
QR 코드 인식3

결제 내역 확인6
결제용 인증번호 가맹점 전달
정상거래 전표출력5

하이원리조트 앱 실행
high1 포인트 선택1

QR 코드
이미지 선택2

유의사항  

  모바일 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하이원리조트 앱을 설치  

하여야 하며, 모바일 결제가 지원되지 않는 2G폰 사용고객의 경우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이원포인트 지역가맹점, 하이원리조트 내 일부 영업장에서 

하이원포인트 결제 시 하이원리조트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이원포인트 모바일 결제서비스 이용 시 하이원포인트 가용액 

및 사용내역, 가맹점 한도마감 여부, 주변 가맹점 정보(위치, 주소, 

전화번호) 조회 등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하이원포인트 모바일 결제서비스

카드 결제  VS   모바일 결제

구분 카드 결제 모바일 결제

포인트 가용액
카지노 방문

또는 ARS전화
조회 가능

포인트 사용내역 영수증 확인 조회 가능

가맹점 한도 마감 조회 불가 조회 가능

주변 가맹점 정보 조회 불가 조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