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트리호텔 명동1호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숙기간 동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객실 내 전화기 1번을 눌러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기본사항
나인트리 멤버쉽
나인트리 통합 멤버쉽 포인트 제도를

NINE TREE A to Z

금연

키 홀더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주변의

호텔 전역은 금연구역입니다.

식당, 관광명소, 카페 등 다양한 정보를

객실내 흡연 시 1박 요금에 대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 비용이 청구됩니다.

외부음식 안내

음식물 쓰레기 정리

라운지 9

외부음식 취식으로 인하여

객실 내 외부음식 취식 후 발생한

침구류, 가구, 카펫 오염 발생 시

음식물 쓰레기는 테이블 위 한쪽으로

특수 클리닝 비용이 청구 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인세탁

9종류의 베개

시행중이며 가입 시 다양한 혜택
이용이 가능합니다.
(1박 이상 투숙 시 적립 가능)

11층 라운지에는 커피머신, 전자레인지, 제
빙기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
하시길 바랍니다. 24시간 개방 중이며 외부
음식 반입 또는 주류이용은 제한됩니다.

객실 전화 사용

24시간 이용 가능한

고객님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하여

코인세탁기가 11층에 있습니다.

9개 다른 종류의 베개를 구비하고 있사오

1. 객실 대 객실

세제 : \1,000원

니, 데스크 서랍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세탁기 / 건조기 : 각 \3,000원

주시길 바랍니다.

2. 외부전화 : 9 + 전화번호 (유료)

보안

와이파이

냉방

객실층에 진입하시려면 객실키를 엘리베이
터 내 녹색 센서에 스캔해야 작동됩니다.
현관문은 심야에 (01:00~05:00) 잠겨있사오
니, 키를 소지하고 외출하여 주십시오.

와이파이 사용은 무료이며 별도의

5층에서 9층까지 : 80 + 객실번호
10층에서 16층까지 : 8 + 객실번호

비밀번호가 없으니, [Ninetree+숫자]

중앙 냉난방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네트워크 중 신호가 가장 강한 것으로

냉방만 가동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용해 주세요.

객실정비 / DND
재실정비는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 고객님 외출 시 임의로 진행됩니다. 재실정비 또는 객실관리직원의 출입을
원치 않으신 고객께서는 객실문 옆 벽면에 위치한 단말기의 빨간색 DND버튼을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 특정시간 또는 빠른 재실정비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언제든 프런트로 문의 바랍니다.

2. 기타 서비스
OTT 서비스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대여료는 1일 5,000원이 부가되오니
프런트로 문의 바랍니다.

세탁
세탁물 접수는 매일 오전 9시까지 프런트
에서 가능하며, 완료된 세탁물은 당일 저
녁 중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데스크 서
랍 안의 가격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포켓와이파이 대여

객실키카드

프런트에 문의하시면 단말기를 사용할 수

퇴실시 반드시 객실키를 프런트로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반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1일 사용료 : \5,500원 (00:00~24:00)

분실 시 1개당 \5,000원이 과금됩니다.

택배

티머니 충전 서비스

택배발송은 프런트데스크에서 도와드립
니다. 다만 착불서비스로만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티머니카드 잔액 확인 및 충전은 프런트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Thank you for staying with NINE TREE HOTEL MYEONGDONG.
During your stay if you need any help please feel free to contact Front Desk by dialing No. 1.
Thank you.

1. Key Information for your stay
NINE TREE Membership

NINE TREE A to Z

Join Ninetree membership and enjoy

By scanning the QR code of the key

various benefits through our

holder, you can check various

membership point.

information for restaurants, tourist

(save 1 point per night)

attractions, and cafes nearby.

Outside food

Disposal of food waste

Stain of the linen, funitures or carpet

After eating outside food in the room,

caused by outside food will be charged

Please organize the Food waste on one

for extra special cleaning.

side of the table inside the room.

Coin Laundry

Nine Pillows

No Smoking
Smoking is allowed only at outside
area. If smoke in the room, extra
cleaning fee will be charged.

Lounge 9
Open 24hours on 11F
coffee machine, microwave,
water purifier with ice.
Outside food is not allowed.

Inter-room Telephone calls
1. Room to Room

Oepn 24hours on 11F

For your comfortable sleep,

Detergent : \1,000
Laundry / Dryer : \3,000(each)

Security

5th~9th floor : 80 + RM#

choose a pillow out of nine types.

10th~16th floor : 8 + RM#
2. Outside : 9 + Phone# (charge)

Wi-Fi / Electric Power

Air-Conditioner

Please hold up Key Card to the sensor.

ID nine tree / No Password

Please kindly understand that we are

Elevator(all day)

110V / 220V available on the desk.

running air-conditioner ONLY at the

Main entrance(01:00~05:00)

Borrow adapter at Front Desk.

moment.

Make up / DND
Room cleaning is done in anytime between 9:00 to 16:00.
For guests who do not wish for room cleaning service, please press DND button by the key card wall slot.
Please contact frondesk if you wish for room cleaning service immediately or in specific time.

2. Service for your convenient stay
OTT Streaming Service
Xiaomi MI TV stick
Rental fee : \5,000 per night

Laundry Service

Pocket Wi-Fi Rental

Lost Card

Please contact Front Desk

Please return the room key card to

to activate Wi-Fi Egg.

front desk after checking out.

Daily Fee : \5,500(00:00~24:00)

Each missing card costs \5,000

EMS / Postcard

T-Money Card

Reuqest before 09:00
Receive the same day after 18:00
Check Laundry Service Form in room.

Please contact Front Desk.

Transportation card
balance check and recharge

感谢您入住九树酒店明洞。
在您入住期间，如果有其它疑问或需要任何帮助，请拨1号键联系前台。
十分感谢。
1. 酒店主要信息：
NINE TREE A TO Z

九树酒店綜合会员
诚邀您加入九树酒店会员,

非吸烟酒店

通过扫描房卡袋后面的二维码，

能享受更多的会员优惠,

可以看到附近的餐厅、旅游景点、咖啡厅

尽享专属礼遇

等各种信息。

(1晚投宿 = 1分点数)

外卖饮食

食物垃圾的处理

任何因食物造成的房间内设备损坏，床单

在房间里吃完的外卖后，

地毯污染等，需支付额外洗涤费用。

请把食物垃圾整理在房间里的桌子上。

自助洗衣

Wi-Fi / 电源

24小时开放（位于11楼）

Wi-Fi ID: nine tree; 不需要密码。

洗涤剂 : 1,000韩币

桌子旁边有110V及220V电源接口，如另

洗衣机 / 烘干机 : 各 3,000韩币

需租借转换插头，请联系前台。

保险箱

9种枕头

请将贵重物品放在保险箱里。

客人可以从9种枕头中挑选适合自己的，

酒店对放在房间里的贵重物品不负责。

帮助您实现优质睡眠。

酒店整体为非吸烟空间。
如果您在房间里吸烟, 需支付额外罚金。

Lounge 9
24小时开放的”Lounge 9“(位于11楼)
为客人提供咖啡机,微波炉,净水机及冰块.
(禁止携带食物入内）

电话使用方法
1. 房间之间拨打电话：
5～9层 : 80 + 房间号
10～16层 : 8 + 房间号
2.拨打外部电话 : 9+电话号码（收费）

中央空调系統
由于酒店使用中央空调系统的原因,
在夏季期间只能提供冷气,
敬请见谅!

Make up / DND
每天早上9点到下午4点, 在客人外出后, 客房人员会进房间打扫。
如果不需要打扫房间或者是不希望被打扰时.请按下房间门口的"DO NOT DISTURB"
如有特定清扫时间或者其他需求, 请直接联系前台职员。

2. 其他服务
OTT业务

租赁Wi-Fi分享器

房卡归还

小米电视棒 TV Stick

如需使用Wi-Fi分享器，请联系前台。

退房时请记得要把房卡归还前台

１天使用费：\5,000韩币

1天使用费 : \5,500韩币(00:00~24:00)

房卡遗失时,需支付每张\5,000房卡费用

酒店洗衣服务

EMS 国际快递/明信片

T-Money 交通卡

于早上9点以前申请酒店洗衣服务的客人
可以在当天下午6点以后收取。详情请查
询房间内的洗衣价目表。

请联系前台

可以查询交通卡余额并进行充值。

ナインツリーホテル明洞にご宿泊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ご宿泊中、何かご用の際にはいつでも１番（フロント）にお電話かけて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1. ホテルの基本情報
NINE TREE Membership

NINE TREE A to Z

統合メンバーシップポイント制度を実施

携帯電話でカードキーケースのQRコード

しており、登録の際に様々な特典をご利

を読み取ると、専用ホームページに移動

ホテル館内は全て禁煙でございます。

用いただけます。

し、ホテル周辺の様々な情報を得られま

客室内で喫煙が発覚した場合、清掃費用

(1泊以上宿泊した場合、積立可能)

す。

を請求いたします。

飲食物持ち込み案内

ゴミの整理

ホテル館外の持ち込み飲食物による寝具
類、客室設備、カーペットの汚れが発生
した場合、特殊清掃費用を請求いたしま
す。

コインランドリー

客室で食べ物を召し上がって発生した生
ゴミは、テーブルの上に片づけてくださ
い。

まくらサービス

24時間オープン、 11階

お客様の熟眠のために９種類の枕が用意

洗剤 : 1,000ウォン

されでおります。

洗濯機 / 乾燥機 : 各3,000ウォン

お好みの枕が選べます。

禁煙

ラウンジ 9
24時間オープン、 11階
コーヒーマシン, 電子レンジ,
ウォーターサーバー、製氷機
飲食物の持込禁止

インタールーム電話
1. お部屋から他の部屋に
5階~9階 : 80 + 部屋番号
10階~16階 : 8 + 部屋番号
2. 外線: 9 + 電話番号 (有料)

セキュリティ

WIFI / 電気

カードキーをセンサーに当ててからご利

D: nine tree / 暗証番号無し

エアコン

用ください。

110V / 220Vはライティングデスクで使

現在、エアコンのみの稼働となりますの

エレベーター(全日)

えます

で、ご了承ください。

玄関(01:00~05:00)

アダプターレンタル : フロント

Make up / DND
在室中の整備は毎日午前9時から午後4時の間、お客様の外出の際には任意で行われます。出入りを希望されないお客様は、客室ド
アの横の壁にある端末機の赤いDNDボタンを押してください。 他に特定の時間または早い再整備をご希望の場合は、いつでもフ
ロント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2. 便利な宿泊のための有料サービス
OTTサービス
Xiaomi MI TVスティック
レンタル料金 : 1泊5,000ウォン

ランドリーサービス

ポケットWIFIレンタル

カードキー

ポケットWIFIが必要な方はフロントまで

チェックアウトの際、カードキーをフロ

ご連絡ください。

ントにお返しください。

１日 : 5,500ウォン(00:00~24:00)

紛失料 : 5,000ウォン

EMS / ポストカード

T-マネーカード

午前９時以前 申し込めば
同じ日の午後６時以後お返し
ランドリーサービスの申込書は客室内に
用意されております。

フロント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T-マネーカード（交通系ICカード）の残
高照会とチャー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