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명동2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객님의 즐겁고 편안한 투숙을 위해 아래의 호텔 이용
안내, 편의 시설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사항
체크인 15:00(15:00 이전에는 추가 요금 발생)
체크아웃 12:00(12:00 이후에는 추가 요금 발생) 퇴실 시간 연장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프런트로 연락 바랍니다.

2층 La Matinee 레스토랑

18층 라운지9

18층 루프탑 가든

연중무휴
조식(07:00~10:00) Last Order 09:30
중식(12:00~14:30) Last Order 14:00

연중무휴
운영시간 : 07:00~16:00
비대면 유료 커피머신으로 운영됩니다

운영일 : 화요일~토요일(일/월 휴무)
운영시간 : 17:00~23:00
맥주, 핑거 푸드 등의 주류 판매

18층 피트니스룸

금연

흡연구역

운영시간 : 07:00~22:00
간단한 운동 기구가 준비되어 있으며 개인
운동복과 운동화 지참 부탁드립니다.

호텔 전역은 금연구역입니다
객실에서 흡연 시 추가 청소 비용이 청구될
수 있사오니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층 Private Garden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풍시 폐쇄)

NINE TREE A to Z

체크아웃

Refresh Zone

키 홀더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주변의
식당, 관광 명소, 카페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실시 키오스크 이용 또는 프런트로
객실키를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1개당 ￦5,000원이 과금됩니다

위치 : 각 층 10호/20호 맞은편
전자레인지, 얼음정수기, 스팀 다리미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객실 내 생수는
1일, 인당 1병씩 무료 제공됩니다 .

객실 전화 사용

코인 세탁

휴대폰 충전기

객실 to 객실 : 8 + 객실번호(무료)
외부전화 : 9 + 객실번호(유료)

24시간 이용 가능한 코인 세탁기가
지하 3층에 있습니다.
세제 : ￦1,000원
세탁기/건조기 : 각 ￦3,000원

프런트에 휴대전화를 맡기시면 충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기, 충전기 선, 보조배터리 대여불가)

WIFI

9종류의 베개

주차

ID : Nine_Tree_Premier_Hotel
PW : lounge99

고객님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하여
9개 다른 종류의 베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재고 상황에 따라 가능하며, 프런트로 문의)

투숙객 무료 주차 불가
주차 요금 : 최초 30분 3,000원 이후 10
분에 1,000원, 24시 기준 최대 30,000원
(주차 요금 결제는 무인 정산기 이용)

기타 유료 서비스 및 객실 이용시 주의 사항
세탁

음식물 관련 주의

와인잔 및 오프너 대여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세탁물은 당일
저녁중으로 완료되며, 오전 9시 이후 접수된
세탁물은 익일 저녁까지 완료됩니다.
옷장 금고 위 가격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음식물/와인 취식시 오염되는 린넨류, 소파,
카펫에 대해서는 클리닝 비용이 청구됩니다.

와인잔 및 오프너 대여를 원하시는 경우
프런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너는
체크아웃 시 프런트로 반납 바랍니다.
(와인잔 파손시 개당 10,000원 청구됩니다)

파티용품 및 풍선 부착 금지
객실 내 파티 용품 및 풍선 부착으로 인한 객실 손상(유리창, 벽 스티커 자국 포함) 발생시 객실 복원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투숙 중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프런트 데스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저희 호텔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겁고 편안한 투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 객실 내 전화기 상단의 Reception 단축키
예약 문의 : 02-6967-0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