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URMET CITY
ROOM PACKAGE
2018. 9. 3 - 2019. 3. 31

서울드래곤시티가 다채로운 맛의 향연을 경험할 수 있는 고메 주간 혜택을 선보입니다.

다양한 레스토랑 & 바에서 매주 달라지는 식음 혜택과 함께 더욱 특별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GRAND MERCURE KRW 243,000 부터
NOVOTEL SUITES KRW 206,000 부터
NOVOTEL KRW 173,000 부터

IBIS STYLES

· 객실 1박

KRW

130,000

부터

· 객실 1박

· 30,000원 식음 바우처 1매

· 20,000원 식음 바우처 1매

· 주간별 고메 스페셜 혜택 제공

· 주간별 고메 스페셜 혜택 제공

· 호텔별 피트니스 이용 혜택 (호텔/객실 타입별 혜택 상이)

· Gym, 사우나 이용 혜택

BENEFIT DETAILS
FOOD & BEVERAGE VOUCHER
서울드래곤시티 내 모든 레스토랑 & 바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2, 3만원 권 식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이용가능 업장
Food Exchange, In Style, A La Maison, Mega Bites, King’s Vacation, The Ribbon, Spy Bar, Sky Beach
Grand Mercure / Novotel Suites / Novotel - 3만원 권 바우처 제공
Ibis Styles - 2만원 권 바우처 제공

WEEK OF GOURMET CITY
고메 주간에 해당하는 서울드래곤시티 레스토랑 & 바에
고메 시티 티켓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풍성한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MONTH

기간

업장

9월

2018. 9. 17 - 9. 30

SKY BEACH

2018. 10. 1 - 10. 14

SPY

2018. 10. 15 - 10. 28

MEGA BITES

2018. 10. 29 - 11. 11

KING'S VACATION

푸드 메뉴 이용 시, Welcome drink 제공

2018. 11. 12 - 11. 25

FOOD EXCHANGE

뷔페 이용 시, Asahi 맥주 1+1 / 15,000원

2018. 11. 26 - 12. 9

A LA MAISON

디너 이용 시, Valrhona 초콜릿 4구 제공

2019. 1. 1 - 1. 14

THE RIBBON

푸드 메뉴 이용 시, Coffee or tea 제공 (인당 1잔)

2019. 1. 15 - 1. 28

KING'S VACATION

2019. 1. 29 - 2. 11

A LA MAISON

디너 이용 시, 칭따오 생맥주 1+1 제공 / 13,000원

2019. 2. 12 - 2. 25

THE RIBBON

푸드 메뉴 이용 시, 마카롱 제공 (인당 2구)

2019. 2. 26 - 3. 11

IN STYLE

뷔페 이용 시, Stella 맥주 1+1 / 12,000원

2019. 3. 12 - 3. 31

SPY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업장별 혜택

유료 입장 시, Truffle French Fries 제공
바 이용 시, Classic Cocktail 1+1 / 20,000원
바 이용 시, Asahi 맥주 1+1 / 15,000원
(Wine, Draft Beer, Soft drink, Juice) (인당 1잔)

푸드 메뉴 이용 시, Welcome drink 제공
(Wine, Draft Beer, Soft drink, Juice) (인당 1잔)

바 이용 시, 지정 싱글 몰트 위스키 1잔(30ml) 제공

· 고메 시티 패키지 이용 고객 대상으로 체크인 시 고메 시티 티켓이 제공됩니다. (9. 3 - 9. 16 / 12. 10 - 12. 31 제외)
· 고메 시티 티켓은 투숙 기간 동안 고메 주간에 해당하는 식음 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2, 3만원권 식음 바우처와 고메 시티 티켓은 동시 혹은 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이용안내

· 모든 체련장(Gym)과 사우나는 만 16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실내 수영장은 만 13세 미만 고객일 경우 성인 보호자의 동행 하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실내 수영장의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동시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그랜드 머큐어 피트니스 센터의 휴관일은 매달 네번째 화요일입니다.
· 노보텔 피트니스 센터의 휴관일은 매달 세번째 화요일입니다.
패키지 이용안내

· 오후 3시 체크인, 오후 12시 체크아웃입니다.

· 상기 패키지 요금에 10%의 세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은 성인 2인 1실 기준으로, 인원 추가 및 엑스트라 베드 이용 시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 체크인 시, 프론트 데스크에서 2, 3만원 권 식음 바우처(호텔 별 상이) 및 고메 시티 티켓이 제공됩니다.

· 2, 3만원 권 식음 바우처 및 고메 시티 티켓은 다른 프로모션 및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T. +82 2 2223 7000 | Welcome@SeoulDragonCity.com | SeoulDragonCit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