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고객님께,
저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 고객님을 모시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저희 라운지는 22 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보다 편안한 투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운영시간

06:30 – 23:30



조식 뷔페

06:30 – 10:00

**추후 공지 시까지 조식은 2 층 모모카페에서 제공됩니다.


해피아워 / 주류 서비스

17:30 – 19:30

차와 커피의 반출을 위하여 1 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외의 음식 및 음료는 라운지 내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외부 음식 및 음료는 반입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4 세 미만의 고객>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는 투숙객 전용 비지니스 공간으로 14 세 미만의 고객은 주류 시간 동안 출입이 제한됩니다.
주류 서비스 시간을 제외하고 조식 및 22 층 라운지 어린이 이용 금액은 25,000 원 (10% 세금 별도) 입니다.
<동반 고객과 라운지 이용시>
평일에 한하여 (금, 토, 일 및 공휴일 제외) 외부 고객 최대 1 인까지 유료 45,000 원 (10% 세금 별도) 입장을 도와드립니다.
추가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저희 22 층 라운지에 사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혜택사항


라운지의 컴퓨터 및 무료 인터넷 서비스 제공



무료 프린트, 복사, 스캔 서비스



라운지 내 회의실 2 시간 무료 이용 가능(사전 예약 요망, 해피아워 & 주류 서비스 시간 제외)
: 고객님께서 라운지 이용 혜택이 포함되지 않은 외부고객과 회의실 사용시 커피 및 비주류 음료 서비스는 1 인
15,000 원 (10% 세금별도)이 별도 부과됩니다

저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투숙이 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나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라운지 또는 At Your Service(내선 0 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 유리
프론트 오피스 과장

Welcome to Courtyard Seoul Namdaemun! We are delighted to have you staying with us.
For our Executive Lounge guest, you are entitled to enjoy personalized services as below to make your
stay highly memorable and comfortable.





Opening Hours
06:30 – 23:30
Breakfast
06:30 – 10:00
nd
** Breakfast is served at MoMo Café on the 2 floor until further notice.
Happy Hour / Alcoholic Beverage Service
17:30 – 19:30
* Outside food and drinks are not allowed to bring in the Lounge

< Enjoy with accompany >
If you invite a guest, there is an extra charge of KRW 45,000 (excl 10% tax) per guest during weekdays
except Friday, Saturday and Public holidays as we have limited seat available.
Please kindly enquire at the Executive lounge if you would like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 Guest under 14 years old >
Child under the age of 14 is not permitted to access our Executive Lounge during beverage service.
We have special discounted price of KRW 25,000 (excl 10% tax) to have executive lounge access (except
beverage hours) and breakfast in the 22F lounge.
Special Benefit




Workstations with full internet access
Printing, photocopy, and scanning service
Complimentary two-hour executive lounge meeting room usage per day
(Excluding during Happy Hour and Beverage Service)
: Subject to availability / 15,000 KRW (exclusive 10% tax) per person for extra guests will be chargeable
for coffee and soft drinks while utilizing the meeting room

Please enjoy your stay with us and please let me know if the team and I can be any further assistance for
you.
Sincerely,

Erin Yulee Kim
Front Office Manager

Courtyard Seoul Namdaemun | 9 Namdaemun-ro, Jung-gu, Seoul 04526 South Korea | +82 2-2211-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