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서머 하우스 이용 안내

위치 및 운영시간
• 위치: 안다즈 서울 강남, 지하2층
• 피트니스 센터
회원: 오전 6시 – 오후 10시,투숙객: 24시간
• 수영장: 오전 6시 – 오후 10시
• 락커 및 사우나: 오전 6시 – 오후 10시
• 스파 트리트먼트: 오전 10시 – 오후 10시

시설 이용 안내
안다즈 서울 강남의 모든 시설은 피트니스 클럽회원과 투숙객 전용 시설입니다

피트니스 센터
-	16세 이상의 고객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피트니스 내에 별도의 물품 보관함 및 탈의시설이 없으
므로 객실에서 환복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운동용품은 클럽 리셉션 데스크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용품의 수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선
착순으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대여를
원하시는 경우 운영시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운동복 상/하의 (사이즈:S, M, L, XL, XXL)

상의:5,000원, 하의:5,000원

운동화 (사이즈:230~290), 양

10,000원

*대
 여용품의 대여시간은 최대 6시간 입니다. 안다즈 서울 강남내의 실내 피트니스 및 수영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외부로 반출이
불가합니다.

수영장 : 수영장, 자쿠지, 사우나
-	16세 미만의 어린이및 청소년의 경우 성인 보호자 동반 시 이용 가능합니다. 수영장 내에 별도의
물품 보관함 및 탈의시설이 없으므로 객실에서 환복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이용시 반드
시 수모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영장 내에 구명 조끼와 암튜브를 제외한 물놀이 기구의 반입
이 불가합니다. 음식은 반입이 불가하며, 클럽에서 제공하는 음료를 제외한 음료는 반입이 불가합
니다. 36개월 미만 유아는 방수 기저귀 착용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일부 카바나는 유료로 운영되며, 그 외 선베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카바나 이용을 원하실
경우 클럽 데스크에서 사전 예약을 반드시 진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대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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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나
대여시간

대여료

2시간

60,000원

대여시간 초과시

20,000원

제공 사항
생수, 얼음, 계절 음료

*세
 금 10%는 별도 부과됩니다.

-	객실예약시 등록된 인원 수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며, 등록된 투숙객 이외의 외부손님은 초대및 입
장이 불가합니다.
- 투숙예정일 3일전 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 예약취소는 하루 전까지 취소 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

락커 및 사우나 : 16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락커및 사우나 시설 이용시 비용이 발생하며 1회
사용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료: 40,000원 (1인, 세금 별도)

스파 트리트먼트 :
-	16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임산부 혹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경우 이용이 제한되오니 관리
전 관리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파 트리트먼트를 받으시는 고객에 한해 관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사우나 무료 이용이 가능하
며, 이용시간 동안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 이용시간 초과 주차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 편안한 휴식과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안다즈는 고객님의 시설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전
하고 위생적인 시설 사용을 위해 적정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고객의
안락한 휴식을 위해 시설 내 휴대 전화 통화 및 기타 전자 기기 오디오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