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서머 하우스 이용 안내
위치 및 운영시간


위치: 안다즈 서울 강남, 지하 2층



락커 및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 오전 6시 – 오후 10시



스파 트리트먼트: 오전 10시 – 오후 10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 안내
o

안다즈 서울 강남의 모든 시설은 피트니스 클럽 회원과 투숙객 전용 시설로 외부 손님은 초대 및
입장이 불가합니다.

o

투숙객의 경우 객실 예약 시 등록된 인원수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며, 체크아웃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o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이용을 위해 적정 인원 초과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o

더 서머 하우스의 모든 지역은 금연 구역입니다.

o

모든 시설 내 무분별한 사진 또는 영상 촬영은 제한되며, 휴대전화 통화 및 기타 오디오 사용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o

음주 후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락커 및 사우나:
16 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하며, 1 일 사용료는 44,000 원입니다.

피트니스 센터:
o

16 세 이상의 고객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o

피트니스 스튜디오 내 필라테스 기구는 강습 시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o

운동복과 운동화를 착용하여주시기 바라며, 안전상의 문제로 운동화 미착용 시에는 기구 및 소도구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의복이 젖은 상태로 피트니스 입장이 불가합니다.

o

알코올 음료, 유리병 혹은 뚜껑이 없는 용기의 음료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o

피트니스 내에 별도의 물품 보관함 및 탈의 시설이 없으므로 객실에서 환복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o

운동용품은 클럽 리셉션 데스크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운동복 상/하의 (사이즈:S, M, L, XL, XXL)

상의:5,000원, 하의:5,000원

운동화 (사이즈:230~290), 양말

10,000원

*대여 용품의 대여 시간은 최대 6시간입니다. 안다즈 서울 강남 내의 실내 피트니스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외
부로 반출이 불가합니다.

수영장: 수영장, 자쿠지, 사우나
o

16 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 노약자의 경우 반드시 성인 보호자 동반 하에 이용 가능합니다.

o

수영장 반입 불가 물품 : 보행기용 튜브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튜브 및 물놀이 용품, 장난감
(구명조끼, 암 튜브는 착용 가능)
물을 제외한 식음료, 금속, 플라스틱, 유리 제품 등 날카롭거나 깨질 수 있는 물건

o

수영장 안전관리를 위해 매 시 50 분부터 10 분 동안은 휴식 시간 입니다.

o

수영장 내에 별도의 물품 보관함이 없으므로 귀중품은 객실에 보관 부탁드립니다.

o

메인 풀 이용 시 화장을 지워주시고, 수모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캡모자 불가)

o

메인 풀과 자쿠지 이용은 수영복, 래시가드 착용 시에만 이용 가능하며, 면 소재 의류 및 아쿠아 슈즈
착용이 불가합니다. (단, 7 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쿠아 슈즈 허용)

o

36 개월 미만 유아는 방수 기저귀 착용 후 이용 가능합니다.

o

수영장 내 샤워 시설에서는 샴푸 및 비누 사용이 불가합니다.

o

수영장 내 선베드는 선착순으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많은 기간에는 한 객실당 한 개의 선베드가
제공됩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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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나 (사용가능 인원 : 어린이 포함 최대 6 인)
대여 시간

대여료

제공 사항

2시간

66,000원

얼음, 생수, 계절 음료

대여 시간 초과시

22,000원

- 취소 가능 규정은 24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스파 트리트먼트:
o

16 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임산부 혹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되오니 관리 전
관리사에게 미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스파 트리트먼트를 받으시는 고객은 관리 시간을 제외하고 1 시간 사우나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시간 동안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용 시간 초과 주차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편안한 휴식과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안다즈는 고객님의 시설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사용을 위해 적정 인원 초과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고객의 안락한 휴식을
위해 시설 내 휴대 전화 통화 및 기타 전자 기기 오디오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