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객실요금 Room Reservation

6/8(수) 수량 6/9(목) 수량 6/10(금) 수량 6/11(토) 수량

DOUBLE(2pax) ₩90,000 ₩90,000 ₩119,000 ₩159,000

TWIN(2pax) ₩90,000 ₩90,000 ₩119,000 ₩159,000

TRIPLE(3pax) ₩100,000 ₩100,000 ₩129,000 ₩169,000

Suite(2pax) ₩190,000 ₩190,000 ₩219,000 ₩259,000

DOUBLE(2pax) ₩110,000 ₩110,000 ₩139,000 ₩179,000

TWIN(2pax) ₩110,000 ₩110,000 ₩139,000 ₩179,000

TRIPLE(3pax) ₩138,000 ₩138,000 ₩167,000 ₩207,000

Suite(2pax) ₩210,000 ₩210,000 ₩239,000 ₩279,000

도착일자 Arrival (Check in  15:00) : 출발일자 Departure (Check out 11:00) :

2.식음료 (Food & Beverage)

2022-06-10 2022-06-11 2022-06-12

조식(뷔페) ₩18,000

카드번호

Card Number   :
/

카드소유주명

Card Hoder :

* 요청사항 Request

* 결제 예정 항목

휴대폰번호 : 

E-Mail 주소 : 

FAX 번호 : 

담당 직원명 : 

Conf No. : 

    예약 확인서 전송 : 

비고 : 

* 사우나는 투숙객 할인요금 6,000원에 가능합니다. * 추가침구류 : 20,000원, 엑스트라베드 : 36,300원 이 추가됩니다

* 학회 예약은 유선 예약이 불가능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객실 예약 신청서를 작성 하신 후 팩스(054-740-8349)나 이메일(reserve@commodore.co.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신청서에 나온 객실요금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식 포함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단체예약 객실 취소는 D-15일까지 무료취소, D-7일까지 20%, D-5일까지 40%, D-3일까지 100% 취소수수료 발생합니다.

* 투숙하고자 하시는 날짜에 체크해주시고, 조식뷔페 이용시 이용하고자 하시는 날짜와 인원을 체크 해주십시오. "*" 부분은 필수기입 항목입니다.

Mr. / Ms

객실타입 Type

* 의뢰자 성함

(Guest Name)
* 휴대폰번호 (H/P)

총 박수

* 개별예약 객실 취소는 체크인 날짜 72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이후에 취소요청이나 투숙하지 않았을 경우에 1박 요금이 오픈된 카드로 부과됩니다.

* 신용카드 정보 Reservation Guarantee (신용카드 정보를 기입해 주셔야 예약이 확정이 됩니다)

* 오픈해 주신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체크인 혹은 체크아웃시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예약 확인서 전송 방법(객실 예약이 확정되었을 경우 Confirmation Letter 받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호텔 직원 작성란 * 코모도호텔 경주 연락처

*Tel :054)740-8262/8263

*FAX :054)740-8349

*E-mail :reserve@commodore.co.kr

COMMODORE HOTEL GYEONGJU 코모도호텔 경주

"로컬브랜드페어" 예약 신청서 (예약마감 : 2022.6.8)

* 투숙자 성함

(Guest Name)

회사/ 단체명

(Company / Organization)

* 휴대폰번호 (H/P)

회사전화 (Work Phone)

회사/ 단체명

(Company / Organization)
회사전화 (Work Phone)

유효기간

Expiration Date   :

객실료 및 신청수량 Room Rate & No. of Room 비 고

Remark

조식 불포함

Breakfast

NOT

included

조식 포함

Breakfast

included

타입 Type 요금 Rate
날짜 Date 비 고

Remark

Breakfast Buffet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외환카드 BC카드 현대카드

전체비용 (객실료, 미니바, 부대시설 이용요금등 모든결제)

객실 요금(객실료 외 미니바, 부대시설 이용요금은 투숙객 본인 결제)

핸드폰 문자 전송

E-Mail

FAX

Others

상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