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케이펫페어 일산 

19th  October ~ 21st  NOVEMBER  2021 

 

 

 

H O T E L  R E S E R VAT I O N  FO R M  

SONO Calm GOYANG 

 호텔 예약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호텔 예약 부서에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요금이 적용되는 예약 신청 마감은 2021 년 11 월  15 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예약 신청 마감 후, 호텔 잔여 객실이 있을 경우 예약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예약 확인은 예약 신청서를 보내주신 후 48 시간 안에 이메일을 통해 회신 드립니다. 

 

 담당 지배인: 김현철 지배인 010-7380-5663 pooh225kk@naver.com 

H-1. GUEST INFORMATION(투숙객 정보) 

First Name(이름) 

 
Last Name(성) [□ Mr. / □ Ms.] 

 

Company / Organization / Institution(회사/조직/기관명) 

 
Country(국적) 

 

Phone(전화번호) 

 
E-mail(이메일) 

 
Special Request(요청 사항) 

 

H-2. ROOM RESERVATION REQUEST(객실 예약 요청) 

Check-in Date , 2021 Check-out Date , 2021 

Type Qty. Rate(KRW/night) Remark 

Room Only(Superior Double) (         ) 121,000 Room Only / Queen bed 1ea 

Room Only(Superior Twin) (         ) 121,000 Room Only / Super single beds 2ea 

1Breakfast PKG(Superior Double) (         ) 147,000 Included 1 Breakfast / Queen bed 1ea 

1Breakfast PKG(Superior Twin) (         ) 147,000 Included 1 Breakfast / Super single beds 2ea 

2Breakfast PKG(Superior Double) (         ) 173,000 Included 2 Breakfast / Queen bed 1ea 

2Breakfast PKG(Superior Twin) (         ) 173,000 Included 2 Breakfast / Super single beds 2ea 

Extra Bed (         ) 40,000 기존 객실에 추가 시 요금(선착순) 

 Above rates are non-commissionable.(수수료는 없습니다.)                                   

 The above rates are inclusive of 10% service charge and 10% V.A.T(세금 10%와 봉사료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Check-in and Check-out: Check-in time after 3 p.m. and Check-out time before 12 p.m.(체크 인: 15 시 이후, 체크 아웃: 12 시 이전) 

 High-speed Internet LAN connections and wireless Internet available for free.(초고속 인터넷과 와이파이 무료) 

 Room type can vary depending on booking availability.(예약 가능 여부에 따라 객실 타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reakfast cannot be canceled for package products.(조식 포함 페키지는 조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H-3. RESERVATION GUARANTEE METHOD(예약 보증 카드 정보) 

Credit Card(신용 카드)   Visa         MasterCard          Diner‘s          JCB          AMEX      Others(           ) 

Card Number(카드 번호)  Expiry Date (MM/YY)(유효 기간)  

Card Holder’s Name(성명)  Signature(서명)  

mailto:pooh225kk@naver.com


 2021 케이펫페어 일산 

19th  October ~ 21st  NOVEMBER  2021 

 

 

 

 

H-4. TERMS AND CONDITIONS(이용 규정) 
Guarantee Policy: All reservations must be guaranteed by a valid credit card. Credit cards are pre-authorized (not charged) upon check-in on  
(예약 보증 규정)    the arrival. If the card is declined, the hotel will try to contact the guest, however cannot guarantee the booking without a valid credit 

card. 
                         모든 예약은 승인이 유효한 신용카드로 보장됩니다. 호텔 도착 후 체크인 시 예약 시점의 카드번호가 입력되어 있으며 실제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카드 

승인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Cancellation Policy: Cancellation must be made at least 7 days prior to your arrival in order to avoid cancellation penalty 
(취소 규정)            - Cancellation after 7 days prior to arrival : 50% of 1night charge (Tax Included). 

- Cancellation after 2 days prior to arrival : 1night charge (Tax Included) 
- No-Shows : 1night charge (Tax Included) 
예약 취소는 반드시 투숙일 7 일 전에 완료되어야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 투숙일 7 일 내 취소: 1 박 요금의 50%(세금 포함) 
- 투숙일 2 일 내 취소: 1 박 요금(세금 포함) 
- 노쇼: 1 박 요금(세금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