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인재경영원 사용안내문>

◼ 시설명 : 한화인재경영원
※ 상기 시설은 일반숙박시설이 아닌, 한화그룹 임직원의 교육/연수
시설입니다.
한화클래식 2021을 맞이하여, 참가선수 중 사전 신청자들 대상으로
대회기간 중 숙박지원을 해 드립니다.
따라서, 시설사용 안내문에 따라 협조요청 드립니다.

◼ 주소 : 경기 가평군 조종면 운악청계로 490번길 70-2(운악리 64)

◼ 사용 대상 및 제공 규정
- 사용 대상은 ‘한화클래식 2021’ 참가자 중, 사전신청자만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으로 인해 선수 본인만 1인1실 투숙 가능합니다.
※ 객실시설은 싱글 침대 2, 화장실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선수 본인이 아닌 가족/캐디 등을 위해 신청을 하였을 경우 사용이
불가하며, 선수본인 외 투숙인원 적발 시 퇴실 조치합니다.
- 본 시설은 숙박업소가 아니므로 추가사용 및 객실료 지급이 불가합
니다.

◼ 사용 일정 안내
- 사용자는 8월 23일 월요일부터 입실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일정에 따라 8/24(화) 또는 8/25(수) 입실 가능
- 대회가 종료되는 8월 29일 일요일(퇴실)까지만 제공이 됩니다.

◼ 내부 시설 안내
- 매점, 휴게실, 헬스장, 세탁실 등의 시설이 있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능한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시에는 반
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객실 내 바디용품은 비치가 되어있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
용품을 준비하여 입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시설 내 모든구역은 금연구역 입니다. 지정된 흡연장소를 이용해 주
시길 바랍니다.

◼ 최초 입실 방법 및 시설 동선

-

최초 입실 시, ①정문에서 선수이름과 차량번호를 확인 후 출입 가
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출입할 차량번호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 ②숙소동 입구에서 개인물품 하차 후, 차량은 ③주차장을 이용
하며 도보로 다시 ②숙소동으로 오시면 됩니다.

-

입실은 ②숙소동 로비에서 진행 됩니다. 퇴실 시 객실 카드키는 반
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셔틀버스 운영은 없으며, 숙소-골프장(제이드팰리스) 구간은
자차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

차량 입차 시, 숙소동 로비 입장 시 발열체크 및 코로나19 유증상
체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객실 예약 안내
-

객실 이용 기간: 2021.08.23(월) ~ 2021.08.29(일)

-

예약 가능 기간: 2021.07.21(수) ~ 2021.07.30(금)
▼ 예약 문자 예시 (선수명/입실 요일/차량번호/연락처)
김한화 / 월요일 / 00러00000 / 010 – XXXX -XXXX

☎ 예약 문의: 크라우닝 이채은 매니저 02-3461-5594
*접수 문자 및 문의: 평일 9:30 ~ 18:30 (점심시간 12:30 ~ 13:30)
*예약 및 문의 시, 한화클래식 2021 예약임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