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 운영 안내
Global Residence

국제관이 2014.05.01부로 디지스트 내방객을 위하여 객실 이용 및 회의실 대실 등을 포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스트 관계자분들의 편안한 내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디지스트 국제관 소개
개관일
주소
대표전화
E mail

2014년 5월 1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제관 (H501)
대표전화 053) 720 7912
liebehoan@serveone.co.kr

컨벤션센터
객실
레스토랑
주차장

중회의실, 소회의실
50실
호프바 / 와인 레스토랑
1층 주차장

층별안내
8층
7층
6층
5층
4층
3층

와인 레스토랑 /호프

객실

2층

소회의실 / 중회의실 A,B

1층

프런트
로비
실외주차장

디지스트 내 국제관 안내도

H501
국제관

세미나실

중회의실 CONFERENCE ROOM

소회의실 MEETING ROOM

21석 2개소
음향시스템
프로젝터, 스크린

15석 1개소

객실 크기 : 32m

2

객실

스탠다드룸 A (19개실)

객실

스탠다드룸 B (14개실)

/ 침대타입 : Queen Bed 1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42Inch TV (81개 채널 무료제공)

/전원 : 220V

객실

객실 크기 : 32m 2
침대타입 : Super Single Bed 2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42Inch TV (81개 채널 무료제공)
전원 : 220V

트윈룸 (7개실)

2

객실 크기 : 64m

객실

스위트룸A (4개실)

객실

스위트룸B (4개실)

침대타입 : Queen Bed 1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거실: 42Inch TV (81개 채널 무료제공)

전원 : 220V

조식 _ 간단한 웨스턴스타일 뷔페 형
조식운영

- 월~토 입장시간 _07:00~08:30

/

일요일 운영 안 함

조식메뉴

- 브레드, 버터, 잼, 스크렘블에그, 베이컨, 스프, 씨리얼, 뮤슬리, 요거트, 샐러드, 커피, 쥬스(메뉴 셀렉션은 당일 상황에 따라 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참고이미지 (실제 메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식이용절차

- 체크인 시, 조식이용료 선 결제 -> 조식이용쿠폰발급 -> 조식 이용 시, 레스토랑에 쿠폰 제시하고 입장 및 이용
- 사전 예약 없이 조식을 이용코자 하실 경우, 국제관 프론트데스크에서 조식이용료를 선 결제 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조식 관련 문의 및 사전 예약 : 국제관 프론트 데스크 (053. 720. 7912)

쿠폰이미지(실사와 일부 상이할 수 있음)_레스토랑에 도착 시, 이 쿠폰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 쿠폰은 현금과 교환할 수 없으며, 구매 이후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용대상자
DGIST학생 및 관계자 또는 DGIST를 통해 예약하는 자, 또는
학술 세미나 및 회의 참석자 등 DGIST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07:00~24:00

(Closing 00:00~07:00)

연중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객실 예약현황에 따라 휴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문의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약방법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문의

예약신청서 양식 Email 전송

예약신청서 접수 및 확인

예약확정내용 Email 전송 안내

-객실 별 투숙객 명단 / 투숙일정 /
방문목적 / 결제신용카드정보 / 예약현황 등 검토참조1. 예약신청서 양식 예시

참고2. 예약확정안내메일 예시 (국문)

참고3. 예약확정안내메일 예시 (영문)

이용료 (부가세포함, KRW)

객실

룸타입

구성 침대

요금 (부가세포함, KRW)

스텐다드룸 (총33실)
트윈룸 (총7실)
장애인룸 (총2실)
스위트룸 (총8실)

퀸베드1
싱글베드2
퀸베드1
퀸베드1

66,000
77,000
66,000
99,000

* 단체할인 : 해당 숙박 일에 10실 이상 이용 시, 숙박 일수에 관계없이 전체 이용 금액의 10%를 할인해드립니다.

5,500

조식

1인 1회 조식 이용료

침구세트

침구1세트 1박 당

일회용품

칫솔+치약+면도기 세트

회의실

중회의실 1시간 당

100,000

소회의실 1시간 당

50,000

10,000

1,000

그 외 장기 (기준 1달 이상) 투숙의 경우는 별도의 할인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숙객이 투숙하는 해당일에 회의실 이용 시, 총 이용액의 50%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약 취소 및 위약금

일반 예약에 대한 위약금 :
No show(미숙박) 및 당일 취소 시, 이용료 100%를 위약금으로 지불 하셔야 합니다.

단체 예약에 대한 위약금 :
단체 예약에 대한 최종 예약 확정일은 체크인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전으로 하며,
최종 확정 후 취소 시, 이용료 10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3.720.7912 국제관 프론트데스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방문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국제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