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7 회 태성에스엔이 CAE CONFERENCE TARIFF 

 

 

1. 객실당 숙박료 (Accommodation Fee) 

**단, 상기 금액은 세금 10%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기 금액은 8월 30일~9월 2일 이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2. 예약마감일 :  2017년 8월 25일 (금) 23:59까지 

 

3. 취소 및 No Show Charge Rule 

예약 마감일 전까지 취소 시 No cancellation Charge 

예약 마감일 이후 ~ 입실 1일전까지 1박 객실료의 50%의 위약금 부과 

입실일 당일 취소 시 1박 객실료의 100%의 위약금 부과 

No Show 1박 객실료의 100%의 위약금 부과 

 

4. 태성에스앤이 Account Manager  

담당자: 이 순 재 매니저 (라비돌리조트) 

TEL: 031-350-4803(예약실) FAX: 031-352-6919 E-MAIL: rooms@laviedor.com 

**원하시는 날에 원하시는 룸 타입이 예약이 가능한지 유선상으로 확인 후 아래의 양식을 기입하시어 

E-MAIL이나 FAX로 보내시고 컨펌 메일을 받지 못 할 경우 유선 문의 바랍니다.  

Check availability first , make a reservation send the above reservation form by e-mail or fax,  

Please contact us at the above number and check your reservation, ask any further inquiry. 

Room Type Contracted Rate No. Of Bed Remark 

Ondol \104,500 No bed  

Superior Twin \88,000 Single bed + Single bed  

Deluxe Twin \104,500 Double bed + Single bed  

Junior Suite \121,000 Double bed + Double bed  

Junior Suite Triple \132,000 
Double bed + Double bed 

+ Single bed 
 

Executive Suite \143,000 Double bed + Double bed  



 

  

 

제 27 회 태성에스엔이 CAE CONFERENCE TARIFF 

LA VIE D’OR RESORT RESERVATION FORM 

Please fill out this form, Send the e-mail or fax to the LA VIE D’OR RESORT as belows; 

      

      

      

1. Personal Information 

*Guest Name (예약자명):   Mr. Ms. 

Company Name (회사명): 

H.P(핸드폰):  TEL(회사전화번호): 

*E-mail: FAX(팩스번호): 

2. Preferred room type and staying period 

Room Type Ondol 
Superior 

Twin 

Deluxe 

Twin 

Junior 

Suite 

Junior 

Suite Triple 

Executive 

Suite 

이용 객실 수( Number of Rooms)        

숙박기간 

(Check In date-Check Out date) 
– 

No. of Guest(인원)       

*원하시는 룸 타입에 객실 수량과 숙박기간을 적어 주십시오. 

Please records your preferred room type, number of rooms and staying period 

3. Credit card Information for payment guarantee 

**원하시는 날에 원하시는 룸 타입이 예약이 가능한지 유선상으로 확인 후 아래의 양식을 기입하시어 

E-MAIL이나 FAX로 보내시고 컨펌 메일을 받지 못 할 경우 유선 문의 바랍니다. 

Check availability first , make a reservation send the above reservation form by e-mail or fax,  

Please contact us at the above number and check your reservation, ask any further inquiry. 

Attention : Reservation, LA VIE D’OR RESORT 

Tel : 031-350-4803 Fax : 031-352-6919 

e-mail : rooms@laviedor.com 

Type Of Credit Card(카드종류): 

Credit Card Number(카드번호): 

Expiration Date(MM/YY): Cardholder's Name: 

Signature(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