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든 바이 베스트웨스턴 청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16 T. 02. 6711. 1234 F. 02. 6711. 1288
www.Aidencheongdam.co.kr

IT'S TIME TO MEET AIDEN.

Who is Aiden?
에이든 바이 베스트웨스턴 청담은 Best Western Hotels & Resorts에서
한국에 처음으로 선보인 라이프 스타일 부티크 호텔입니다.
세련된 젊은 감각이 강조된 인테리어와 더불어 안락한 객실은
비즈니스맨과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편안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선사해드립니다.
트렌드의 중심지인 강남 가로수길과 명품거리 청담동이 인근에 있어
원스톱으로 최신 패션, 뷰티 트렌드를 한 눈에 보며 여가, 엔터테인먼트,
외식을 함께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시티 라이프와 품격있는 휴식을 동시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STANDARD
ROOM&SUITES
Room Type

Area(m2)

Number of Rooms

Standard Double

7평

35개

Double

Standard Twin

7평

40개

2 X Single

Deluxe Double

7평

37개

Double

Deluxe Twin

7평

14개

2 X Single

Ondol

7평

2개

Ondol

Hollywood Double

7평

13개

Double (2 Single)

Aiden Quadruple Suite

10평

4개

2 X Double

Aiden Residence Suite

10평

4개

Double X Single

Bed Type

FLOOR GUIDE
18F

르 캬바레 도산

17F - 4F

객실(149개)

4F

세탁실

3F

리비 플레이스

2F

1313 컴퍼니

1F

프런트, 비지니스 코너

B1F

리비홀(150석), 피트니스 센터

B2F - B5F

주차장(기계식)

AMENITIES
Bed Room Full HD TV, 냉장고, 전화기, 티포트, 무료생수 2병, 무료커피&티백, 슬리퍼, 목욕가운,
알람시계, 사무용책상, 블루투스 스피커, 금고, 사무용책상, 다양한 케이블 채널
Bath Room 욕실용품 (샴푸,린스,바디워시,바디로션), 헤어드라이기, 샤워캡, 위생백, 코튼 세트, 머리빗
In Hotel

스탠다드

(총 객실수: 149개)

비즈니스 코너 무료 이용, 전 객실 초고속 인터넷 및 Wifi 등

CHECK-IN 15:00, CHECK-OUT 12:00

l 크기 l 7평

l 구성 l 침실1, 욕실1

l 침대 l 더블 or 트윈

l 기준인원 l 2인

DELUXE

HOLLYWOOD DOUBLE

디럭스
l 크기 l 7평

l 구성 l 침실1, 욕실1

l 침대 l 더블 or 트윈

헐리우드 더블
l 기준인원 l 2인

l 크기 l 7평

l 구성 l 침실1, 욕실1

l 침대 l 더블(싱글+싱글)

l 기준인원 l 2인

l 크기 l 12평

AIDEN QUADRUPLE SUITE

AIDEN RESIDENCE SUITE

에이든 쿼드러플 스위트

에이든 레지던스 스위트

l 구성 l 침실1, 욕실1

l 침대 l 더블+더블

l 기준인원 l 4인

l 크기 l 12평

l 구성 l 침실1, 거실1, 욕실1

l 침대 l 더블+싱글

l 기준인원 l 3인

LiVY PLACE
리비 플레이스
BREAKFAST
BUFFET
RESTAURANT

03F

LiVY PLACE

리비 플레이스

신선한 로컬 식자재로 다양한 글로벌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리비 플레이스
갓 구운 신선한 빵과 샐러드를 즐길 수 있는 아메리칸 캐쥬얼 다이닝과
정성스레 지은 밥과 반찬으로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 줄 한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고객과 여행으로 오시는 모든 분들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편안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 위치 l 3F LiVY Place
l 좌석 수 l Hall 96석, PDR 16석
l 예약 및 문의 l 02. 6711. 1213 ~ 4

P.D.R

미팅룸

소규모 세미나, 회의, 프라이빗한 미팅 및 다이닝 등 이벤트의 성격에
따라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하 수 있는 미팅룸입니다.
최신형 노트북과 스크린 미러링 기능이 탑재된 벽걸이 모니터 등 미팅에 필요한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l 위치 l 3F LiVY Place
l 좌석 수 l 최대 16명까지
l 예약 및 문의 l 02. 6711. 1213 ~ 4

1313 1313 컴퍼니

Le Carbaret Dosan

낮에는 커피를 밤에는 펍으로 전환되는 1313 레스토랑
낮에는 엄선된 원두로 선보이는 스페셜티 커피와 간단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으며,
밤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수제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호텔의 최상층에 자리한 Le Carbaret는 탁 트인 서울의 전경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7가지의 프렌치 코스 요리가 한상차림으로 준비되며, 샴페인, 와인, 위스키, 맥주 등
다양한 종류의 음료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l 위치 l 1-2F

l 시간 l 09:00 - 18:00 (카페) / 18:00 - 24:00 (펍)

l 예약 및 문의 l 02. 6105. 9000

l 위치 l 18F

르 캬바레 도산

l 시간 l 18:00 - 01:00(일 - 목), 18:00 - 02:00(금 - 토)

l 예약 및 문의 l 02. 6713. 6730

LE CARBARET
르 캬바레 도산

CHAMPAGNE LOUNGE

18F

BUSINESS MEETING
& PRIVATE EVENT

LiVY HALLㅣㅣ
리비홀
비즈니스를 위한 행사에서부터 소규모 VIP파티,
가족연회 그리고 프라이빗 행사까지,
만족과 감동이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대형 스크린이 완비된 LCD프로젝터,
최신 음향시스템 등 최첨단 시설과 모던한 실내 장식과 조명,
정성이 가득한 요리, 세련된 꽃 장식 등 각종 행사에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 위치 l B1F
l 수용인원 l 250명
l 시설규격 l
m2
2

258m

Width

Length

Height

Banquet

12,670mm

20,800mm

3,600mm

120명

Seminar

Theater

Cocktail Reception

U-shape

150명

200명

250명

60명

l 예약 및 문의 l 02. 6711. 1213 ~ 4

1F

B

FACILITIES

부대시설

Business Corner
간단한 디지털 업무가 필요하시다면, 호텔 내에서 편리하고 간편하게 비즈니스 코너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팩스 송•수신 업무, 서류 복사 및 프린트 등을 위한
최신식 비즈니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l 위치 l 로비 1F

l 운영시간 l 24시간

l 시설안내 l 컴퓨터 2대 / 프린터 1대

l 문의 l 02. 6711. 1241

Fitness Center
활기찬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는 피트니스는 모든 투숙객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쌓인 피로를 풀고 활력있는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신식 유산소 운동 기구,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 등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l 위치 l BIF

l 운영시간 l 06:00 - 23:00

l 문의 l 02. 6711. 1241

Coin Laundry
장기투숙고객을 위하여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코인 세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탁과 건조 서비스 이용 시 요금이 발생합니다.

l 위치 l 4F

l 운영시간 l 24시간

l 이용요금 l 세탁 1회 - 2,000원, 건조 1회 - 2,000원, 세제 - 무료
l 문의 l 02. 6711. 1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