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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RIAN SEOUL ITAEWON

아시아 최초로 오픈한 글로벌 호텔 그룹 아코르의 

라이프 스타일 호텔 브랜드,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의 

피트니스 클럽 으로 귀하를 초대합니다.

무료한 일상에 감각을 깨우고 활력을

더해줄 몬드리안이 추구하는 웰니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FITNESS CLUBFITNESS CLUB
MEMBERSHIPMEMBERSHIP

보증금 회원보증금 회원

• 개인회원, 가족회원, 법인회원, 연회원• 개인회원, 가족회원, 법인회원, 연회원

연회원연회원

•피트니스 클럽 내 모든 시설 이용 가능

•회원 동반 시 게스트 2인 초대 가능 (추가 입장료 발생)

•게스트 1인 피트니스 무료 입장권 5매 제공 (타인에게 양도 불가 및 회원 동반 시 사용 가능)

•객실 당일 판매 최저가 기준 10% 할인

•Cleo, Blind Spot, Rumpus Room, Altitude Pool & Lounge, Privilege Bar, Deli

식사 15%, 음료 10% 할인

•Cloe Hair Salon(B1F) 20% 할인

•행사 이용시 식사 및 음료 10% 할인 (직계가족 가능)

•4시간 무료 주차

MEMBERSHIP MEMBERSHIP 
BENEFITSBENEFITS

기간기간 가입 연령가입 연령

60세 이하

안내안내

2년 후 보증금 반납

* 기간 만료 후 승인에 의한 재가입 진행, 평생 회원 제도 없음

2년2년

60세 이하 보증금 없음1년1년



삶에 활력을 더해주는 공간인 피트니스 클럽에는 테크노짐 (社) 

최상위 등급의 최신식 유산소 및 웨이트 기구가 구비되어 있으며, 

전문 트레이너의 체계적인 퍼스널 트레이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BUSIRBUSINESS HOURNESS HOU

6 am - 10 pm

정기 휴관일 매월 첫 번째 화요일 

GYMGYM



G.G.AX & PILX & PILATETES ROOM S ROOM

G.X룸에서는 운동에 재미를 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

니다. 회원 전용 시설인 필라테스 룸에는 소도구 및 필라테스

전용 기구와 전문 트레이너의 레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BUSIRBUSINESS HOURNESS HOU

6 am - 10 pm

정기 휴관일 매월 첫 번째 화요일



GGOLF RAE OLF RANGNGE

스윙 분석 시스템이 적용된 4개의 스크린 골프 타석과 

1개의 골프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프 타석에서는 

10개의 코스, 골프룸에서는 150개의 골프 코스를 경험

할 수 있으며, 골프채 렌탈 서비스와 전문 트레이너의 

레슨도 진행됩니다. 회원 전용 시설로 프라이빗한 분위

기에서 스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HOURBUSINESS HOUR

6 am - 9:30 pm

정기 휴관일 매월 첫 번째 화요일 

SAASAUNAUN

프라이빗한 입· 좌식 샤워실과 건식 사우나 그리고

온·냉탕 등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불어넣는 충전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BUSIRBUSINESS HOURNESS HOU

6 am - 10 pm

정기 휴관일 매월 첫 번째 화요일 



IINDOOR PLNDOOR POOOOL

5.5m 길이의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된 길이 25m, 수심 1.2-1.5m의 실내 수영장은 

피트니스 클럽의 특별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입니다. 이동이 가 능한 슬라이딩 스크린 

뒤에는 DJ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화려한 영상과 보스 서라운드 

시스템 스피커의 풍성한 사운드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BUSIRBUSINESS HOURNESS HOU

6 am - 10 pm (8 pm - 10 pm 18세 이하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정기 휴관일 매월 첫 번째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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