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una / 4F

4층에 위치한 남/녀 사우나는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에 지친
고객들에게 휴식과 기분 좋은 여유를 선사하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탕을 비롯해 건식 사우나, 파우더 룸, 개인 탈의실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 사우나는 투숙 고객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합니다.
- 사우나는 유료 이용으로 투숙 고객에게는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안전의 이유로 출입이 제한됩니다.
- 8세~16세의 경우 보호자의 동반 입장이 필요합니다.

Fitness Center / 4F

오라카이 대학로 호텔의 피트니스 센터는 다양한 유산소, 근력
운동 기구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넓은 피트니스 센터
에서 피로를 풀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 보세요.

- 피트니스 센터는 멤버쉽 회원, 투숙 고객 전용(무료 이용)입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안전의 이유로 출입이 제한됩니다.
- 운동복과 운동화는 개인 지참입니다.

LEVEL 3 Restaurant / 3F

올데이 뷔페 레스토랑 레벨 3는 신선하고 엄선된 재료에 호텔
셰프의 정성을 더한 다양한 뷔페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감각 있는 웨스턴 스타일로 제공되는 조식, 세미 스타일의
런치와 바비큐 디너까지, 오라카이 대학로 호텔이 선사하는
근사한 올데이 다이닝을 경험해 보세요.

▶Hours of operation - Breakfast Buffet    07:00 ~ 10:00
- Lunch Buffet          12:00 ~ 14:30
- Dinner Buffet        18:00 ~ 21:30

▶Hours of operation   08:00 ~ 21:00

illy CAFFE / 1~2F

호텔을 찾은 고객들을 위한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휴식 공간인
일리 카페는 일리만의 깊은 풍미를 가진 다양한 커피와 차,
음료 메뉴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디저트와 스낵들이 함께
준비되어 있어 즐거움을 더합니다.

Located at the lobby of the Orakai Daehakro Hotel,
the illy CAFFE o�ers a deep-scented Italian co�ee and a
wide selection of desserts and snacks to accompany.

LEVEL 3 Restaurant o�ers a wide range of bu�et menus
with fresh ingredients plus the hotel chef's enthusiasm.
Experience the stunning all-day dining o�ered by the
Orakai Daehakro Hotel, including western-style breakfast,
semi-style lunch and barbecue dinner.

Relieve the fatigue of your day at the relaxing Sauna.
- Non-house guests are able to use the facility.
- In house guests are entitled to a special discount on
  the entrance fee to the sauna.
- Children under 8 years old are not permitted in the
   sauna for safety reasons.
- Children above 8 but under 16 years old must be
  accompanied by a parent or an adult guardian. 

Food & Beverage

Facilities

▶Hours of operation   06:30 ~ 22:00 

Relieve your fatigue and stress at a spacious �tness center
with the latest exercise equipment.
- Only inhouse guests and gym members are permitted to
  use the gymnasium facilities. (Free of charge for hotel guests)
- Guests under 19 years old are not permitted in the
  gymnasium for safety reasons.
- Please prepare individual running shoes and sportswear.

▶Hours of operation   06:30 ~ 2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