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동행 주의사항 및 안내서 
 

사랑스러운 반려견과 함께 호텔 카푸치노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텔 카푸치노는 손님과 반려견의 편안하고 소중한 시간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텔카푸치노는 일반손님과 반려견동반손님이 함께 이용하는 곳으로서 모두의 편안한 스테이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1. 객실이용은 대형견을 제외한 15키로 미만의 중/소형견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공되는 반려견 어메니티(전용침대, 배변패드, 패키지 이용시 제공 물품 등)가 중/소형견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2. 호텔 내 이동시에는 반려견과 다른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케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안고 이동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주변 및 출입문 주변에 목줄/리드줄이 끼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케이지를 준비하시지 못한 손님들을 위해 반려견 유모차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유모차는 호텔 내 이동을 위해 

준비되었으며 다른 손님들을 위해 최대 1시간 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대여를 원하시면 프론트에 

문의해주세요.  

 

3. 반려견은 견주의 동행하에 지정된 장소 – 7&8층 바크룸, 1층 카페 카푸치노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카페 이용시에는 무서워하거나 알러지가 있을 수 있는 다른 손님들을 위해 가급적 야외테라스 이용을 

부탁드리며 실내이용시에는 케이지나 반려견 유모차를 이용해주세요. 반려견을 소파나 의자, 테이블 위에 올리는 

행동은 다른 손님들을 위해 삼가 부탁드립니다.  

 

4. 소중한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객실에 반려견을 두고 외출하지 말아주세요.   

객실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은 함께 투숙하는 손님에게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반려견 침대와 계단은 논슬립제품이긴 하나 사람의 힘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중한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반려견이 혼자 객실에 있으면 기물을 물거나 긁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물파손에 대한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객실정비를 위해 문을 열었을 때 혼자 남겨진 반려견이 도망가거나 직원에게 상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손님에게 있습니다.  

 

5. 반려견의 배설물은 직접 수거 부탁드립니다.  

배변 봉투와 기저귀가 프론트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배변봉투/패드 외 객실에 비치된 수건, 침구류 등에 용변을 묻히거나 처리하는 경우 보증하신 카드로 

폐기물처리비 및 수건/침구구매비로 $250이 청구됩니다. 

7층 바크룸 복도에서 반려견이 용변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캐리어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안고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층 복도에 용변 처리시, 보증하신 카드로 청소비 $250이 

부과됩니다. 

 

- 무료서비스 – 

 

- 바크 킹 : 노견의 관절까지 생각하여 견체공학적으로 설계한 자작나무 케노피 도그하우스침대 

- 바크 트윈 : 고무나무 원목으로 만든 텐트형 메모리폼 침대 

- FREE WELCOME GIFT  

- 반려견 전용 식기세트  

- 배변판 &패드  

- 반려견 기저귀 (암컷&수컷용 , 중형&대형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객실당 2개까지 제공됩니다.) 

- 반려견 가운 대여 서비스 *미 반납시 49,000원이 청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