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시설 

2019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 

 

안녕하세요, 2019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의 공식 여행사 RYE 투어 입니다. 대회 기간동안 각 국의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숙소와 셔틀버스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숙박 및 운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RYE 투어가 담당하며,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숙박시설의 원활한 예약을 위해 아래의 양식을 

기입하여 6월 14일 전까지 RYE투어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개최지인 서울과 인천공항 간 왕복 

셔틀버스는 입국 기간인 7월 10일 ~ 11일, 출국 기간인 7월 17일~ 18일 사이에 운영될 예정이며, 운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RYE 투어를 통해 춘천 코리아오픈대회와 김운용컵 국제오픈대회에 모두 출전하는 참가자께서는 별도의 

사전연락을 통해 춘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량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으니, 양 측 대회의 참가 여부를 

함께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격 : 1 인요금 / 1 일기준  

호텔 홈페이지 
객실유형 

조식 
싱글 더블 트리플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https://www.ambatel.com/grand/seoul/ko/main.do $110 $55 - $25 

써미트 서울 http://www.summithotelseoul.com/ $100 $50 - $10 

라마다 동대문 http://www.ramadaddm.com/main/ $90 $45 $42 $10 

트레블로지 동대문 www.travelodgedongdaemun.com $70 $38 $35 $8 

스카이파크 동대문 1 호점 
https://www.skyparkhotel.com/html/accom

mdation/accom5_tab1_01.asp 
$70 $40 $35 $5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국도 www.hotelkukdo.com $105 $55 - $10 

루미아 동대문 http://www.lumiahotelddm.com/ $65 $35 - 포함 

코업 레지던스 을지로 http://euljiro.coopresidence.co.kr/kor/index.do $75 $40 - 포함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87 
Tel.+82 2 2275 1101 

써미트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98 
Tel.+82 2 2285 0540  

라마다 동대문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54 
Tel.+82 2 2276 3500  Fax.+82 2 2276 3535 

트레블로지 동대문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59 
Tel.+82 2 2160 8888 

스카이파크 동대문 1 호점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35 
Tel.+82 2 6900 9300  Fax.+82 2 6499 3531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국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64 
Tel.+82 2 6466 1234 

루미아 동대문 서울 종로구 난계로 29 길 19-11 
Tel.+82 2 2235 1301 

코업 레지던스 을지로 서울 중구 을지로 246 
Tel.+82 2 2269 8411 

RYE 투어 

우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7, 309 호  

(여의도동, 동아빌딩) 

우편번호: 07238 

전화번호 02)725-0808 

팩스 02)761-4808 

이메일 
ryetour11@gmail.com 

ryetour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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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 

2019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 

기본 정보 

국가명 

대표자 성명 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항공편 정보 

입국 출국 

날짜 날짜 

시간 시간 

인원수 인원수 

항공편명 항공편명 

출발지 출발지 

도착지 도착지 

숙박 일정 

 

7/10 (수) 7/11 (목) 7/12 (금) 7/13 (토) 7/14 (일) 7/15 (월) 716 (화) 7/17 (수) 7/18 (목) 

□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 써미트 서울/ □ 라마다 동대문/ □ 트레블로지 동대문/ 

 □ 스카이파크 동대문 1 호점/ □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국도/ □ 루미아 동대문/ □ 코업 레지던스 

을지로 

Single          

Twin          

 

 

 

 

 

 

 

 



 

 

Triple          

숙박 □ 팀 인원수 

호텔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풀만 □ 
 남 여 

대표자   
써미트 서울 □ 

라마다 동대문 □ 
선수   

트레블로지 동대문 □ 

스카이파크 동대문 1 호점 □ 의료진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국도 □ 코치   

루미아 동대문 □ 동행자   

코업 레지던스 을지로 □ 계 
  

: 



 

 

 

 

 

 

 

 

숙소 사진 (1)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써미트 서울 호텔 

  

라마다 동대문 

호텔 

  



 

 

숙소 사진 (2) 

 

트레블로지 동대문 

호텔 

  

스카이파크 동대문 

1 호점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국도 

호텔 

  



 
 

 

 

 

 

 

 

 

 

 

 

 

 

 

숙소 사진 (3) 

 

루미아 동대문 

호텔 

  

코업 레지던스 

을지로 

  



 

Return this form to 

Official Travel Agency KIMUNYONG CUP INTERNATIONAL OPEN TAEKWONDO CHAMPIONSHIPS 2019 

RYE Tour Co., Ltd. 

#309 Dong Ah Bldg. 7 Gukhoe- daero 70-gil, Youngdeungpo-gu, 07238 KOREA 

Tel. (REP) +82 2 725 0808, (DIR/ Hyunji Lee) +82 2 761 6808 

Fax. +82 2 761 4808  

E-mail: ryetour11@gmail.com 

Homepage: http://ryetour.net/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of KIMUNYONG CUP INTERNATIONAL OPEN TAEKWONDO CHAMPIONSHIPS 2019 

808, 40, 63-ro, Yeongdeungpo-gu, Seoul, 07345 KOREA 

Tel.+82 2 3775 2565, Fax.+82 2 3775 2567, E-mail: kuysc@kuysc.kr  

Homepage: http://www.kuycup.kr/ 

mailto:ryetour11@gmail.com
http://ryetour.net/
mailto:kuysc@kuysc.kr
http://www.kuycup.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