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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선택된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B e The o n e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Exclusive
소수의 선택된 회원들만을 위한 여유로운 공간
회원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선사해 드립니다.

Holistic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친환경적인 시설
기본에 충실한 환경을 제공해 건강한 휴식을 드립니다.

Intuitive Service
귀중한 휴식을 채워드리는 세심한 배려.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늘 생각합니다.

Above and Beyond
상상 그 이상의 혜택,
기본 이용혜택 외에도 제휴사 혜택을 추가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삶의 여유가 완성되는 공간.
당신의 휴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곳. CLUB 501

도심 속에서 쾌적한 휴식처를 만나다.

LEED GOLD
실내환경, 디자인 등 7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국내호텔 최초로
*LEED 골드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PREMIUM Amenities
친환경적이면서 세심한 배려를 느낄수 있는 화장품, 가전제품 그리고
편의용품 등으로 회원들의 품격에 맞춘 수준 높은 어메니티를 준비했습니다.

CONDUCIVE ENVIRONMENT
최첨단 실내환경 관리 시스템으로 회원들에게
깨끗한 물과 공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Vitality
편안한 휴식, 미용, 건강 관리를 통해 회원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간과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LEED는 자연친화적 건축물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로서 미국 그린빌딩위원회가
운영하며 친환경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

501분 회원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ERSONAL CONCEIERGE SERVICE
CLUB 501에서는 입회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담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회 시 회원에게 지정된 담당직원은 입회 후에도 시설이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많은 업장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클럽의 특성 상 회원들의 클럽 내외 시설 및
제휴사 시설 이용 시 발생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청사항에 효과적으로
응대해 드리기 위해 퍼스널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컨시어지 직원이 각종 예약 대행부터 가족행사 등의
준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또한, 각 업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할인행사 또는 이벤트 등의 프로모션을 회원들의
취향에 따라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 이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CLUB 501에서 제공하는 퍼스널 컨시어지 서비스를
지금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Club 501은 프리미엄 소셜 클럽을 추구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개발한 섬세한 프로그램과
특화된 이벤트를 통해 회원들 간의 네트워크까지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Health Program
회원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 프로그램.
엄격히 관리된 환경 안에서 최첨단 체력 진단 기구와 시스템,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회원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형, 체력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뉴트리션바에서 제공하는 건강식단은 개인별 상담을 통해 얻은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흐트러진 바디 밸런스와 활기를 되찾는 동시에
최상의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훌륭한 지원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Cultural Program
고객의 취미와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와 예술프로그램.
회원 개인 뿐 아니라 회원님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업장을 활용한 각종 이벤트와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Social Program
회원간 교류와 친밀도를 높이는 소셜 프로그램.
보다 특별하고 섬세하게,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회원들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즐기는 회원들이 보다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해 드립니다. 특히 싱글 회원들을 위한 특별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귀한
자산이 될 수 있는 친구, 파트너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PARTNERSHIP PROGRAM
이천 소재 뉴스프링빌 컨트리클럽의 주중부킹권 제공 및 할인 등의 서비스뿐 아니라
신규로 제휴를 추진중인 유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 신규 제휴서비스가 추가될 경우 회원들께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가족보다 더 세심하게 회원 한 분 한 분을 모시는 고품격 서비스.
Club 501에서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품격으로 세상을 리드하는 곳, JW 메리어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전세계적으로 4천개에 가까운 호텔과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Marriott International Inc.의
최상위 브랜드 호텔입니다.
JW 메리어트 브랜드 중에서도 최초로 럭셔리 부띠끄 호텔을 표방하여
그 동안 세계 각국에서 쌓은 노하우와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항상 따뜻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로 고객님께
최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FITNESS CLUB
CLUB 501의 피트니스는 최첨단 공조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시설로 회원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고품격 힐링 공간입니다.
회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철저한 맞춤형 건강 컨설팅
서비스와 최첨단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NUTRITION BAR
피트니스 내에 위치한 NUTRITION BAR에서는 회원의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상에서 부족한 영양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엄격한 성분 검사를 거친 제품들과
친환경 먹거리로 회원들의 운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LECTRONIC GOLF RANGE

IN-DOOR SWIMMING POOL
남녀노소, 온 가족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1필터를 활용한 최첨단 수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여과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최상의 수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AP SWIMMING,
레슨, 아쿠아로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장시간 이용으로 인한 저체온증을

골프연습장에서는 구질과 거리를 측정하는 최첨단 센서를

방지할 수 있는 월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해 필드와 동일한 연습환경을 제공합니다. 실제 코스와

또한 운영시간 이후 회원들의 파티장소로 대관이

같은 역동적이고 생생한 화면과 연습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

가능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분석해 주는 클럽 인식기는 피트니스 프로그램 과 연계하여
스윙의 문제점을 개선해 드립니다.

SAUNA

THE JW SPA
THE JW SPA 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쉼터
입니다. 엄격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테라피스트는

남•녀 사우나에는 냉•온탕, 건식•습식 사우나와 가벼운

회원들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해 엄선된 친환경

식사를 하실 수 있는 휴게실을 비롯하여 수면실 등의 부대

재료와 숙련된 맞춤형 터치로 한 분 한 분을 정성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각종 편의

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서비스와 세심한 배려로 평안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CLUB 501회원은 특별 할인율을 적용해 드립니다.

ROOMS

THE GRIFFIN BAR

THE LOUNGE

깨끗한 공기의 공급을 위해 사용된 광촉매 필터를 활용한

도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스카이 라운지를 갖춘

1층 로비에 위치한 더 라운지는 낮에는 자연과

최첨단 공조시스템은 고객의 편안한 휴식과 숙면 제공을 위한

그리핀 바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칵테일, 위스키, 와인 등을

옛 고궁이 어우러진 풍광을, 밤에는 화려한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의 고객 존중 의지입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라운지와 야외로 오픈된 테라스는 트렌드

야경을 감상하실 수 있는 도심 속 오아시스같은

고객이 머무르는 시간이 최고의 휴식과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세터들의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또한

쉼터입니다. 비즈니스 접대 뿐만 아니라 바쁜

모든 직원들은 세심한 배려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핀 바의 프라이빗 룸에서는 고객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일상을 잠시 내려두고 소중한 분들과 음료 한 잔의

분위기의 이벤트를 연출해 드립니다.

여유를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연회장은 약 500명의 인원을 수용할

TAVOLO 24

SEOUL BAKING COMPANY

수 있습니다. 연회장 전면에 설치된 최대규모의 초고화질

신선한 친환경 최상급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아시안 푸드,

유럽 전원풍의 인테리어로 고급스러우면서도

미디어월은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만 느끼실

시푸드, 이탈리안 푸드 등의 고품질 테마요리를 선보입니다.

캐주얼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카페형 베이커리

수 있는 특별한 체험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 행사의 품격을

맛과 건강을 담은 다양한 메뉴와 함께 JW 메리어트의 품격

입니다. 세계 각국의 최고급 와인, 치즈 등의

한층 높여드립니다.

있는 다이닝 서비스가 결합되어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다양한 리테일 품목을 엄선하여 판매하는 섹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련해 보다 전문성 있는 제품을 고객에게 선보일

THE GRAND BALLROOM

예정입니다.

MEETING & BANQUET
연회 목적에 따라 세미나와 컨퍼런스, 소규모 비즈니스와

BLT STEAK

프라이빗한 미팅, 가족, 친목 모임 등 차별화된 연회 활동이

뉴욕 NO.1 스테이크 하우스 브랜드로 선정된 BLT STEAK가

가능합니다. 행사의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JW 메리어트의

국내 최초로 JW 메리어트 서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 문을

전문적인 서비스를 토대로 성공적인 행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엽니다.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를 허브버터와 조리해 최상급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BLT의 스테이크는 많은 뉴요커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의 맛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The best en viron men t.
The best plan n in g.
The best facilities.
Experien ce it at Club 5 0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