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mbat London Hostel 예약 방법>

Wombat London Hostel 웹사이트 : http://www.wombats-hostels.com/london/

1. 호스텔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화면 가운데의 BOOK NOW 박스에서 도시(‘런던’으로 해주세요), 체크인
하는 날짜와 숙박 일수를 입력한 후, SEARCH 버튼을 누릅니다..

2. 새 창이 뜨면서 가능한 호스텔의 간단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런던의 호스텔인지와 간단한 가격정보를 확인한
후 Book Now 를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3. 예약 가능한 객실을 보여주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객실 타입( 4/6/ 8 인실 도미토리 룸/ 여성 전용 도미토리
룸 등)과 가격을 확인합니다. 원하는 객실의 숙박인원을 선택한 후 Book Now 로 계속해서 예약을 진행합니다.
(호스텔 정책 상 좌석 예약을 위해 총 금액의 12%만을 결제하실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현지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4. 객실 및 숙박인원을 지정하셨으면, 결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하신 날짜, 숙박 일, 인원, 객실
타입, 가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가격은 기준 화폐가 달러지만 파운드, 유로 등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ERSONAL DETAILS 를 작성합니다. 이름, 성, 국적, 성별, 이메일, 연락처 (ex. +82 10 1234 1234 ),
도착시간을 순서대로 기입하세요. PAYMENT DETAIL 에서 숙박비용을 결제하실 카드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해외
결제가 가능한 MasterCard, Visa Card 마크가 있는 카드이시면 가능합니다. 카드 소유주의 영문이름, 번호, 카드
뒷 면의 숫자 3 자리, 유효기간 등을 작성합니다.

5. TERMS & CONDITIONS 에서 규정을 확인한 후 동의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규정 안내문 하단의 “I have
read and accept the terms and conditions”를 클릭한 후 Confirm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이후 예약 완료 페이지에서 PRINT 버튼을 클릭하여 예약 사항을 출력하시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예약
번호를 메모하여 보관합니다.

주요 규정:
- 해당 사이트의 예약은 총 금액의 12% 좌석 확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머지 88%를 추가
지불(현금, 카드 가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이트에서 사용한 카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예약을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도착일로부터 48 시간 전에 호스텔에 알려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12 월 29 일~31 일 동안의 숙박은 7 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reservations@clinkhostels.com 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 움밧 호스텔은 여성 전용 도미토리 룸와 믹스룸(남/녀 혼숙)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체크인 시 여권 혹은 국제학생증과 같은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 체크인은 오후 2 시~ 자정, 체크아웃은 오전 10 시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