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of Construction 
 
 

About Hotel Renovation Work and Change in Breakfast Venue 
 

Kyoto Century Hotel will undergo partial renovation from July 2017 to around 
November 2018 in areas including our restaurants, banquet halls, and chapel. 

 
During the term, construction areas will be partitioned off, but noise may be generated 

during the daytime (scheduled for 9 a.m. to 5 p.m., excluding 12 p.m. to 1 p.m.). 
 

Breakfast from August 1 to October 31, 2017 will be served at the banquet hall. 
 

Updated renovation details and terms will be posted on our website.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and kindly ask for your patience and cooperation. 
Thank you. 

 
<Restaurant Close Dates> 

 
Main Dining casane･･･August 1 to October 31, 2017 

 
All Day Dining La Jyho･･･August 1 to October 31, 2017 

 
Sweets Boutique Joie Joue･･･August 1,2017 to 

 
 
 

  



施工通知 

 

关于酒店翻新工程和早餐场所的变化 

 

京都世纪酒店将于 2017年七月至 2018年十一月进行局部改造，工程将影

响我们的餐厅、宴会厅、教堂等区域。 

 

在此期间，施工区域将被隔离，但白天可能会产生噪音（施工时间定于上

午 9点至下午 5 点，中午 12 点至下午 1 点除外）。 

 

从 2017 年 8月 1日至 10月 31日，将在宴会厅供应早餐。 

 

更新的改造详情和条款将张贴在我们的网站上。 

 

我们对给您带来的不便深表歉意，恳请您的耐心和合作。谢谢。 

 

<关于停车场的使用> 

从 2017 年 10月 16 日（星期一）至 2018年 11月下旬，停车场法使用。 

在此期间，请使用附近的停车场或公共交通工具。 

（不提供停车折扣。） 

 

<餐厅关闭日期> 

 

主餐厅 casane･･･2017 年 8 月 1日至 10 月 31日 

全天候餐厅 La Jyho･･･2017 年 8月 1日至 10月 31日 

甜品店 Joie Joue･･･2017 年 8月 1 日至 

 
  



施工通知 

 

關於酒店整修工程與早餐地點變更 

 

 

 

京都世紀大酒店將於 2017 年七月至 2018 年約十一月期間，進行部分整

修，影響的區域包括餐廳、宴會廳與教堂。 

 

 

在整修期間，施工區域將予以隔離，但白天仍可能產生噪音（預計施工時

間為上午 9 點至下午 5 點，下午 12 點至下午 1 點除外）。 

 

2017 年 8 月 1 日至 10 月 31 日期間，早餐將於宴會廳供應。 

 

更新的整修資訊與期間將會公佈於我們的網站上。 

 

很抱歉造成您的不便，懇請您耐心等候與配合，謝謝。 

 

<停車場使用相關說明> 

2017 年 10 月 16 日（星期一）至 2018 年 11 月下旬期間，停車場將暫

停使用。 

在此期間，煩請使用附近的停車場或搭乘大眾交通運輸工具。 

（無法使用停車折扣。） 

 

<餐廳關閉日期> 

餐厅 casane･･･2017 年 8月 1 日至 10月 31日 

全天候餐厅 La Jyho･･･2017 年 8月 1日至 10月 31日 

甜品店 Joie Joue･･･2017 年 8月 1 日至 

 

 

  



 

공사 공지 

 

호텔 리노베이션 작업 및 아침식사 장소 변경 안내  

 

교토 센츄리 호텔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레스토랑, 연회장 

및 채플을 포함하여, 부분적인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공사 지역은 파티션으로 차단됩니다만, 낮 시간 동안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오후 5시 예정, 정오~오후 1시 

제외) 

 

2017년 8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아침 식사는 연회장에서 제공됩니다. 

 

리노베이션 상세사항 및 조건에 대한 최신 소식은 저희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불편에 사과드리며,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 사용에 대해> 

2017년 10월 16일(월요일)부터 2018년 11월 말까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근처의 주차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주차 할인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래스토랑 휴무일> 

메인 레스토랑 Casane  2017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올데이 레스토랑 La Jyho 2017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디저트 부티크 Joie Joue 2017년 8월 1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