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명 이용가능 객실 수 152 객실 　* 전 객실 금연

*소요시간은 구글맵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画像はイメージです
※画像はイメージです

※画像はイメージです

타입별 객실 수 ・152객실

트윈

객실설비・어메니티

＊그 외 대여용품은 프론트로 문의 주세요.

소테츠 프레사인 서울 명동은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에서 부터 도보 5분,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부터 도보 5분에 위치해있습니다. 서울

대표적인 번화가  '명동'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맛집이나 쇼핑거리를 도

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에서의 접근도 좋

고, 레져는 물론 비즈니스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 객실 씰

리 침대가 구비되어 있고, 무료 와이파이, 셀프체크인・체크아웃이 가능

한 단말기 도입　등, 보안이 높은 IC 카드를 사용하여, 고객님들이 만족하

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소테츠 프레사인 서울 명동

은 캐시리스 호텔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또는 QR코드로 이용 부탁드립

니다.

현금 결제는 받지 않습니다.

칫솔 슬리퍼 탈취제

내선전화기 금고 공기청정기

헤어드라이어 샴푸 컨디셔너 바디샴푸 배스타올 페이스타올 파자마

액정TV 전객실 Wi-Fi 제

공(무료)

냉장고 전기포트

수페리어더블

식사

객실 타입 객실 사이즈 침대 사이즈 정원 객실수 층

더블 12.3～14.4㎡ 1400 2 30 4～13

슈페리어 더블 18.9㎡ 1400 2 10 4～13

트윈 15.4～19.3㎡ 900×2 2 66 4～13

슈페리어 트윈 20.5～21.1㎡ 1000×2 2 18 4～12

컴팩트 트윈 21.1㎡ 1000×2
（서랍형 침대 사용 가능）

2
(3)

9 4～12

디럭스 트윈 27.5～27.9㎡ 1100×2
（서랍형 침대 사용 가능）

2
(3)

7 6～12

코너 트윈 28.7㎡ 1100×2
（서랍형 침대 사용 가능）

2
(3)

10 4～13

유니버셜 더블 27.8㎡ 1400 2 2 4～5

* 2명 이용가능 객실 수 152 객실 　* 전 객실 금연

※호텔 내에 레스토랑은 없습니다.

①이삭토스트　② 유아히어
        ※테이크아웃만 가능

③이남장         ④ 신동궁감자탕

금액：9,000원 (세금포함) ※③④는 추가요금 있습니다.

근처 레스토랑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휴일,메뉴는 레스토랑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확인 해주세요.



*이미지는 예시입니다.

*이미지는 예시입니다.

캐시리스 결제(현금불가)

セルフチェックイン・チェックアウト端末

셀프 체크인・체크아웃 단말기

셀프 체크인・체크아웃 단말기

*소요시간은 구글맵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도로가 혼잡하므로 주의 바랍니다.

주소 및 연락처

주요 위치

관내시설・서비스

캐시리스 결제(현금불가)

셀프 체크인・체크아웃 단말기

소테츠프레사인서울명동의 6 가지매력
1. ACCESS

2. FABRIC

3. WELCOME COFFEE

4. CHECK IN

5. ROOM

6. MEMBERSHIP PROGRAM

잠옷은 위아래 세트로 촉감이 좋은 와플 소재

13층 로비에서는 커피머신이 설치되어 있어, 

프런트 데스크에 체크인・체크아웃 단말기가 있습니다.

고객님이 안심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으로 WI-FI + 초고속 유선 LAN 무료 접속이 가능합니다.

소테츠 호텔즈 멤버십에는 다양한 특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숙 중에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 청정기도 전 객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도권 전철역에서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

*이미지는 예시입니다.

*이미지는 예시입니다.

*소요시간은 구글맵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도로가 혼잡하므로 주의 바랍니다.

주소지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48

TEL ： (+82) 2-6377-0203 FAX ： (+82) 2-6377-0299

체크인 / 아웃 ： 15：00/12：00

이용 가능한 지불 방법 ： VISA・MASTER・JCB・AMEX・DINERS・Discover・은련 카드

T-money・ALIPAY・WeChat Pay

※저희 호텔은 캐시리스 (현금불가) 결제입니다.

E-mail ： fresa_myeong-dong@sotetsu-group.jp

URL ： https://sotetsu-hotels.com/fresa-inn/myeong-dong/

주요 위치 ： 지하철 4호선 명동 8번출구에서 도보 5분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5번출구에서 도보 5분

■ 명동역 … 도보 5분

■ 을지로입구 … 도보 5분

■ 서울역 -> 명동역 … 약 3분
       (지하철4호선)

■ 동대문역 -> 명동역 … 약 6분
             (지하철4호선)

■ 홍대입구역 -> 을지로입구역 … 약 11분
                 (지하철2호선)

■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 이비스앰버서더호텔 … 약 70분 (하차후, 도보 4분)

인천국제공항 -> 명동입구 … 약 70분 (하차후, 도보 5분)

인천국제공항 -> 서울역 -> 명동역 … 약 70분 (하차후, 도보 5분)

■ 김포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 서울역 -> 명동역 … 약 37분 (하차후, 도보 5분)

　　　   　　　(리무진버스 6015번)

　　　  　　      (리무진버스 6001번)

　          　　　　　(공항철도)     （지하철4호선）

　　         　　　　　　（공항철도）  （지하철4호선）

캐시리스 결제(현

금불가)

셀프 체크인

체크아웃 단말기

IC카드 보안와이파이 가능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