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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쇼핑 > 숙박 > 관광호텔·가족호텔

신안비치호텔

신용카드  전화예약  조식제공  애완동물

"편안한 느낌 편안한 서비스"

고객을 모시는 신안비치호텔에서의 가치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고객을 위한 까다로운 서비스 정신은 귀하를 항상 특별우
대고객으로 모시고자 하는 작은 정성에서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감성이 있는 도시 목포에 위치한 신안비치 호텔은 유달산을 등지고 목포대교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광을 담은 호텔로써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고 
첩첩히 뻗은 유달산 자락과 호텔을 붉게 물들이는 낙조를 경관으로 귀하의 값진 시간을 더욱 아늑하고 품위있게 만들어 드립니
다.
단 하루의 여정에서도 신안비치호텔에서 머무르는 시간속엔 향기가 있습니다. 또한 1987년 개관 후 지금까지 품격과 문화가 있
는 휴식지로 수많은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온 최고의 호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패키지 요금 적용중입니다

14시 / 12시

주차시설있음 / 주차요금 : 무료 / 승용차 : 600 대 가능 / 대형차 : 30 

대 가능 / 주변주차장 : 목포시 공영주차장

0채 128실 ⁄ 총 0명 수용

http://www.shinanbeachhotel.com/

주소 해안로 2 (죽교동)

전화 061-243-3399

추천 6

입실/퇴실

주차시설

규모

인터넷예약

관심여행담기 홈페이지 추천하기

관광호텔·가족호텔

(http://www.mokpo.go.kr)

/tour/amusement
/tour/amusement/accommodations
/tour/amusement/accommodations/tourfamily
http://www.shinanbeachhotel.com/
http://www.shinanbeachhotel.com/


상세정보

성수기안내  
여름성수기 7월 10일 ~ 8월 31일 여름극성수기 7월 25일 ~ 8월 15일 겨울성수기 11월 26일 ~ 12월 31일 겨울극성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패키지 요금 적용중입니다
패키지 요금은 호텔로 문의바랍니다.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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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안내  
수기 12월 10일 ~ 12월 31일

주말요금적용  금요일, 공휴일전일, 명절

추가인원요금  

디럭스스위트(바다전망, 더블+더블+싱글): 정원 3명 ( 최대인원 : 5명 ) / 온돌스위트(바다전망, 침대없음): 정원 4명 (

최대인원 : 6명 ) / 패밀리스위트(바다전망, 더블+싱글, 복층형): 정원 2명 ( 최대인원 : 3명 ) / 침대 트윈(산전망, 더블

+싱글): 정원 2명 ( 최대인원 : 3명 ) / 침대 트윈(바다전망, 더블+싱글): 정원 2명 ( 최대인원 : 3명 )

부대/편의시설  한식당, 양식당, 커피숍, 베이커리, 남자사우나

디럭스스위트(바다전망, 더블+더블+싱글)

정원 : 3명 ( 최대인원 : 5명 )

 비수기주중 : 500,000원

세면도구, 목욕시설, 에어컨, TV, 책상, 헤어드라이기 , 테이블, 케이블방송, 인터넷, 냉장

고, 전화기

온돌스위트(바다전망, 침대없음)

정원 : 4명 ( 최대인원 : 6명 )

 비수기주중 : 350,000원

세면도구, TV, 책상, 헤어드라이기 , 테이블, 케이블방송

패밀리스위트(바다전망, 더블+싱글, 복층형)

정원 : 2명 ( 최대인원 : 3명 )

 비수기주중 : 300,000원

세면도구, 목욕시설, 에어컨, TV, 책상, 헤어드라이기 , 테이블, 케이블방송, 인터넷, 냉장

고, 전화기

침대 트윈(산전망, 더블+싱글)

정원 : 2명 ( 최대인원 : 3명 )

 비수기주중 : 133,000원

(http://www.mokpo.go.kr)



위치 및 주변정보

전체  관광지  음식  숙박

신안비치호텔

목포시 해안로 2

061-243-3399

 비수기주중 : 133,000원

세면도구, 에어컨, TV, 책상, 헤어드라이기 , 테이블, 케이블방송, 인터넷, 냉장고, 전화기,

트윈침대

침대 트윈(바다전망, 더블+싱글)

정원 : 2명 ( 최대인원 : 3명 )

 비수기주중 : 149,000원

세면도구, 목욕시설, 에어컨, TV, 헤어드라이기 , 테이블, 케이블방송, 인터넷, 냉장고, 전

화기

(http://www.mokpo.go.kr)



061-243-3399

자세히보기  관심콘텐츠 담기

목록으로

신안비치호텔 : 목포시 해안로 2 대중교통길찾기

신안비치호텔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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