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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쇼핑 > 숙박 > 관광호텔·가족호텔

폰타나비치 관광호텔

신용카드  전화예약  조식제공  애완동물

저희 폰타나비치호텔은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67개의 객실과 연회장, 세미나실, 비즈니스 센터, 사우나, 레스토랑, 일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3성급 관광호텔입니다.
전 객실에서 지중해처럼 탁 트인 바다와 함께 목포의 명물 '춤추는 바다분수'의 환상적인 쇼를 관람할 수 있으며, 카페트 대신 온
돌마루로 이루어진 객실 바닥과 온돌난방, 친환경 소재 내부 인테리어, 천연라텍스 침대와 100% 거위털 침구류는 고객님께 미
세먼지가 없는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 할 것입니다.
최고의 시설과 더불어 저희 호텔 모든 임직원들은 고객님께서 편안한 휴식과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가실 수 있도록 고객 한 분
한 분께 정성 어린 서비스로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15시 / 12시

주차시설있음 / 주차요금 : 무료 / 승용차 : 30 대 가능 / 대형차 : 2 대 

가능 / 주변주차장 : 지하주차장

1채 67실 ⁄ 총 150명 수용

http://www.fontanahotel.co.kr/

주소 평화로 69 (상동)1145번지 12호

전화 061-288-7000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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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anahotel.co.kr/
http://www.fontanahotel.co.kr/


상세정보

성수기안내  해당내용 없음

주말요금적용  금요일, 공휴일전일

추가인원요금  
디럭스 스위트: 정원 2명 ( 최대인원 : 2명 ) / 디럭스 트윈: 정원 3명 ( 최대인원 : 3명 ) / 디럭스 더블: 정원 2명 ( 최대

인원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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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및 주변정보

전체  관광지  음식  숙박

디럭스 스위트

정원 : 2명 ( 최대인원 : 2명 )

 해당내용 없음

세면도구, 목욕시설, 에어컨, TV, 헤어드라이기 , 테이블, 화장대, 케이블방송, 인터넷, 냉

장고, 전화기

고급스런 분위기와 격조 높은 클래식 인테리어는 오직 귀하만을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침실

과 거실이 분리된 여유로운 객실에서 고품격 휴행의 감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디럭스 트윈

정원 : 3명 ( 최대인원 : 3명 )

 해당내용 없음

세면도구, 에어컨, TV, 헤어드라이기 , 테이블, 화장대, 케이블방송, 인터넷, 냉장고, 전화

기

디럭스 더블

정원 : 2명 ( 최대인원 : 2명 )

 해당내용 없음

세면도구, 에어컨, TV, 헤어드라이기 , 테이블, 화장대, 인터넷, 냉장고, 전화기

탁 트인 전망과 아늑한 실내 인테리어 공간을 자랑하며, 노트북 제공 및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

비즈니스 및 가족여행의 즐거운 여유로움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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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타나비치 관광호텔

목포시 평화로 69

061-288-7000

자세히보기  관심콘텐츠 담기

목록으로

폰타나비치 관광호텔 : 목포시 평화로 69 대중교통길찾기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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