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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쇼핑 > 게스트하우스

건맥스테이

신용카드  전화예약  조식제공  애완동물

건맥스테이는 목포 만호동 주민 132명이 만든 건맥1897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로컬기반 숙소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관광사업 관광숙박업(호스텔)으로 등록되어 솔로 여행객이나 연인, 2~3인 가족에 최적화된 11개의 아늑한 객
실, 유달산과 목포진이 눈앞에 펼쳐진 루프탑, 저녁엔 건어물 안주에 시원한 생맥주가 있는 1897건맥펍(PUB)과 함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객실 인원기준에 맞춰 예약부탁드립니다 ^^
5세이상 아동은 인원추가로 예약하셔야 하며 인원추가 시 (15,000원)비용이 발생됩니다. 궁금한 사항있으면 톡톡대화로 문의
주세요
3인 가능 객실 : 206호, 207호

보호자 동반 없는 미성년자 입실 불가합니다
조식이용은 2층 공용공간에서 이용가능합니다.
1층 건맥펍에서 생맥주 웰컴쿠폰 + 건어물구이(1장)를 드립니다. (1인당 1잔 무료)

16시 / 11시

주차시설없음

0채 11실 ⁄ 총 23명 수용

pub1897.imweb.me/index

주소 해안로237번길 10-1 (행복동1가)건맥스테이

전화 010-5645-1897

추천 0

입실/퇴실

주차시설

규모

인터넷예약

관심여행담기 홈페이지 추천하기

게스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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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건맥펍에서 생맥주 웰컴쿠폰 + 건어물구이(1장)를 드립니다. (1인당 1잔 무료)
전 객실 넷플릭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텔 프리미엄 침구류와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건맥스테이에서 아침을 맞이해요~

체크인 : 16:00 체크아웃 : 11:00 조식 이용 시간 07:00 ~ 10:00
테라스, 루프탑 이용시간 10:00 ~ 23:00 전화문의 가능시간 10:00 ~ 24:00
(19시 이후는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예약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010-5645-1897로 전화주세요.

건맥스테이 연락처
010-5645-1897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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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성수기안내  해당내용 없음

주말요금적용  금요일, 공휴일전일, 명절

추가인원요금  
싱글룸: 정원 1명 ( 최대인원 : 1명 ) / 디럭스 더블룸: 정원 2명 ( 최대인원 : 3명 , 추가요금: 인당 15,000원 ) / 더블룸 :

정원 2명 ( 최대인원 : 2명 )

부대/편의시설  1897 건맥펍(1층), 루프탑(4층), 공용공간(2층/3층)

싱글룸

정원 : 1명 ( 최대인원 : 1명 )

 비수기주중 : 45,000원 / 비수기주말 : 55,000원 / 성수기주중 : 45,000원 / 성수기주말 :

55,000원 / 극성수기주중 : 45,000원 / 극성수기주말 : 55,000원

세면도구, 목욕시설, 에어컨, TV, 헤어드라이기 , 케이블방송, 인터넷

여인숙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객실 사이즈가 작아 싱글, 커플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객실입니다.

디럭스 더블룸

정원 : 2명 ( 최대인원 : 3명 )

 비수기주중 : 60,000원 / 비수기주말 : 70,000원 / 성수기주중 : 60,000원 / 성수기주말 :

70,000원 / 극성수기주중 : 60,000원 / 극성수기주말 : 70,000원 ( 추가요금 : 인당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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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숙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객실사이즈가 작아 싱글, 커플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객실입니다.

더블룸

정원 : 2명 ( 최대인원 : 2명 )

 비수기주중 : 55,000원 / 비수기주말 : 65,000원 / 성수기주중 : 55,000원 / 성수기주말 :

65,000원 / 극성수기주중 : 55,000원 / 극성수기주말 : 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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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숙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객실 사이즈가 작아 싱글. 커플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객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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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으로

건맥스테이, 1897건맥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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