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미야 Guesthouse Meeya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38길 42
42, Donggyo-ro38gil, Mapo-Gu, Seoul
Mobile 010 8506 4536
Tel
070 4099 3547
guesthousemee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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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미야 오시는 길
1. 인천공항 (47분) / 김포공항에서 (15분) / 서울역에서 (8분)
공항철도 탑승 후 홍대입구역 하차(47분), 3번 출구 이용

2. 고속터미널에서 찾아오기
9호선 당산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 2호선 홍대입구역 하차(39분)
3. 홍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1) 홍대입구역(공항선/2호선/경의중앙선)에 내립니다
2) 3번 출구에서 공원(연트럴파크)을 건너 8O M 내려옵니다 (1분)
3) 2번째 골목인 ‘오늘은 쉼표’ 안쪽으로 60M 들어 온 후
좌측으로

돌아 40M 내려오면

T자형 길이 있습니다.

(카페 ‘낙랑파라’앞 갈림길 1분)
4 직진해서 100M 오시면 동진시장 가는 삼거리 갈림길에 있습니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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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매뉴얼
1. Check In
오후 3시~ 10시 사이에 가능합니다. 룸 청소와 정리로 체크인 시간
이전에는 가방만 보관해 드립니다.

2. Check Out
오전 11시까지. 다음 손님을 위해 청소와 정리 시간이 필요하니 퇴실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3. 테라스를 비롯한 전 공간에서는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금연
공간입니다. ( 특히, 객실에서 흡연은 숙박을 취소합니다)

4. 세탁기는 지정된 시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08:30~11:30 / 유료 5,000원)
5. 사용하신 수건은 비치된 검은색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6. 계단을 오르내리실 때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7. 방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공용공간과 부엌을 이용해
주세요.
8. 구급상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9. 방을 비울 때는 잠금 장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중품의 분실 및 도난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배출하시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다른 것과
분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반려동물은 데리고 오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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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침대 등 비치된 물품이나 기구를 부주의로 파손했을 때는 변상하셔야
합니다.

13. 변기에는 비치된 휴지만 버려주세요. 티슈나 위생용품을 버리시면 배관
이 막힙니다.

2층 이용 안내

★2층 라운지와 공용 주방은 2~3층의 게스트를 위한 조식 및 휴식의 공간으로
조식시간 이후 청소가 완료되는 오전 11시~ 22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정수
기, 전자레인지, 커피머신, 토스터, 쿡탑이 준비되어 있어 간단한 1회용 조리가
가능하고 그 외의 취사는 불가합니다.

★모든 객실에서는 배달음식을 포함한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있습니다만,
2층에서는 준비하신 음식물의 섭취가 가능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준비된 음식물 쓰레기통 속 노란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2층에 있는 책은 편안하게 이용하시고 반드시 제자리에 꽂아 주십시오.

★주방에 비치된 물품을 사용 후에는 깨끗이 씻어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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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용 안내

★3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른 시간과 늦은 시간에는 다른 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0 이후)

★조식안내(0８：2０－09：３０)
3층 게스트는 2층에서 셀프로 조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빵, 시리얼, 달걀, 커피, 차, 쥬스, 과일, 잼, 버터가 기본 메뉴이며 준비되는
재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체크인 당일 오후 6시까지 조식 이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2층 식당에서 전자렌지를 사용한 간단한 일회용 조리를 할 수 있습니다.
(취사는 불가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사용하신 수건은 복도에 비치된 검은색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하여 복도 쓰레기통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동반한 손님께서 원목 침대 위에서 뛰어 파손한 일이 있었습니다.
침대위에서 뛰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비치된 집기나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시에는 변상하셔야 합니다.

★4층 손님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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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Meeya Pent 이용 안내

★ 4층 펜트하우스는 4-5명의 한 그룹이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 4층의 부엌에서 요리하실 수 있으며 아침식사를 준비하여 드시면 됩니다.
테라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에 테라스와 실내에서 늦은 시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3층의 손님을 위해 항상
방음문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 및 테라스에서는 숙박객의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금연입니다.
★ 4층 주방을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원래대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준비된 노란 봉투에 넣어서 베란다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주십시오. 조리용 기름을 싱크대에 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응고되어 배수관이 막힙니다)

★침대에서 절대 뛰시면 안 됩니다. 비치된 기물 파손 시 변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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