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uests Room

【스위트룸】 【트윈룸】
헨나호텔 서울명동에서 가장 많은 62개의 
트윈룸. 화장실・세면대가 분리되어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입니다.

【더블룸】
2명이 이용해도 좁지 않을 넓이를 확보한 
더블룸. 화장실・세면대가 분리되어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입니다.

프런트에서는 2대의 우주비행사 로봇이 손님을 맞이하고 체크인을 도와 손님과 호텔 직원의 접촉이 불필요한「비대면」체크인을 실시합니다. 또한 손님 
본인의 스마트폰의 전용 어플을 다운로드하면 호텔 이외의 장소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체크인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손님의 스마트폰을 객실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비대면」체크인 뿐만 아니라 체크인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하였습니다.

헨나호텔  서울명동
Henn na Hotel Seoul Myeong Dong

「비대면」의 로봇체크인 등
최첨단의 IoT・AI가 집결한 최신「스마트호텔」

P oint 최신기술을 다수 도입한「스마트호텔」

Point

料金/1室あたり

프런트 카운터를 담당하는 2대의 우주비행사 
로봇. 손님과 호텔 직원의 접촉이 불필요한 

안심「비대면」로봇 체크인. 귀여운 
움직임과 표정도 주목해주세요.

침대를 3대 설치한 헨나호텔 서울명동에서 가장 넓은 약 36㎡의 객실. 3명이 이용해도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여 리빙 공간에서도 편하게 쉬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세면대가 
분리되어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입니다.

호텔서비스H otel Services
●전시설Wi-Fi무료완비　●체크아웃연장(유료)　●관내금연(흡연실있음)　●5세이하 침대 동반이용 무료・조식(유료)　●레스토랑　●코인런드리　●제빙기
●엘리베이터 보안설비　●응급세트　●우산대여　●유니버셜룸　●AED

●관내Wi-Fi무료완비　●침대위USB　●침대　●온수비데　●에어컨　●냉장고　●50인치액정TV　●바스타올　●페이스타올　●바스매트　●가운  ●객실용슬리퍼
●옷걸이　●핸드・페이스솝　●보디솝　●샴푸　●컨디셔너　●칫솔세트(유료)　●컵　●면도기(유료)　●레이디세트　●전기포트　●드라이어　●금고　●공기청정기
●태블릿서비스

시 설

객 실

〈전객실Wi-Fi・금연〉

2021년
8월1일
개업

안심할 수 있는「비대면」로봇 체크인

 25석［좌석수］

한식, 일식, 양식［메뉴］

6:30～10:00 (마지막주문 9:30) 
※조식만 영업

［영업시간］

Restaurant 레스토랑

한식과 일식은 물론 양식의
조식을 준비하였고,
우주선을 이미지한 레스토랑
안에서는 서울의 길거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객실타입 넓이 이용인원 객실수 침대타입 침대사이즈 요금/1객실당

（2021년7월현재）

160cm×195cm

100cm×195cm 등

침대1대

침대2대

198,000원 ~ (성인 2명 이용시)14실2명더블룸 20.74～
21.29㎡
16.45～
20.01㎡

100cm×195cm 등
(소파베드는 80cm×195cm)

100cm×195cm

231,000원 ~ (성인 3명 이용시)

396,000원 ~ (성인 3명 이용시)

20실

1실

3명

3명

트윈엑스트라룸
스위트룸 35.29㎡

침대2대,소파베드

침대3대

198,000원 ~ (성인 2명 이용시)트윈룸 62실2명

17.85～
21.68㎡

체크인은 안심할 수 있는「비대면」로봇 체크인, 또한 스마트폰으로 체크인도 가능

객실 안의 조명・에어컨・TV를 태블릿으로 일괄 조작 가능한 AI기술을 도입했고, 타올이나 어메니티 
등의 추가 요청 사항은 로봇이 손님의 객실까지 운반하는「비대면」의 딜리버리 시스템을 
채용했습니다. 이 딜리버리 시스템도 태블릿으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객실 내 태블릿으로 일괄 조작, 「비대면」딜리버리 로봇의 도입

호텔 관내의 에어컨에는 공용부 및 객실 모두 
초미세먼지에도 대응하는 고성능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에는 초미세먼지 대응 필터를 도입

로비에서는 2대의 움직이는 티라노사우르스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텔에 들어온 
순간부터「헨나호텔 서울명동」에서의 체류가 
즐거워집니다.

로비에서는 2대의 공룡이 맞이

명동역에서 도보 약 2분
관광・비즈니스 어느쪽에도 편리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가길 59
TEL 070-8057-1131
URL https://www.hennnahotel.com/seoul.myeongdong/

〈대중교통 이용시〉
●인천공항에서 공항버스로 명동지역까지 70분～105분
●인천공항제１여객터미널 공항철도A'REX로 서울역까지 43분∼59분
●김포공항에서 지하철로 명동역까지 40분～80분
●서울역에서 명동역까지 지하철로 약 5분
●지하철 명동역에서 도보 약 2분

오시는길Access

“헨나호텔”은「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호텔」로서 일본 현지에서 현재 18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런트에 배치된 공룡 로봇・
인간의 형상을 한 로봇이 손님의 체크인・체크아웃을 도와드리는 등 선진 테크놀로지 기술을 도입하여 높은 수준의 생산성과 엔터테인먼트를 갖춘 로봇을 
활용한 호텔입니다. 2015년 7월에 일본 나가사키현 하우스텐보스에 첫 호텔을 오픈하여「로봇이 일하는 최초의 호텔」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되었습니다. 8월 1일(일)에 해외 첫 진출로서 대한민국 서울에「헨나호텔 서울명동」을 오픈합니다.

헨나 호텔 소개

헨나호텔 마이하마 도쿄베이 프런트 헨나호텔 도쿄 긴자 프런트 헨나호텔 도쿄 아사쿠사타와라마치 프런트 헨나호텔 도쿄 하네다 프런트

총 객실수 100실객실〈전객실Wi-Fi・금연〉

Table B

우주선을 이미지화한 로비에서는 큰 공룡이 손님을 맞이하고, 프런트에서는 우주비행사 로봇이 체크인・체크아웃 수속을 도와 
손님과 호텔 직원의 접촉이 불필요한 안심「비대면」체크인을 실시합니다. 스마트폰을 객실키로, 태블릿으로 객실을 일괄 
조작하고, 딜리버리 로봇을 도입하는 등 최첨단의 IoT・AI기술을 집결시킨 최신의「스마트호텔」입니다. 명동역에서 도보 약 2분, 
관광・비즈니스 어느쪽에도 편리한 위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