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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HOTEL  TOKYO JR SHINKOIWA

도쿄역에서 직통 14분! 비즈니스에 최적!!

도쿄 스카이트리, 도쿄 디즈니 리조트 관광에도 안성맞춤♪

12㎡ 12㎡ 12㎡

아침식사(갓 구운 빵)

객실

객실 표준 설비 및 비품

■시간 :

■ 호텔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인근 주차장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체크인 시간 : 15시~24시　　체크아웃 시간 : 10시

●JR 소부선 '신코이와'역 남쪽 출구에서 도보 약 2분

싱글 룸 (2명까지)

●와이드 침대【폭150cm】

슈퍼 룸（2명까지) 엑스트라 싱글 룸（2명까지)

●와이드 침대【폭140cm】＋로프트 침대【폭100cm】 ●와이드 침대【폭140cm】

[객실 설비]

●32인치 와이드 액정 TV　●영화 VOD(유료 150편)

●무료 고속 인터넷(무선/유선)　●냉장고　

●전기 주전자　●가습기 장착 공기청정기

●휴대전화 충전기　●유닛 배스　●비데　●드라이어

●전체 객실 건강 이온수 공급

[대여용품&기타]

●베개(7종 중 선택)　●담요　●체온계　

●전기 스탠드　●바지 프레스기　●재봉용구

●캔 오프너　●와인 오프너　●손톱깎이　

●대여 컴퓨터(유료 1일 1,000엔)

●복사 서비스(유료)　●FAX 서비스(유료)

[호텔 내 설비]

●동전 세탁기 ※세제 무료

　(세탁기 1회 100엔, 건조기 30분 100엔)

●자동판매기(음료수, 주류)

●PC 코너(프린터 설치)

[객실 편의용품]

●칫솔　●목욕 타월　

●페이스 타월

●린스 겸용 샴푸

●보디 소프　●잠옷

6:30~8:30(평일), 6:30~9:00(일요일ㆍ공휴일)

건강을 고려한 균형 잡힌 아침식사를 숙박하시는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갓 구운 빵도 드실 수 있습니다.

유기농 JAS 야채만을 
사용합니다.

슈퍼호텔의 샐러드는 안심 안전

아침식사
(갓 구운 빵)
무료

무료

이미지

지구와 인류의 건강

URL   ： http://www.superhotel.co.jp
mobile ： http://www.sh-mb.com/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으로도 

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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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신코이와 약 14분

하네다 공항

환승

하마마쓰초

환승

도쿄 약 37분신코이와

나리타 공항

환승

게이세이후나바시 후나바시 약 66분신코이와

마이하마

환승

니시후나바시 약 24분신코이와

TDR®

오시아게 약 15분신코이와

도쿄 스카이 트리 환승

긴시초

ACCESS 교통편 MAP 지도※환승 시간 미포함

JR 소부선 쾌속

도쿄 모노레일
공항 쾌속

JR 야마노테선
JR 소부선
쾌속

게이세이 본선 특급 JR 소부선

JR 무사시노선 JR 소부선

도쿄메트로 한조몬선 JR 소부선 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