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돈 미드타운 호텔 방콕은 안목 높은 고객을 위한 세심하고 친절한 서비스와 함께, 현대식 도심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안락하면서도 품격 있는 분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레스토랑이나 바 등, 다양한 숙박 시설을 갖추면서 언제든 고객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고품격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콕의 다양한 장소로 연결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예술과 문화, 식사와 

댄싱, 높은 수준의 웰빙 등, 이 모든 것이 이곳 도심의 심장부인 신돈 미드타운에서 시작됩니다 -  

 
 

방콕 최적의 연결 통로 

방콕은 다양한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조용한 녹지와 활기 넘치는 쏘이 골목들, 지역 회사 사무실이나 

유흥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 위치한 신돈 미드타운은 랑수완 거리와 근접해 있으며, 스쿰빗과 실롬 지역 방문이 

용이합니다. 지상철인 BTS 칫롬역과 라차담리역은 걸어서 5 분 거리에 있습니다. 산책삼아 센트럴 칫롬 백화점이나 룸피니 

공원을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뚝뚝이를  타고 에라완 사원, 빠뚜남 시장이나 센트럴 월드를 가실 수도 있습니다. 범룽랏 

병원과 방콕 병원 그리고 메드팍 병원도 가실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도심의 곳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돈 미드타운은 

도심 곳곳을 아우르는 방콕의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현대식 디자인과, 여유로운 우아함 그리고 지역 특색의 예술 감각을 살려낸 344 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쁘게 보낸 도심 

여행 후, 샤워로 생기를 되찾고, 한두잔의 음료로 휴식을 취하신 후 구름처럼 푹신한 침대에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룸 카테고리 

• 153 개의 스탠다드 룸 (33 스퀘어미터) 

• 99 개의 프리미엄 룸(33 스퀘어미터) 

• 30 개의 스위트룸(33 스퀘어미터) 

• 20 개의 원-베드 스위트룸(40 스퀘어미터)  

• 5 개의 원-베드 스카이 스위트룸(40 스퀘어미터) 

• 12 개의 투-베드 스위트 룸(54 스퀘어미터) 

• 20 개의 투-베드 코너 스위트룸(72 스퀘어미터)  

• 5 개의 투-베드 코너 스위트룸 (72 스퀘어미터) 

시설 

• 킹사이즈 또는 트윈 베드 

• 룸과 룸사이 연결 도어 

• 청결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공기 청정기 

• 지역 방송과 세계 각국의 채널을 감상하실 수 있는 49 인치 LED TV 

• 충전 케이블과 국제 규격의 USB 소켓 

• 와이파이 접속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 스위트 룸 내 냉장고 

•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시설 구비 

• 요구 시 욕실 용품 제공 

• 25-29 층 모든 객실내 건조기 겸용 세탁기 구비 

• 25-29 층 모든 스위트 룸에는 인덕션과 주방 후드, 전기 포트, 전자 레인지, 냉장고와 그릇 등을 포함한 주방 용품 완비. 

 

 



 

 
 

서비스형 레지던스 안내 

미니멀한 스타일. 심플한 시설. 편안함. 신돈 미드타운의 여섯 가지 테마를 갖춘 49 개의 객실은 개별적인 레지던스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룸 카테고리 

• 34 개의 스튜디오 스위트 룸 (32-40 스퀘어 미터) 

• 15 개의 아파트 형 원-베드 룸 (40-50 스퀘어미터) 

시설 

• 킹 사이즈 베드 

• 지역 방송과 세계 각국의 채널을 감상하실 수 있는 49 인치 LED TV 

• 청결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공기 청정기 

• 인덕션, 주방 후드, 전기포토, 전자레인지, 냉장고, 토스터기와 그릇 등을 포함한 주방 용품 완비. 

• 건조기 겸용 세탁기 

•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정원 구비 

• 주차장과 와이파이 접속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식사와 음료 소개 

Bangkok’78 

70년대 태국 수도의 황금기 시대에서 영감을 따온 Bangkok’78은 팟 타이 끙, 똠얌 수프, 카우 소이, 찹쌀을 곁들인 망고 등 도심에서 

가장 핫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태국 셰프팀이 신선한 현지 재료로 요리한 다양한 종류의 레트로 클래식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국 음식을 사랑하는 고객을 위해, 태국 미셸린 원-스타 레스토랑인 Saneh Jaan 과의 콜라보네이션으로 

최상의 요리를 제공합니다. 70 년대 태국 빈티지 분위기 속에서 방콕의 다양한 분위기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점심이나, 

가족들 과의 저녁 식사, 친구 모임이나 사적 모임을 즐기시는 동안 추억의 옛 음악에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 시간 : 매일 오전 11:30 ~ 오후 10:30 

좌석 : 150 석 

 
Sip & Co. 

방콕이라는 활기찬 도심 여행을 즐기기 위한 에너지를 충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Sip & Co 는 생동감 넘치는 대화를 위한 장소를 

공유하고 있으며, 입맛을 돋구기 위한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내 좌석과 곧 야외 좌석도 마련이 될 Sip & Co 는 도심 

심장부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모임이나, 친구들 과의 담소, 혼자만의 여유 등 랑수완 카페와 키친에서 당신만의 안식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 6 시~오후 10 시 

좌석수 : 40 석 

 
The Black Cat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분위기 있는 태국 위스키 바인 이곳은 음료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때우기에 적당한 장소입니다. 

신돈 미드타운 호텔 방콕 로비 한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고양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시그니처 칵테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태국에서 유명한 소규모의 바와 파트너를 맺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후 5 시 ~ 오전 2 시 

좌석수 : 40 석 



 

 
 

Horizon Pool 

스카이라인 뷰. 반짝이는 물. 약간의 철학적인 감각을 담은 호라이즌 풀은 칵테일과 소량의 다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8 층에 

비추는 햇살의 도시 풍경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 시간 : 수영장 이용과 음료, 오전 7 시~오후 10 시, 식사 오전 11 시~오후 10 시 

좌석 수 : 카운터 바에 9 개의 좌석과 식사를 위한 10 개의 좌석 

피트니트 센터 

19 층에서 감상하는 스카이 뷰. 통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 최신식 장비를 갖춘 신돈 미드타운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몸매를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층에는 두개의 사우나 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업 시간 : 매일 24 시간. 

 

특별한 이벤트를 위한 미팅 공간. 

기둥 없는 장소. 현대식 기술과 미팅 시설을 제공. 창의성을 유지하기 위한 케이터링 서비스. 자연 채광을 자랑하며 비즈니스 

미팅에서부터 사적 모임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플한 디자인의 신돈 미드타운 미팅 공간. 

 

연락처 

주소: 68 랑수완 로드, 룸피니, 파뚬완,     전화: +66 2 796 8888 

방콕 10330 타이랜드      팩스: +662 796 8889 

이메일: commercial.sindhornmidtown@ihg.com   웹사이트: sindhornmidtown.com 

 
 

제너럴 매니저: Ms. Umaporn Vongpipun                        호텔 매니저: Mr. Nawin Pakwattanakarn 

영업 담당: Mr. Wang Rattanatrakulchai    마케팅 이사: Ms. Noppawan Sirinoppakun 

 

소유주 : Siam Sindhorn 주식회사                                                                    관리자 : IHG® Hotels & Resort 

페이스 북 : Sindhorn Midtown Hotel Bangkok                                 인스타그램: sindhorn_midtown 

링크드 인 : Sindhorn Midtown Hotel Bangkok 

 

객실 면적(스퀘어미터) 

  
수용 (인원)   

극장 클라스 룸 회의실 U 자형 룸 연회장 
칵테일 

연회장 

미드타운 1 44 48 20 22 21 30 45 

미드타운 2 36 32 12 10 15 18 25 

미드타운 3 30 32 12 10 15 18 25 

미드타운 66 48 24 22 25 36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