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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얼레이 관광호텔 용인은 서울, 용인, 수원, 오산을 연결하는 신갈
분기점 인근에 위치한 부띠끄 호텔 입니다.
다양한 타입의 100객실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변환경과 조화로
운 최고급 인테리어로 고객님의 요구에 만족감으로 보답하겠습
니다.
또한 레스토랑, 비즈니스 룸, 회의실, 휘트니스 등의 편의 시설은
고객님의 편안한 휴식 및 성공적 비즈니스에 동반자가 될 것 입
니다.

Hotel Allee in Yongin is a boutique hotel situated nearby
Shingal Junction that connects Seoul, Yongin, Suwon, and
Osan.
Hotel Allee has different types of 100 guest rooms and will
satisfy customers with the interior best harmonized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Hotel Allee also offers diverse convenient facilities, including
restaurant, business room, conference room, and fitness
facilities, for customers' relaxing holiday as well as successful
business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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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 tourist hotel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4년 9월 12일부터 모든 관광호텔은
3년마다 등급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얼레이 호텔 은 2017.03.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국
관광공사 등급 결정 심사에서 3성급 호텔을 인정 받았으며,

관할 지역에서 유일한 3성급 호텔로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By the amendment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all tourist
hotels from September 12, 2014,

Evaluation must be evaluated mandatory every 3 years.
The Orlay Hotel was approved as a 3 star hotel at the
decision review on the evaluation of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whic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epends on 2017.03.21,
It is operating as the only 3 star hotel in the jurisdiction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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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231
전화 : 031.693.9181
주변관광지 :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등

Dongdaemun

얼레이 호텔에서는 신갈역에서 픽업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는 시간을 호텔에 미리 알려주시면 얼레이 호텔까지 모시겠습니다.

Incheon

Seoul

동대문

서울

인천

Airport
공항

Everland

Allee Hotel
Korea Folk Village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Yongin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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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 231, Sinjeong-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Tel : 031.693.9181
Attractions nearby : Everland, Korean Folk Village, Nam Jun Paik Art Center, Gyeonggi Provincial Museum
Hotel Allee offers pick-up service at Singal Station.
We will take you to Hotel Allee comfortably if you let us know what time you arrive in advance.

북수원 Ic
N.Suwon Ic
수지
Suji
동수원 Ic
E.Suwon Ic

광교중앙역
Gwanggyo
Centeral St

영통
Yeongtong

구성역
Guseong St
Everland
에버랜드

광교
Gwanggyo

Allee
Hotel

신갈역
Singal St

마성 Ic
Maseong Ic

수원신갈 Ic
SuwonSingal Ic

기흥역
Giheung St

Korea Folk Village
한국민속촌

용인 IC
Yongin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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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 객실이용 :
더블 - 킹사이즈 더블 침대
트윈 - 킹사이즈 더블 침대, 싱글 침대
월풀 욕조, 개별 냉난방 시스템, 50” LED TV (SK B tv),
비데, 냉장고, 전기포트 (커피, 티 무료제공),
와이파이 무료제공
- 위치 :

더블 - 2~7층 (5호, 6호, 7호, 8호, 10호, 13호)
트윈 - 2~7층 (2호, 3호, 4호, 11호, 12호, 14호, 15호)

- In Room :
Double - King size double bed
Twin - King size double bed, Single bed
Whirlpool Bathtub, Individual cooling & heating system,
50” LED TV (SK B tv), Bidet, Refrigerator,
Electric kettle (Complimentary tea bags),

Free wi-fi service
- Location
Double - 2~7Floor (No. 5, 6, 7, 8, 10, 13)
Twin - 2~7Floor (No. 2, 3, 4, 11, 12,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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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uxe
- 객실이용 :
더블 - 킹사이즈 더블 침대
트윈 - 킹사이즈 더블 침대, 싱글 침대
테라스, 월풀 욕조, 개별 냉난방 시스템, 50” LED TV (SK B tv),
비데, 냉장고, 전기포트 (커피, 티 무료제공),
와이파이 무료제공
- 위치 :

더블 – 201호, 309호, 401호, 509호, 601호, 709호
트윈 – 209호, 301호, 409호, 501호, 609호, 701호

- In Room :
Double - King size double bed
Twin - King size double bed, Single bed
Theras, Whirlpool Bathtub, Individual cooling & heating system,
50” LED TV (SK B tv), Bidet, Refrigerator,
Electric kettle (Complimentary tea bags),

Free wi-fi service
- Location
Double - No. 201, 309, 401, 509, 601, 709
Twin - No. 209, 301, 409, 501, 609,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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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e
- 객실이용 :
더블 - 킹사이즈 더블 침대
트윈 - 킹사이즈 더블 침대, 싱글 침대
월풀 욕조, 개별 냉난방 시스템, 50” LED TV (SK B tv),
비데, 냉장고, 전기포트 (커피, 티 무료제공),
와이파이 무료제공
일부 객실 – 테라스, 복층, 스파, 게임기

- 위치 :
더블 – 801호, 804호, 805호
트윈 – 802호, 803호, 806호, 807호, 808호, 809호

- In Room :
Double - King size double bed
Twin - King size double bed, Single bed
Whirlpool Bathtub, Individual cooling & heating system,
50” LED TV (SK B tv), Bidet, Refrigerator,
Electric kettle (Complimentary tea bags),

Free wi-fi service
Some Rooms - Theras, Duplex Room, Spa, Game Machine
- Location
Double - No. 801, 804, 805
Twin - No. 802, 803, 806, 807, 808,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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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Restaurant
별관 1층에 위치한 레스토랑 아젤리아에서 외국인 입맛에 맞춘 특색
있는 한식과, 기본 뷔페 메뉴의 조식을 매일 아침 제공하고 있습니다.

Azalea is a restaurant located on the first floor of the annexe and
serves distinguishing
Korean foods made to foreigners' taste as well as basic buffet
menu as breakfast every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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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enter
간단한 문서 작업과 프린트, 메일확인, 팩스 수신 등의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차와 음료도 준비 놓았습니다.
You can manage your business, such as simple paper works,
printing, checking email, and receiving fax.

Conference room
얼레이 호텔 본관 1층에 준비된 연회장에서 회의 및 각종 모임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준비 했습니다.
Banquet hall is prepared on the first floor of Hotel Allee to
throw various kinds of meeting and gath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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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special treatment
- 일반 고객 객실 단가의 10% 할인 적용.
- 5객실 5박 이상 예약 시 1객실 등급 업그레이드.
- 5객실 이상 예약 시 호텔 기준 반경 10Km 이내 픽업,
리턴 서비스 (1일1회 무료).
- 10객실 이상 예약 시 컨퍼런스 룸 사용료 대폭 할인.
- 조식 50%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