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톤 미드타운 호텔은 국제적 감각을 갖춘 태국 태생의 새로운 호텔 그룹입니다. 

 
 
 

IN THE CENTER OF BANGKOK - 방콕에서 가장 편리한 위치  

다양한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 도시 방콕은, 조용한 골목들과 번화가가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Sindhorn Midtown (신톤 미드타운)은 BTS 지상철 칫롬역에서 도보로 5 분 정도의 랑수언 지역에 

위치하며 수쿰빗과 실롬, 사톤, 시암 등 어느 곳으로나 접근이 용이합니다. 주변에는 4 면 불상으로 

유명한 에라완 사원, 빠뚜남 시장, 센트럴 월드 쇼핑몰 등이 있으며 호텔에서 제공하는 무료 

셔틀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상철 라차담리역까지도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Sindhorn Midtown은 

모든 투숙객들에게 방콕에서의 완벽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입니다.  

 

 

INSIDE THE COZY COCOON - 안락한 공간  

호텔은 총 31 층으로, 344 개의 객실 및 스위트 룸을 제공합니다. 태국 현대 예술이 가득한 세련된 

공간으로 시원함과 안락함 촛점을 맞춘 5 성 호텔입니다.  

  

ROOM CATEGORIES - 객실 소개: 

• 어번 프리미어 (33sqm) – 153 객실 

• 하이라인 프리미어 (33sqm) – 99 객실 

• 스카이 디럭스 (33sqm) – 30 객실 

• 원(1) 베드룸 스위트 (40sqm) – 20 객실  

• 원(1) 베드룸 스카이 스위트 (40sqm) – 5 객실 

• 투(2) 베드룸 스위트 (54sqm) – 12 객실 

• 투(2) 베드룸 코너 스위트 (72sqm) – 20 객실 

• 투(2) 베드룸 코너 스카이 스위트 (72sqm) – 5 객실 

SPECS - 객실 설비: 

• 킹사이즈 침대 혹은 트윈 침대 (싱글 x 2) 

• 커넥팅 룸 보유 

• 다양한 채널이 제공되는 49 인치 스마트 TV 

• 충전 케이블 및 충전 플러그 

•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 무료 웰컴 미니바 

• 커피, 차 메이커 

• 별도 주문이 가능한 일부 욕실 용품 

• 전자레인지, 밥솥, 인덕션, 냉장고, 식기류 등이 준비된 주방과 세탁기 및 건조기 

(25-29 층의 스위트 객실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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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HE SERVICED RESIDENCES - 서비스 레지던스 

장기 투숙을 위한 49 객실의 레지던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ROOM CATEGORIES - 레지던스 객실 소개 :    

• 스튜디오 (33sqm) – 34 객실  

• 원(1) 베드룸 (50sqm) – 15 객실  

 

SPECS - 레지던스 객실 설비:  

• 킹사이즈 침대 (트윈 침대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양한 채널이 제공되는 49 인치 스마트 TV  

• 전자레인지, 밥솥, 인덕션, 냉장고, 식기류 등이 준비된 주방과 세탁기 및 건조기 구비   

• 공동 공간의 레지던스 전용 프라이빗 가든 

• 거주자를 위한 주차장   

• 레지던스 내에서 사용 가능한 인터넷 와이파이 서비스  

 

FOODSTUFFS & FACILITIES - 레스토랑과 시설   

Tr.EAT - 트릿  

다양한 태국 및 아시안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퓨전 레스토랑으로 영양이 가득한 식사를 아침과 점심에 

즐길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매일: 6:30 am – 12:00 pm (오전 타임) 12:00 pm – 3:30 pm (런치 타임)  

수용 가능인원: 150 석  

  

Rhumba - 럼바 

다양한 종류의 럼을 주제로 한 편안한 로비라운지 바에서 클래식한 수제 칵테일을 다양한 안주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매일: 일 – 목, 11:00 am – 00:00 am 금 – 토, 11:00 am – 1:00 am 

수용 가능인원: 바테이블 6 좌석, 라운지 31 좌석  

  

Horizon Pool - 호라이즌 풀   

방콕 시내의 스카이 라인을 만끽할 수 있는 호텔 18 층에 위치하고 있어 멋진 뷰와 함께 칵테일과 

아시안 스타일의 카나페 안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수영장 - 7:00 am – 7:00 pm 풀 바 - 9:00 am – 8:00 pm   

수용 가능인원: 바테이블 9 좌석, 다이닝 10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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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tness Center - 피트니스 센터 

19 층에 위치한 Sindhorn Midtown 의 피트니스 센터는 24 시간 개방하며 사우나 시설을 포함한 모든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MEETING & EVENT SPACES - 미팅과 이벤트 공간  

최첨단 미팅룸 설비와 케이터링 서비스가 제공되는 작은 회의를 위한 공간입니다.  

Sindhorn Midtown 의 미팅룸은 자연 채광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비지니스 미팅부터 개인 모임까지 

다양한 모든 행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FACTBOX - 호텔 상세 안내 

주소: 68 Langsuan Road, Lumpini, Pathumwan, Bangkok 10330 Thailand  

Tel: +66 2 796 8888  

전화: +66 2 796 8889  

이메일: commercial@sindhornmidtown.com  

홈페이지: sindhornmidtown.com   

총지배인: Jee Hoong Tan  

부총지배인: Nawin Pakwattanakarn  

세일즈 & 마케팅 이사: Nicha Ruenthip  

마케팅 및 홍보 매니저: Noppawan Sirinoppakun 

호텔 소유주: Siam Sindhorn Co., Ltd.   

 

미팅룸 
넓이 

(sqm) 

  
최대 수용가능 인원 (명) 

  

극장식 클래스룸 미팅룸 U 자형 
연회 

(원탁) 
칵테일파티 

미드타운 원  44 45 12 17 18 20 50 

미드타운 투 36 25 8 9 10 10 30 

미드타운 쓰리 30 25 8 9 10 10 30 

미드타운 66 60 20 23 26 30 65 

http://www.sindhornmidtow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