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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도심 속 비즈니스 공간에서 만나는 여유 가득한 야외 정원

Rooftop (Secret Garden) 은 고즈넉한 옛 고궁의 정취와 생동감 
넘치는 서울의 풍경을 동시에 감상하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루프 탑에 준비되는 특별한 
이벤트, BAR와 다채로운 파티를 즐기며 도시 한 가운데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공항리무진 버스 6011번 - 인천국제공항 1층 5B/12A(70분 소요) / 창경궁(도보 1분)

601번 버스 - 국제선청사 도착 1층, 버스 승강장 4 (60분 소요) / 창경궁(도보 5분)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9 (우)03081

Rooftop (Secret Garden)

Directions

Attractions

Shopping Districts

인천국제공항 From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irport Limousine Bus #6011 - 1F, 5B/12A(70min by bus) / Changgyeonggung(1min on foot)

Blue Bus #601 - 1F, Bus Stop #4 (60min by bus) / Changgyeonggung(5min on foot)

179, Yulgok-ro, Jongno-gu, Seoul, 03081 Korea
Tel. +82. 2. 742. 8080  Fax. +82. 2. 742. 8081
www.mayplace.co.kr

김포국제공항 From Gimpo International Airport

Restaurant

Coin Laundry Room

CAFE AVIS

Enjoy Seoul’s beautiful skyscrapers and during the night gaze
 at the city lights from the rooftop garden.

카페 아비스는 신선한 식재료로 선보이는 자연주의 컨셉의
이탈리안 푸드 & 샐러드 바입니다.

Cafe Avis serve Italian food and salad bar with fresh 
ingredients. Enjoy deliciously-healthy natural foods 
in a friendly and comfortable setting.

Walking Distance
5 ~ 15 minutes from Hotel

Gyeongbokgung
Dongdaemun Design Plaza
Daehangno
Cheonggyecheon(stream)
N Seoul Tower(about 15minutes by car)

Walking Distance
10 ~ 20 minutes from Hotel

Insa-dong
Myeong-dong
Dongdaemun Shopping Town
Gwangjang Market
Jongno Jewelry Arcade



도시를 제대로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울의 전통가 첨단을 아우르는 중심지에 위치한
MAYPLACE는 문화,예술은 물론 쇼핑, 관광까지 도시를 
즐기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만든 메이플레이스는 
메이필드의 자연철학이 만든 두번째 이름입니다.

긴장된 몸과 마음으로는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자연친화적 설계로 이루어진 MAYPLACE는 도심 한가운데서 
만나는 봄처럼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드립니다. 
MAYPLACE에서는 일이 휴식이되고, 휴식이 일이 됩니다.

·소규모 비즈니스 미팅에 적격

·노트북 등 사무기기 완비

·laptop / sound system / wired 
    and wireless internet access

·고객의 건강, 향균, 방음을 위해 카펫대신
   친환경 바닥(난방)
·빗물 재활용 및 태양광 발전을 통한 환경 보호

서울의 어느 곳을 가든 

그 출발점은 MAYPLACE입니다.

메이필드호텔의 새로운 브랜드

메이플레이스 서울 동대문

Guest Rooms  

Conference Room  2

Philosophy Architecture

“Credible & Connected”

Facilities

Located at the center of tradition and advanced technology, 
Mayplace is at the starting point of Seoul’s culture, art, 
shopping, and tourism.

Mayplace provides the greatest value of 'Harmony with
Nature' as the second resting place of May�eld Hotel.

Superior Twin

Superior Double

Family Twin 

Deluxe Triple

Corner Suite

Mayplace Suite

·특급호텔 10년 운영 노하우가 스며든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균질화된 서비스 제공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Credible Service

·Service reliability from �ve-star hotel management

친환경건축 Eco-friendly Architecture

·Wooden �oor with heating
·Recyclable energy

For the satisfaction of the business travelers, 
the meeting room is equipped with the best comforts 
and facilities for successful business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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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PLACE에서는 
일 마저 편안한 휴식이 됩니다.

Floor Plan  

·세미나, 워크샵 등과 같은 비즈니스 미팅,

   기업체 교육행사, 소규모 모임 등 진행

·노트북, LCD 프로젝터 및 각종 사무기기 완비

·laptop / LCD projector and screen / sound system /
    wired and wireless internet access

Conference Room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