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자로부터 당신이 찾을 수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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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호스텔 & 펜션 다운타운은 유네스코 지역 내의 프라하 역사지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츨라프 광장까지 도보 5분



구시가지 광장까지 도보 10분



카렐교까지 도보 10분



카렐교 (도보 10분)




프라하 성과 성 비토 대성당 (도보 30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성 단지 중 한곳

구시가지 광장 (도보 10분)




트립어드바이저 2015에 의하면 세계에서 16번째로 유명한 관광지.

역사적 천문 시계와 더불어 가장 유명한 프라하 광장에 방문해보세요.

유대인 마을 (도보 15분)


유대교 회당, 묘지, 유대인 박물관, 카프카와 골렘 – 수천명의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프라하 관광지.



구시가지 (도보 5분)




좁다란 거리들로 얽힌 구시가지의 독특한 분위기를 경험하세요.

페트린 타워 (도보 10분)


프라하의 작은 에펠탑? 맞아요!

우리 호스텔에서 단지 몇 백 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분주한 밤 문화의 중심가뿐만 아니라 역사적 관광지의 대부분은 호스텔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한



말라스트라나(도보 15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라하 성까지 가는 가장 아름다운 산책로는 말라스트라나를 통해서입니다. 말라스트라나,
그곳이 바로 프라하입니다. 프라하, 그곳이 바로 말라스트라나입니다.

호스텔 & 펜션 다운타운은 새로 재건축된 역사적 입체 건물이 있는 가장 유명한 프라하 거리인
나로드니 트리다 (Národní třída) 에 위치해 있습니다.



캄파 체르또브카 (도보 10분)


캄파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전설적인 존 레논 벽을 방문해보시고 작은 베니스를 거닐러
보세요.

지하철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나로드니 트리다(Národní Třída) (호스텔로부터 100m)



무스텍(Můstek station) (호스텔로부터 300m)

동물원 (대중교통 45분)


.



찰스 스파 (도보 10분)


1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원 중 한곳인 이 곳을 방문해보세요

프라하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디스코에서 춤을 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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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체크인: 오후 2시
체크아웃: 오전 10시

호스텔 & 펜션 다운타운은 프라하 중심가에 있으면서 아래의 범주에 대한 양질의 숙박을 제공합니다.


개인실 (전용 욕실)



개인실 (공용 화장실/샤워실)



도미토리 – 공용실 및 공용 화장실/샤워실

더 많은 사진들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개인실 (전용 화장실 및 샤워실)

도미토리 (공용실)
넓은 2개 침대에서 7개 침대까지의 방들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넓은 2개 침대에서 12개 침대까지의 방들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개인 샤워실 및 화장실





무료 와이파이

=>자물쇠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대여가능



탁자용 램프



무료 와이파이



침대 옆 탁자



탁자용 램프



서랍



침대 옆 탁자



거울



서랍



탁자 및 의자



탁자 및 의자



활기찬 룸메이트 

우리는 2개 침대 방들에 대해 두 가지 종류를 제공합니다:


더블 베드



트윈 (분리된) 베드

https://hostel-downtown.cz/en/gallery

수화물 보관 라커

- 공용 화장실 및 샤워실은 각 층마다 위치해 있습니다.
- 도미토리는 두 가지 종류로 제공됩니다:

개인실 (공용 화장실/샤워실)



혼성 도미토리



여성 전용 도미토리

넓은 2개 침대에서 12개 침대까지의 방들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무료 와이파이



탁자용 램프



침대 옆 탁자



서랍



탁자 및 의자

-공용 화장실 및 샤워실은 각 층마다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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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이 받은 수상내역


호스 텔 다 운 타운 은 많 은 상 들 을 보 유하 고 있 습 니다

4

보증금과 함께 대여 가능 물품

서비스


24시간 프런트 데스크



TV가 딸린 거대한 라운지



호스텔 전 구간 금연 구역



모든 방마다 카드 자물쇠 설치



승강기

무료 서비스


모든 설비를 갖춘 부엌



모든 방에서의 와이파이



환전 기계



PC 코너에 있는3대의 컴퓨터



수화물 보관실



프런트 데스크 내의 금고



도미토리 내 수화물 보관 라커



호스텔 활동들



4-5대의 자전거를 보관 가능한 자전거 보관소



테이블 게임 및 테이블 축구게임



라운지에 있는 피아노와 기타



프라하 지도



리넨



24시간 이용가능한 따뜻한 물



차



타워



어댑터



수하물 보관 라커를 위한 자물쇠



헤어 드라이어



다리미 및 다리미판



우산



선풍기



방들은 대게 오후 2시 이후부터 준비가 완료됩니다.



만약 당신이 오후2시 전에 도착했고 방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당신은 당신의
수화물을 수화물 보관실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떠나는 날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료) !!!

우리는 당신의 안전을 돌봅니다.

뷔페식 아침식사 (5유로)



세탁기 (4유로) 및 건조기 (4유로)



공항에서부터 택시 (650 크라운)



프라하 주변의 저렴한 택시



프린터, 스캐너, 팩스



24시간 간단한 음식 – 시원한 음료, 커피



3% 수수료와 함께 카드 지불 가능



우편 서비스

당신은 우리 CCTV 카메라와 화재 경보기로 보호됩니다.



모든 호스텔 방들은 카드 자물쇠로 보안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공용실은 라커가 구비되어 있고 또한 프론트 데스크 내의 호스텔 금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숙박비 지불은 대게 도착하는 날에 요청됩니다.



우리는:

유로 서비스






현금 (CZK, EUR, GBP, USD)



과 지불카드인 VISA, EC/MC, AMEX 를 받습니다.



카드 결제 시 3%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결제 금액은 모든 세금을 포함합니다. (VAT, 도시 세금)



단체손님 또는 장기 투숙에 한하여 사전에 지불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늦은 체크아웃을 할 경우 한 사람당 CZK 1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후 2시 이후 방/침대에 대해 전체 비용을 요구할 겁니다.



아침식사는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약을 하길 원하거나 가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https://hostel-downtown.cz/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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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조건



각 손님은 도착 시 유효한 ID 나 여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호스텔은 손님의 지불 카드에 대해 사전에 숙박비 전체 혹은 부분만큼 재가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활동


호스텔 다운타운은 매일 그리고 매일 밤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활동은 무료입니다.



우리의 엔터테이너들과 전 세계에서 모인 배낭여행객들과 함께 호스텔 다운타운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Hostelling International 카드 소지자에 한해 10% 할인을 제공합니다.


할인은 직접 예약(우리 웹사이트, 이메일, 편지, 전화) 또는 사전

우리의 실제 프로그램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약 없이 찾아오신 손님에 한해서 제공이 됩니다.


https://hostel-downtown.cz/en/activities

이미 할인 금액이 적용된 예약 건에 대해선 따로 할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체 손님과 장기 투숙객들에게 할인을 제공합니다.



부모와 동반한 어린이들에겐 “가족 할인”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연령대별):


0-4세: 침대 없이 무료, 혹은 한 침대당 50% 할인



5-10세: 50% 할인 (침대 유무 상관없이)
가족 할인 조건:

o

부모는 자녀의 신분증(여권, ID)을 제시함으로써 자녀의 나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 할인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o

가족 할인은 오직 우리 호스텔과의 직접 예약 건(이메일, 웹사이트: www.hosteldowntown.cz 혹은 프론트데스크 방문 예약)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o
o
o

우리 활동들:












옛 프라하 투어
프라하 성 투어
요리 세션
빙고와 맥주
자전거 투어
맥주 시음회
술집 순례
인형극 - 파우스트
다운타운 갓 탤런트
그리고 더 많은 활동들

저희 파트너 예약 시스템인 HostelWorld, HiHostels, Booking.com, HRS, HostelBookers 등을 통해서
예약된 건에 대해선 가족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프라하 산책을 즐기고, 프라하 성을 방문하고, 페트린 언덕을 방문하고,

가족 할인은 숙박을 제외한 아침식사나 다른 서비스에 대해선 유효하지 않습니다.

존레논벽에 그림을 그리고, 최고의 체코 술집에서 체코 맥주를 즐기고, 우리와 함께 춤을

할인은 누적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HI 카드 할인과 동시에 가족 할인을 적용할 수

추거나 당신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은 우리와 함께 요리하고 저녁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방문하세요.
https://www.jsc.cz/files/booking-conditions-375-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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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은 우리호스텔의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저녁시간 대에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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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바츨라프 하벨 공항으로부터 오시는 거라면:
1.

공항에서 우리 호스텔로 찾아오시는 방법.

표를 구매하세요
어디서 표를 살 수 있나요?


공항에 있는 매표기



공항에 있는 인포메이션 센터

5.

지하철 입구를 찾아가세요.

6.

MŮSTEK 역까지 지하철(녹색 라인)을 타고 가세요.

어떤 종류의 표가 필요한가요


32 CZK의 표 (90 분간 유효)

버스 기사로부터 구매할 경우 당신은 별도 추가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2.

119 번 버스를 타세요
버스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탑니다

내립니다

버스역은 공항 홀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디서 하차하면 되나요?
o

3.

버스 안에서 티켓에 스탬프를 찍으세요.

Můstek 역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6번째 역)

얼마나 걸리나요?
o

표는 유효화 되어야 합니다.
처음 탑승한 대중교통 시설에서 딱 한번 표를

대략 10분정도 걸립니다.

다른 표도 필요한가요?

유효화시키면 됩니다.

o

아니요. 만약 공항에서 표를 구매했다면, 당신의 표는 모든 교통수단에
한해서 유효합니다. (오직 90분간)

4.

NÁDRAŽÍ VELESLAVÍN 버스 역에서 하차하세요.
7.

출구를 찾습니다.
a)

이 방향으로 갑니다.

약 15분 걸립니다.

b)

계단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그 역인지 알 수가 있나요?

c)

오른쪽으로 돕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이 역은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d) Národní 라 불리는 출구를 찾습니다.

내릴 때 같이 내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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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 호스텔로 걸어옵니다.

-이제 우리 호스텔까지 대략 300미터정도 걸어 오시면 됩니다.



야간에 오시는 방법 (자정에서 오전5시 사이)


택시를 타고 오시거나,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실제 오는 교통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dpp.cz/en/ (Letiště Václava Havla 에서 Můstek까지 - from: Letiště
Václava Havla, to: Můstek)

11

12

중앙 기차역에서 우리 호스텔로 찾아오시는 방법.13
13
만약 중앙 기차역- Hlavní nádraží 으로부터 오시는 거라면:
5. MŮSTEK 역까지 지하철(녹색 라인)을 타고 가세요.
1. 표를 구매하세요
어디서 표를 살 수 있나요?


기차역에 있는 매표기



기차역에 있는 인포메이션 센터

어떤 종류의 표가 필요한가요?


24 CZK의 표 (30 분간 유효)

탑니다.

내립니다.

어디서 하차하면 되나요?
o

Můstek 역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1번째 역)

2. 지하철에서 티켓에 스탬프를 찍으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o

표는 유효화 되어야 합니다

대략 2분정도 걸립니다.

처음 탑승한 대중교통 시설에서 딱 한번 표를 유효화시키면 됩니다.

다른 표도 필요한가요?
o

아니요. 만약 중앙 기차역에서 표를 구매했다면, 당신의 표는 모든
교통수단에 한해서 유효합니다. (오직 30분간)

3. Muzeum 역까지 지하철(빨강 라인)을 타고 가세요.
4. 녹색 노선 A로 갈아타세요

6. 출구를 찾습니다.
a)

이 방향으로 갑니다.

b)

계단을 이용합니다.

c)

오른쪽으로 돕니다.

d)

Národní 라 불리는 출구를 찾습니다.

7. 우리 호스텔로 걸어옵니다.
-공항에서부터 오는 방법에서 설명된 것을 참조하세요(11 페이지)

이 방향으로 향합니다

13

14

만약 버스 정류장- Florenc 으로부터 오시는 거라면: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호스텔로 찾아오시는 방법.
15

1. 지하철 입구를 찾아가세요.

어디서 하차하면 되나요?
o

Národní třída 역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3번째 역)

야간에 오시는 방법 (자정에서 오전5시 사이)


택시를 타고 오시거나,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실제

얼마나 걸리나요?

오는 교통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dpp.cz/en/

o

대략 4분정도 걸립니다.

(Florenc 에서 Můstek까지 - from: Florenc, to: Můstek)

다른 표도 필요한가요?

2. 표를 구매하세요

o

어디서 표를 살 수 있나요?


교통수단에 한해서 유효합니다. (오직 30분간)

지하철에 있는 매표기

5. 출구를 찾습니다.

어떤 종류의 표가 필요한가요?


24 CZK의 표 (30 분간 유효)

3. 지하철에서 티켓에 스탬프를 찍으세요.

이 방향으로 갑니다.

b)

계단을 이용합니다.

c)

오른쪽으로 돕니다.

-국립 극장을 향해 100m 정도 걷습니다.

처음 탑승한 대중교통 시설에서 딱 한번 표를 유효화시키면

-호스텔은 거리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됩니다.

4. Národní třída 역까지 지하철(노랑 B노선)을 타고 가세요.

내립니다.

15

a)

6. 우리 호스텔로 걸어옵니다.

표는 유효화 되어야 합니다.

탑니다.

아니요. 만약 Florenc 버스정류장에서 표를 구매했다면, 당신의 표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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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에 대한 몇 가지 조언들




파란 구역에 당신의 차를 주차하지 마세요!!
=>오직 거주자를 위한 주차공간입니다.

소매치기를 조심하세요!!!
어디서 주차가 가능한가요?



대중 교통 티켓을 구매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렌지 구역을 찾아야 합니다.

=> 티켓 검표원들은 엄격합니다.



호스텔 다운타운 전용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근처 국립 극장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루 당 CZK 700)



혹은 지하철 C라인으로 프라하 중심가에 쉽게 도달 가능한 프라하 7

어디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나요?





인포메이션 센터



지하철 내 티켓 판매기



모든 신문지 가게

구역(Holešovice)에 위치한 P+R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루 당
CZK 100) http://www.dpp.cz/parkoviste-p-r/



공항이나 중앙 기차역에서 환전을 하지 마세요!!

=>프라하의 날씨는 매우 변동이 심합니다.

=>거긴 환율이 매우 안 좋습니다.



여행하시기 전에 일기예보를 확인하세요!!

거리에서 환전을 하지 마세요!!

어디서 확인 가능하나요?

=>체코 통화가 아닌 다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s://www.yr.no/place/Czech_Republic/Prague/Prague/

어디서 환전하면 되나요?


당신은 부엌에 위치한 우리의 지불

긴급 연락처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공항이나 중앙 기차역에서 택시를 타지 마세요!!
=>택시 기사가 당신을 경시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택시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경찰

158

화재

150

응급 의료상황

155

긴급 전화

112

우리는 고정된 그리고 합리적이 가격으로 당신께 택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항 – 호스텔 다운타운 (650CZK)
-중앙 기차역– 호스텔 다운타운 (300CZK)

호스텔 & 펜션 다운타운

- Florenc 버스 역– 호스텔 다운타운 (300 CZK)



만약 관심이 있다면, 사전에 예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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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downtown@jsc.cz

Národní 19, 110 00 Praha 1
이메일: downtown@jsc.cz
전화번호: +420 224 240 57
휴대폰: +420 739 343 863
페이스북: Hostel Downtown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