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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신용 카드

휠체어 이용자 대응 주차장

공용부 휠체어 대응 화장실

공용부 휠체어 대여

장애인 친화형 사용하기 편안한 객실

주소

전화번호

URL 

영업시간
휴업일

평균 예산

직원 대응 언어

메뉴, 안내 대응 언어

범례

●센다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포를 선택하
시거나 시설을 이용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청취를 통해 숙박 시설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서비스에 따라서는 예약이 필요하거나 서비스가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설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COVID-19의 영향으로 영업시간이 변경되거나
휴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설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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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ルモントホテル仙台

알몬트 호텔 센다이

센다이시 아오바구 주오 3-4-10

022-212-6551 

https://www.almont.jp/sendai/

Check-in 14:00 Check-out 11:00

8,000엔

일본어, 영어 일본어, 영어

숙박시설

○ ○ ○ ○ 1대 객실 수 1 (정원 2명)

숙박시설

○ ○ × ○ 1대 ×

ホテル法華倶楽部仙台

호텔 홋케 클럽 센다이

센다이시 아오바구 혼초 2-11-30

022-224-3121

https://www.hokke.co.jp/sendai/

Check-in 14:00 Check-out 11:00

9,000엔

일본어 일본어

https://www.almont.jp/sendai/
https://www.hokke.co.jp/sendai/


ホテルメトロポリタン仙台

호텔 매트로폴리탄 센다이

센다이시 아오바구 주오 1-1-1

022-268-2525

https://sendai.metropolitan.jp/

Check-in 15:00 Check-out 12:00

32,000엔(트윈룸 객실당 요금)

일본어, 영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간체자, 번체자), 한국어

숙박시설

○ ○ ○ ○ 5대 객실 수 5 (정원 2명)

숙박시설

○ ○ ○ ○ 2대 객실 수 2 (정원 3명)

ホテルメトロポリタン仙台イースト

호텔 매트로폴리탄 센다이 이스트

센다이시 아오바구 주오 1-1-1

022-268-2525

http://east-sendai.metropolitan.jp/

Check-in 15:00 Check-out 10:00

41,000엔(트윈룸 객실당 요금)

일본어, 영어 일본어, 영어

https://sendai.metropolitan.jp/
http://east-sendai.metropolitan.jp/


ホテルメルパルク仙台 Hotel Mielparque Sendai

호텔 메르파르크 센다이

센다이시 미야기노구 쓰쓰지가오카 5-6-51

022-792-8111

https://www.mielparque.jp/sendai/

Check-in 15:00 Check-out 11:00

6,000엔~

일본어 일본어

유니버설 룸은 객실 입구가 넓고 휠체어 이동 공간도 충분. 욕실 바닥은 높낮이 차가 없으며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대 치수：세미 더블 침대(120×200cm) 2대+소파 침대 객실
면접：40㎡ 객실 입구 문 폭：90cm   욕실 입구：95cm   침대와 침대 사이 간격： 70cm

숙박시설

○ ○ ○ ○ 5대 객실 수 1 (정원 3명)

江陽グランドホテル

고요 그랜드 호텔

센다이시 아오바구 혼초 2-3-1

022-267-5111

http://www.koyogh.jp/index.php

Check-in 14:00 Check-out 11:00

13,750엔

일본어, 영어 일본어, 영어

숙박시설

○ ○ × ○ 3대 ×

https://www.mielparque.jp/sendai/
http://www.koyogh.jp/index.php


숙박시설

○ ○ × ○ 3대 ×

仙台国際ホテル

센다이 국제 호텔

센다이시 아오바구 주오 4-6-1

022-268-1111

http://www.tobu-skh.co.jp/

Check-in 15:00 Check-out 11:00

트윈룸 17,600엔~   더블룸 19,800엔~ (객실당 요금·세금 별도)

일본어, 영어 일본어, 영어

伝承千年の宿 佐勘

전승 천년의 숙소 사칸

센다이시 다이하쿠구 아키우마치 유모토 아자 야쿠시 28

022-398-2233

https://www.sakan-net.co.jp/

Check-in 15:00 Check-out 11:00

휴업일：여관 휴관일

23,000엔

일본어, 영어 일본어, 영어

숙박시설(여관)

○ ○ × ○ 4대 객실 수 1 (정원 6명)

http://www.tobu-skh.co.jp/
https://www.sakan-net.co.jp/


仙台ロイヤルパークホテル

센다이 로얄 파크 호텔

센다이시 이즈미구 데라오카6-2-1

022-377-2111

https://www.srph.co.jp/

Check-in 15:00 Check-out 11:00

휴업일：호텔 휴관일

19,360엔~(유니버설 트윈룸 1실 2명 이용 시 1인당 표준 요금)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숙박시설

○ ○ ○ ○ 4대 객실 수 1 (정원 3명)

숙박시설

○ ○ ○ ○ 3대 객실 수 3 (정원 2명)

ウエスティンホテル仙台

웨스틴 호텔 센다이

센다이시 아오바구 이치반초 1-9-1

022-722-1234

https://www.the-westin-sendai.com/

Check-in 15:00 Check-out 12:00

26,000엔~(세금·서비스 별도)

일본어, 영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간체자)

https://www.srph.co.jp/
https://www.the-westin-senda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