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로 오는 방향 (또는) 방법
승용차로 오는 경우:
아래에 파리 공항에서 승용차로 오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오는 길이 나와 있는 전 여정을 보시려면 여기(www.google.com/maps )를
클릭하십시오.
 샤를르 드골 공항에서 오는 경우 :
파리 방향 고속도로 A1을 타고 Porte de la Chapelle 출구까지 직진하십시오,
북역 방향으로 가다가 Avenue de la Porte de la Chapelle 길을 타십시오,
Rue de la Chapelle까지 계속 가다가 Rue Ordener에서 우회전하십시오,
Boulevard Barbès에서 좌회전한 후, Boulevard de Magenta를 계속 가십시오,
Place de Roubaix에서 우회전하십시오,
Rue de Maubeuge을 계속 가십시오,
Rue de Châteaudun에서 좌회전하십시오,
Rue La Fayette에서 약간 좌회전하십시오,
오른쪽에 보이는 약국 바로 앞에서 우회전하여 Rue Cadet로 진입하십시오.
Rue Cadet로 진입하면 호텔 주차장이 크게 눈에 띕니다.
 오를리 공항에서 오는 경우 :
오를리 공항에서 Paris Porte d'Orléans 방향 고속도로 A1을 타십시오,
D920에서 출구로 나가십시오
Avenue de la Porte d'Orléans에서 우회전하십시오
Avenue du Général Leclerc을 계속 가십시오
Place Denfert-Rochereau 방향으로 가십시오
약간 우회전하여 Avenue du Général Leclerc을 계속 가십시오
Avenue Denfert-Rochereau을 계속 가십시오
Avenue de l'Observatoire을 계속 가십시오
Boulevard Saint-Michel을 계속 가십시오
Boulevard du Palais을 계속 가십시오
Place du Châtelet에서 약간 좌회전하십시오
Square de la Tour Saint-Jacques을 계속 가십시오
Boulevard de Sébastopol을 계속 가십시오
Boulevard Saint-Denis에서 좌회전하십시오
Boulevard de Bonne Nouvelle을 따라 계속 직진하십시오
Boulevard Poissonnière을 계속 가십시오
Rue du Faubourg Montmartre에서 우회전하십시오
Rue La Fayette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오른쪽에 보이는 약국 바로 앞, 68번에서 회전하여 Rue Cadet로 진입하십시오
Rue Cadet로 진입하면 호텔 주차장이 크게 눈에 띕니다.
 샤를르 드골 공항에서 오는 경우 :

택시 : 공항에서 호텔까지 일반 택시 요금은 50 - 60유로 정도입니다. 승객 수가 4명이면 미터
요금에 3유로, 짐이 두 개면 1유로가 추가됩니다. 도착 터미널에 있는 수하물 찾는 곳에서
출구로 나오면 택시를 잡을 수 있습니다. 터미널 출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착층에 있는 터미널 1- 20 번 출구
터미널 2A & 2C - 6번 출구
터미널 2B & 2D - 7번 출구
터미널 2E & 2F - 1번 출구
도착층에 있는 터미널 3 출구, 승차장 5개: T1-T2BD-T2AC-T2EF, T3

Roissybus : 오전 5시30분에서 오후 11시까지 샤를르 드골 공항에서 파리-오페라로 15-2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편도 티켓 요금은 € 9.40이며 버스 안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소요
시간은 약 1시간입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Opéra 역에서 La Courneuve 방향 지하철 7번선(티켓 요금 € 1.70)을 타고
Cadet에서 내리거나 택시(약 € 15)로 오십시오.

RER: 터미널 2 TGV에서 Gare du Nord 방향 RER B선을 타십시오. 그런 다음 택시나
도보(짐이 무겁지 않다면 10분 정도 소요)로 Rue Cadet 로 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를리 공항에서 오는 경우 :
택시 : 공항에서 호텔까지 일반 택시 요금은 40 - 45유로 정도입니다. 승객 수가 4명이면 미터
요금에 3유로, 짐이 두 개면 1유로가 추가됩니다. 도착 터미널에 있는 수하물 찾는 곳에서
출구로 나오면 택시를 잡을 수 있습니다. 터미널 출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Paris-Orly Sud에서 출구 L
Paris-Orly Ouest에서 도착층에 있는 게이트 B

Aerogare Ouest 에서 ORLYBUS를 타고 Denfert-Rochereau 역에서 내리십시오.
Denfert-Rochereau역에서 Porte de Clignancourt방향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동역(Gare
de l'Est)에서 내리십시오. 동역에서 Villejuif - Mairie d'Ivry 방향 7호선으로 갈아타서 Cadet
역에서 내리십시오.
지하철 요금은 약 9유로이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북역(Gare du Nord)에서 오는 경우 :
택시 :
북역에서 오른쪽(Hopital Lariboisiere 방향)으로 나오면 택시 승차장이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려면 택시 기사에게 Rue La Fayette 길을 타서 Rue Cadet 모퉁이에서
세워달라고 하십시오. 택시비는 약 15유로이며 5-10분 정도 걸립니다.

도보 :
북역에서 나와 Rue La Fayette 방향으로 가서 우회전하여 Cadet 지하철역 방향(66번
부근)으로 계속 가십시오. 왼쪽에 있는 Rue Cadet 거리로 가면 Rue Cadet 입구에 있는
오페라 카데 호텔이 보입니다. 도보로 약 20분 걸립니다.

동역(Gare de l'Est)에서 오는 경우 :
Mairie d'Ivry-Villejuif 방향 지하철 7호선을 타고 Cadet 역까지 갑니다(두 번째 정거장).
지하철 티켓 요금은 € 1.70이며 소요 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리용 역(Gare de Lyon)에서 오는 경우 :
Saint Lazare 방향 지하철 14호선을 타고 Pyramides 역까지 갑니다.
피라미드 역에서 La Courneuve 방향 7호선으로 갈아타고 Cadet 역에서 내립니다.
지하철 티켓 요금은 € 1.70이며 소요 시간은 20분 정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