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Tegel 공항-Estrel 호텔 

(1) 테겔 공항에서 Alexanderplatz 행 TXL 버스를 타고 S 반 역인 Beusselstr. 역에서 내리세요. 

S41(41 번 S 반, 1 번 플랫폼 can be changed)을 타시고 Sonnenallee 역까지 오시면 큰 삼각형 

모양의 호텔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커넥션에 문제만 없다면 테겔공항에서 호텔까지 50 분 가량 소요됩니다. 

아래 첨부한 스케줄이 매 10 분마다 운행되네요. 

 

(2) 테겔 공항에서 Zoologischer Gerten 행 X9 버스를 타고 Junfermheide 역에서 내리세요. 

S42(42 번 S 반, 6 번 플랫폼, can be changed)을 타시고 Sonnenallee 역까지 오시면 큰 삼각형 

모양의 호텔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커넥션에 문제만 없다면 테겔공항에서 호텔까지 50 분 가량 소요됩니다. 

이 방법 또한 매 10 분마다 운행되네요. 



 

(3) Taxi 

estrel hotel, Sonnenallee 225, 12057 Berlin 으로 오시면 됩니다. 

택시비는 약 40-50 유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Schoenefeld 공항-Estrel 호텔 

(1) 쇠네펠드 공항에서 Bundesplatz 방향 S45(45 번 S 반, 13 번 플랫폼, can be changed)를 

타고 neukoelln 역에서 내리세요. 

S42(42 번 S 반, 2 번 플랫폼, can be changed)로 갈아 타시고 Sonnenallee 역까지 오시면 큰 

삼각형 모양의 호텔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커넥션에 문제만 없다면 쇠네펠드 공항에서 호텔까지 30 분 가량 소요됩니다. 

매 20 분마다 운행되네요. 



 

 

 

 

(2) 쇠네펠드 공항에서 분데스플라츠 방향 S45(45 번 S 반, 13 번 플랫폼, can be changed)를 

타고 Koellnische 역에서 내리세요. 

그 곳에서 M41 버스(Hermannplatz 방향)로 갈아 타시고 Ziegrastr. 까지 오시면 큰 삼각형 

모양의 호텔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커넥션에 문제만 없다면 쇠네펠드 공항에서 호텔까지 35 분 가량 소요됩니다. 

매 20 분마다 운행되네요. 



 

 

(3) 쇠네펠드 공항에서 Pankow 방향 S9(9 번 S 반, 13 번 플랫폼, can be changed)를 타고 

Plaenterwald 역에서 내리세요. 

그 곳에서 277 번(Marienfelde, Stadtrandsiedlung 방향) 버스로 갈아 타시고 

Dammweg/Sonnernallee 까지 오신 후 다시 M41 번(Hauptbahnhof 방향) 버스로 갈아타시고 

Ziegrastr. 에서 내리시면 큰 삼각형 모양의 호텔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커넥션에 문제만 없다면 테겔공항에서 호텔까지 40 분 가량 소요됩니다. 

이것도 매 20 분마다 운행되네요. 



 

 

 

 

 

 

 

 



(4) 쇠네펠드 공항에서 rudow 방향 171 버스를 타고 Sonnenallee 에서 내리세요. 교통에 문제만 

없다면 테겔공항에서 호텔까지 40 분 가량 소요됩니다. 매 20 분마다 운행되네요. 

 

 



(5) 쇠네펠드 역에서 기차로 이동 후 다시 S 반을 갈아타는 방법이 더 있긴 하나 소요시간이나 

트랜스퍼에 메리트가 없어 안내하지 않을게요. 

(6) Taxi 

estrel hotel, Sonnenallee 225, 12057 Berlin 으로 오시면 됩니다. 

택시비는 약 30-40 유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 berlin Hauptbahnhof (berlin 중앙역)-Estrel 호텔 

(1) 베를린 중앙역에서 Strausberg 방향 S5(5 번 S 반, 15 번 플랫폼, can be changed)를 타고 

Ostkreuz 역에서 내리세요. 그곳에서 S41(41 번 S 반)을 타시고 Sonnenallee 역까지 

오시면 큰 삼각형 모양의 호텔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커넥션에 문제만 없다면 

호텔까지 30 분 가량 소요됩니다. 매 10 분마다 운행되네요. 

 

 

 



(2) 베를린 중앙역에서 Sonnenallee 방향 M41 번 버스를 타시고 Ziegrastr.  역까지 오시면 큰 

삼각형 모양의 호텔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교통에 문제만 없다면 호텔까지 40 분 

가량 소요됩니다. 매 10 분마다 운행되네요. 

 

(3) Taxi 

estrel hotel, Sonnenallee 225, 12057 Berlin 으로 오시면 됩니다. 

택시비는 약 30-40 유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이 세 곳 이외의 곳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www.bvg.de 웹페이지에서 출발지(von), 도착지(nach), 

그리고 희망시간(am:날짜, um: 시간)을 넣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출발지에는 주소나 지명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http://fahrinfo.vbb.de/bin/query.exe/dn  혹은 www.bahn.de 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http://www.bvg.de/
http://fahrinfo.vbb.de/bin/query.exe/dn


 

 



 

 

**가격** 

http://www.bvg.de/index.php/de/3786/name/Tarifuebersicht.html 

http://www.vbb.de/index.php/de/article/a/fahrpreise-bis-31-juli-2012/5649.html 

이 곳에서 가격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8 월 1 일부터 가격인상이 있으므로 베를린 지역에 더 머무르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호텔은 A 와 B 지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테겔 공항은 B 지역, 쇠네펠드 공항은 C 지역, 

베를린 중앙역과 주요 관광지는 A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수시 공원이 위치한 포츠담은 C 

지역입니다.  

http://www.bvg.de/index.php/de/3786/name/Tarifuebersicht.html
http://www.vbb.de/index.php/de/article/a/fahrpreise-bis-31-juli-2012/564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