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 하얏트 인천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 번길 208, 22382

032 745 1234 TELEPHONE
032 745 2500 FAX

incheon.grand@hyatt.com
incheon.grand.hyatt.com

객실 개요

레스토랑 & 바 

• 총 객실 수: 1,024
(이스트 타워: 523, 웨스트 타워: 501)

이스트 타워:
• 레스토랑 8 - 여덟 가지 다양한 맛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카페 / 쿠치나 / 델리 / 디저트 / 그릴 / 누들 / 스시 / 야키토리
• 비 바 & 가라오케 - 모던한 분위기의 엔터테인먼트 센터

객실 정보:
• 오리털 이불과 베개
• 다양한 영화 채널 등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한 LED TV / 유료 영화
• 보이스메일 / 데이터 포트
• 넓은 업무용 책상
• 무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
• 초고속 프리미엄 인터넷 서비스 (유료)
• 개별 냉난방 시스템 / 순면 가운 및 슬리퍼 / 헤어 드라이어
• 객실 내 금고
• 미니바 / 객실 내 커피와 차, 미네랄 생수
• 알람 시계 / 110V, 220V 콘센트
• 간이 침대 및 유아용 침대 이용 가능

고객 서비스 & 시설 
• 다국어 가능 직원 & 컨시어지 서비스 / 비즈니스 센터
• 24시간 룸 서비스
• 2개의 실내 수영장 (이스트: 1개, 웨스트: 1개)과 1개의 어린이 전용 수영장,
플레이그라운드
• 금연 객실과 장애인 전용 객실 / 세탁 및 드라이 클리닝 서비스
• 외화 환전 / ATM / 금고시설 (프론트 데스크)
• 주차 대행 및 대형 주차시설 / 뉴스 스탠드 및 잡화 / 플로리스트
• 인천국제공항과 호텔간 무료 셔틀 버스 서비스
• 이스트 타워와 웨스트 타워에 각각 위치한 공항 전망의 그랜드 클럽 라운지
• 그린 호텔: 친환경건축물인증 LEED 골드 등급을 획득한 웨스트 타워

웨스트 타워:
• 그랜드 카페 - 정통 유럽, 아시아 음식을 제공하는 뷔페 레스토랑
• 스웰 라운지 - 식사와 커피, 차, 칵테일과 함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

미팅 & 이벤트
• 이스트 타워: 1개의 대형 연회장과 1개의 대형 컨퍼런스 룸, 11개의 이벤트룸과

2개의 접견실, 3개의 보드룸을 갖춘 최적의 미팅 공간 입니다.
• 웨스트 타워: 1,250 m2 규모의 연회장에는 빌트인 커피 바가 갖추어진 500 m2
크기의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사전 행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2개의 대형
컨퍼런스룸, 2개의 드로잉룸, 4개의 미팅룸 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연회가
가능합니다.
• 두 타워를 연결하는“스카이 브리지”는 특히 이스트 타워의 대연회장을 포함한
미팅 공간들과 웨스트 타워의 이벤트 데크를 연결시키면서 두 타워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사를 연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이스트와 웨스트 타워의 가든 이벤트 데크는 바다 전망과 가든에 둘러 쌓여
독특한 분위기를 선사하며 MICE, 가족 연회, 웨딩, 풀사이드 BBQ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레크리에이션
• 클럽 올림퍼스 - 이스트 타워의 25m 실내 수영장과 웨스트 타워의 20m 수영장
및 15m 어린이 전용 수영장, 사우나와 피트니스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스트 타워와 웨스트 타워의 야외 정원은 다양한 꽃, 나무, 식물로 이루어져
최상의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위치

찾아오시는 길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그랜드 하얏트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으로

3분 거리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인천은

부터 자동차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왕산, 을왕리 해수욕장 등 다양한 주변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해서

관광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원하게

서울시내 까지 가는데 약

뚫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로 서울시내를

인천대교를 통해서 인천 및 송도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인천대교를 통해

가는데 약

공항 신도시 10km
(자전거 전용 도로)

30분이 걸립니다.

송도로의 접근이 편리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삼성 월드게이트
합동청사역
대우 스카이 월드
인천 골프 클럽
LG 에클라트
인천국제공항공사
대우 IBC 디오빌
인하국제의료센터

호텔 주변 명소 

•
•
•
•
•
•
•

이마트

40분,

무의도, 실미도, 용유도
왕산 해수욕장, 을왕리 해수욕장

CGV 영화관

여객

널

터미

인천공항 전망대
연안부두의 해산물 시장
골프 코스

BMW 드라이빙 센터

로

고속도

제공항

인천국

공항 신도시 10km
인천 시내 31km

김포국제공항 40km
서울 시내 50km

BMW 드라이빙 센터 방면
호텔 - BMW 드라이빙 센터 거리: 13km

자기부상열차
인천국제공항역

6.1km

용유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