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GRAVITY
At GRAVITY, we welcome you with sights,
sounds and aromas that will stir your soul and replenish your spirit.
Leave the outside world behind and allow your sense to be elevated.
You have found your place to relax, revive and experience renewal.

IN ROOM DINING
인 룸 다이닝

EAT

Awakening Moments
그래비티는 잠들어있는 일상을 깨우는
라이프스타일 호텔입니다.

Breakfast

07:00 - 10:30

CONTINENTAL BREAKFAST

33,000

Choice of freshly squeezed juice
orange or grapefruit
Coffee, decaffeinated coffee or tea
with choice of whole milk, low-fat milk or soy milk
Choice of bread - 3 pieces
croissants, danish pastries, assorted muffins, toast(white, wheat or multi grain)
with butter and jam

AMERICAN BREAKFAST

38,000

Continental breakfast plus additional menu choices from below.
Choice of egg
fried(sunny side up, over easy, over medium, over hard), poached, scrambled or boiled
Choice of sausage(chicken or pork) or ham with bacon
with seasonal vegetables, potatoes and tomatoes

CLASSIC EGG BENEDICT

25,000

English muffins, poached eggs, ham and hollandaise sauce with green salad

CLASSIC OMELET

23,000

Choice of sausage(chicken or pork) or ham with bacon
with seasonal vegetables, potatoes and tomatoes

FRENCH TOAST

23,000

Served with maple syrup, fresh cream and fruits

Vegetarian menu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VAT.
Please contact Service One (Ext. 0) to order In Room Dining and inform us of any allergies or intolerance prior to placing your order.

Breakfast

07:00 - 10:30

BELGIAN WAFFLE



23,000

Served with maple syrup, fresh cream and fruits

CHOICE OF CEREALS

15,000

Cornflakes, bran flakes or chocolate chex

HOME-MADE BIRCHER MUESLI15,000
Rolled oats, apple, almond, honey and yogurt

STEEL CUT OATMEALS & BANANA15,000

BEVERAGES
FRESHLY SQUEEZED JUICE

15,000

Orange, grapefruit

VIVENTE ESPRESSO, AMERICANO

8,000

CAPPUCCINO, CAFE LATTE

9,000

CAFE MOCHA, CHOCOLATE

10,000

SEOUL BREAKFAST, CITRUS LOVE,
NODEUL EARL GREY, BLACK YUZU,
FLOWER GARDEN, BETTER THAN CHOCO

9,000

WHOLE MILK, LOW-FAT MILK, SOY MILK

7,000

Vegetarian menu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VAT.
Please contact Service One (Ext. 0) to order In Room Dining and inform us of any allergies or intolerance prior to placing your order.

All Day Dining

11:00 - 20:30

SOUP
DAILY SOUP 

15,000

SALADS
CAESAR SALAD 

29,000

With chicken or shrimp
parmesan cheese, romaine, croutons and bacon

COBB SALAD 

29,000

Beet, lettuce, cheddar cheese, tomatoes and thousand island dressing

SANDWICH & BURGER
GRAVITY BURGER 

32,000

American beef burger with bacon, gruyere cheese, butter lettuce, tomatoes and onions
*185g of beef patty imported from America. / Burgers are prepared well-done unless requested otherwise.

CLUB SANDWICH 

28,000

Lemon chicken, tomatoes, egg, bacon and rucola

BRIE CHEESE EGGPLANT PANINI28,000
Italian baguette with sun-dried tomatoes and basil garlic mayo

DESSERTS
HOMEMADE TIRAMISU

16,000

NEW YORK CHEESECAKE

16,000

Vegetarian menu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VAT.
Please contact Service One (Ext. 0) to order In Room Dining and inform us of any allergies or intolerance prior to placing your order.

All Day Dining

11:00 - 20:30

ASIAN FAVORITES
JAPANESE HAYASHI RICE

30,000

SPICY SEAFOOD RAMYUN

28,000

Korean spicy noodles topped with abalone, scallop, shrimp and vegetables

FRIED RICE OMELET



28,000

Chicken leg, button mushrooms and eggs

PIZZA & PASTA
PEPPERONI PIZZA 

31,000

Tomato sauce, mozzarella and salami

GORGONZOLA PIZZA

31,000

Caramelized pears, mozzarella and macadamia nut crust

SEAFOOD SPAGHETTI 

29,000

Tomato sauce, shrimp, scallop, cuttlefish, onions and garlic

CARBONARA 

29,000

Spaghetti with bacon, parmesan cheese, mushrooms and cream sauce

SIDE MENU
FRENCH FRIES 

9,000

SAUTEED MUSHROOMS 

9,000

STEAMED RICE 

6,000

Vegetarian menu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VAT.
Please contact Service One (Ext. 0) to order In Room Dining and inform us of any allergies or intolerance prior to placing your order.

Night Time Snacks

21:00 - 22:30

ZEROVITY PLATTER 

42,000

Grapes, chorizo, assorted cheese and olives

DEEP FRIED CALAMARI 

26,000

With cocktail & tartar sauce

CHICKEN WINGS 

Beverages

26,000

07:00 - 22:30

FRESHLY SQUEEZED JUICE

15,000

Orange, grapefruit

VIVENTE ESPRESSO, AMERICANO

8,000

CAPPUCCINO, CAFE LATTE

9,000

CAFE MOCHA, CHOCOLATE

10,000

SEOUL BREAKFAST, CITRUS LOVE,
NODEUL EARL GREY, BLACK YUZU,
FLOWER GARDEN, BETTER THAN CHOCO

9,000

WHOLE MILK, LOW-FAT MILK, SOY MILK

7,000

Vegetarian menu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VAT.
Please contact Service One (Ext. 0) to order In Room Dining and inform us of any allergies or intolerance prior to placing your order.

Soft Drinks

07:00 - 22:30

COKE, ZERO COKE, SPRITE



THOMAS HENRY 

7,000

9,000

Tonic, ginger ale, soda

EVIAN (500mL) 

9,000

PERRIER (330mL)

9,000

SAN PELLEGRINO (500mL)

Beer

10,000

11:00 - 22:30

MOON BEAR BAEKDUSAN, IPA (330mL)16,000

MOON BEAR HALLASAN, GOLDEN ALE (330mL)16,000

BIRRA MORETTI, LAGER (330mL)

16,000

PERONI (330mL) 

16,000

TERRA (330mL) 

10,000

Vegetarian menu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VAT.
Please contact Service One (Ext. 0) to order In Room Dining and inform us of any allergies or intolerance prior to placing your order.

Wine

11:00 - 22:30

SPARKLING
LOUIS PERDRIER BRUT FRANCE N.V

(G) 13,000

(B) 59,000

ERNEST RAPENEAU BRUT CHAMPAGNE,
FRANCE N.V

(G) 25,000

(B) 100,000

VILLA MARIA ESTATE PRIVATE BIN SAUVIGNON
BLANC, MARLBOROUGH, NEW ZEALAND, 2020

(G) 20,000

(B) 95,000

CLARENDELLE BLANC BORDEAUX, FRANCE, 2018

(G) 25,000

(B) 100,000

BOGLE VINEYARDS CABERNET SAUVIGNON
CALIFORNIA, USA, 2017

(G) 20,000

(B) 95,000

PETRA ZINGARI TOSCANA, ITALY, 2017

(G) 25,000

(B) 100,000

WHITE

RED

Vegetarian menu
All prices are in Korean Won and inclusive of 10% VAT.
Please contact Service One (Ext. 0) to order In Room Dining and inform us of any allergies or intolerance prior to placing your order.

Breakfast

07:00 - 10:30

유럽식 아침식사

33,000

신선한 생과일 주스
오렌지, 자몽 중 한 가지 선택
커피, 디카페인 커피 또는 차
우유, 저지방 우유, 두유 중 한 가지 선택
크로와상, 데니쉬 페이스트리, 머핀, 토스트(화이트, 통밀, 호밀 중 선택) 중 세 가지 선택
버터, 잼 제공

미국식 아침식사38,000
(베이컨, 소시지: 외국산, 햄: 국내산)
유럽식 아침식사를 기본으로 아래의 메뉴 추가 제공

프라이(써니 사이드 업, 오버 이지, 오버 미디움, 오버 하드), 포치드, 스크램블, 삶은 계란 중 한 가지 선택
베이컨과 소시지(닭 또는 돼지고기) 또는 햄 중 선택
그린 샐러드, 감자, 토마토가 함께 제공

클래식 에그 베네딕트25,000
(햄: 국내산)
잉글리쉬 머핀, 구운 햄, 수란, 홀랜다이즈 소스

클래식 오믈렛23,000
(베이컨, 소시지: 외국산, 햄: 국내산)
소시지(닭 또는 돼지고기) 또는 햄 중 선택
베이컨, 그린 샐러드, 감자, 토마토가 함께 제공

프렌치 토스트

23,000

메이플 시럽, 생크림, 과일 함께 제공

베지테리언 메뉴 | 주문 Service One (내선 0번)
상기 가격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이한 반응이 있으신 분은 크루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reakfast

07:00 - 10:30

벨기에식 와플

23,000

메이플 시럽, 생크림, 과일 함께 제공

시리얼15,000
콘프레이크, 브랜 플레이크, 초코첵스 중 선택

홈메이드 버처 뮤즐리15,000
롤드 오트, 사과, 아몬드, 꿀, 요거트

오트밀과 바나나15,000
음료

신선한 생과일 주스15,000
오렌지, 자몽

비벤떼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카페라떼

8,000

9,000

카페모카, 초콜렛 10,000
서울 브렉퍼스트, 시트러스 러브,9,000
노들 얼그레이, 블랙 유주,
플라워 가든, 베러 댄 초코
우유, 저지방 우유, 두유

7,000

베지테리언 메뉴 | 주문 Service One (내선 0번)
상기 가격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이한 반응이 있으신 분은 크루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ll Day Dining

11:00 - 20:30

수프

오늘의 수프15,000
(육수: 국내산 닭뼈)
샐러드

시저 샐러드29,000
(닭고기: 국내산)
닭 가슴살 또는 새우 중 선택

파마산 치즈, 로메인, 크루통, 베이컨

콥 샐러드29,000
비트, 레터스, 체다 치즈, 토마토,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

샌드위치 & 버거

그래비티 버거
32,000
(햄버거 패티: 185g / 소고기: 미국산)
두툼한 패티와 베이컨, 그뤼에르 치즈, 버터레터스, 토마토, 양파를 넣은 수제 버거
*특별한 요청이 없을 경우 모든 버거는 Well-done 으로 제공됩니다.

클럽 샌드위치28,000
레몬 치킨, 토마토, 계란, 베이컨, 루꼴라

브리치즈와 구운가지 파니니

28,000

이탈리안 바게트, 썬 드라이드 토마토, 바질 마요네즈

디저트

홈메이드 티라미수

16,000

뉴욕 치즈 케이크16,000
베지테리언 메뉴 | 주문 Service One (내선 0번)
상기 가격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이한 반응이 있으신 분은 크루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ll Day Dining

11:00 - 20:30

동양식

하야시 라이스30,000
(소고기: 미국산)
해물 라면28,000
전복, 조개, 새우

오므라이스28,000
(닭고기: 국내산)
닭 다리살, 양송이 버섯, 계란

피자와 파스타

페퍼로니 피자

31,000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 살라미

고르곤졸라 피자31,000
고르곤졸라 치즈, 배 졸임, 모짜렐라 치즈, 마카다미아

해산물 스파게티29,000
토마토 소스, 새우, 관자, 오징어

까르보나라
(베이컨: 외국산)

29,000

베이컨, 파마산 치즈, 양송이 버섯, 표고 버섯, 크림소스

사이드

프렌치 프라이
버섯 볶음
백미밥

9,000
9,000
6,000

베지테리언 메뉴 | 주문 Service One (내선 0번)
상기 가격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이한 반응이 있으신 분은 크루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ight Time Snacks

21:00 - 22:30

제로비티 플래터

42,000

깔라마리 튀김

26,000

포도, 초리조, 치즈 모둠, 올리브

칵테일 소스와 타르타르 소스가 함께 제공

치킨윙

Beverages

26,000

07:00 - 22:30

신선한 생과일 주스15,000
오렌지, 자몽

비벤떼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카페라떼

8,000

9,000

카페모카, 초콜렛 10,000
서울 브렉퍼스트, 시트러스 러브,9,000
노들 얼그레이, 블랙 유주,
플라워 가든, 베러 댄 초코
우유, 저지방 우유, 두유

7,000

베지테리언 메뉴 | 주문 Service One (내선 0번)
상기 가격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이한 반응이 있으신 분은 크루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Soft Drinks

07:00 - 22:30

콜라, 제로콜라, 스프라이트

7,000

토마스 헨리9,000
토닉, 진저 에일, 소다

에비앙 (500mL)

9,000

페리에 (330mL)

9,000

산 펠레그리노 (500mL)

Beer

10,000

11:00 - 22:30

문 베어, 백두산 IPA (330mL)16,000
문 베어, 한라산 골든에일 (330mL)16,000
비라 모레티, 라거 (330mL)
페로니 (330mL)
테라 (330mL)

16,000

16,000

10,000

베지테리언 메뉴 | 주문 Service One (내선 0번)
상기 가격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이한 반응이 있으신 분은 크루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Wine

11:00 - 22:30

SPARKLING
루이스 페드리에 브뤼, 프랑스 N.V

(G) 13,000

(B) 59,000

어니스트 라페뉴 브뤼, 프랑스 N.V

(G) 25,000

(B) 100,000

(G) 20,000

(B) 95,000

(G) 25,000

(B) 100,000

보글 빈야드 카베르네 소비뇽, 미국, 2017

(G) 20,000

(B) 95,000

페트라 진가리 토스카나, 이탈리아, 2017

(G) 25,000

(B) 100,000

WHITE
빌라 마리아 에스테이트 프라이빗 빈
소비뇽블랑, 뉴질랜드, 2020
클라랑델 블랑, 프랑스, 2018

RED

베지테리언 메뉴 | 주문 Service One (내선 0번)
상기 가격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이한 반응이 있으신 분은 크루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JOIN US AT GRAVITY
호텔 안내

DO

The moment
That’s right for me
내게 꼭 맞는 이 순간,
그래비티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Zoom In GRAVITY

19F
HOMURAN Modern Japanese Restaurant

5-18F
GUESTROOMS

ZEROVITY Lounge & Bar
Enjoy the midday coffee to reward yourself
with a break. Enjoy cuisine and wine to feel
the charm of a night time. Experience true
freedom beyond burdens of like at ZEROVITY,
where both day and night charms coexist.
Location

1F

Hours

07:30 - 23:00

Contact

Ext. 4810

ANDISH Buffet Restaurant

4F
GYM · GX STUDIO · WASH&GO LAUNDRY

3F
FITNESS RECEPTION · POOL

A variety of fresh foods prepared by
professional chefs in live cooking stations
will certainly whet your appetite, and
add excitement to your daily life. Four
private dining rooms create a sophisticated
atmosphere for small-sized family events.
Location

2F

Hours

Breakfast 06:30 - 10:00
Lunch 12:00 - 14:30
Dinner 18:00 - 21:00

2F
ANDISH Buffet Restaurant

Contact

1F
LOBBY · FRONT DESK · BUSINESS CORNER
ZEROVITY Lounge & Bar

HOMURAN Modern Japanese Restaurant

B1
SPACE BALLROOM LUNA, SOL, TERRA
FLEX STUDIO
B3-B6
PARKING

Ext. 4820

At the hotel top floor, absorb the city
view unfolded right in front of your eyes.
HOMURAN, a place to stimulate all your five
senses, is a modern Japanese restaurant with
a well-defined style in the reinterpretation of
the classics of Japanese cuisine.
Location

19F

Hours

Lunch 11:30 - 15:00

Contact

Ext. 4830

Dinner 17:30 - 22:00

Be Healthier Be Happier
SPACE BALLROOM LUNA, SOL, TERRA

POOL

The hotel offers the best banquet service,
infused with GRAVITY’s modern touch.
The banquet hall with a capacity of maximum
300 guests can be divided into three private
spaces for a gathering such as corporate
events, family events, and wedding.

A refined, indoor pool with a classic white and
blue color scheme will remind you of beach
vacation spots. It has an adult pool, kids pool,
an outdoor deck, and dry sauna for friends,
families, and couples to enjoy a relaxing
getaway, leaving all their stress behind.

Location

B1

Location

3F

Contact

Ext. 4730

Hours

06:00 - 22:00
Closed Every 1st Wednesday

Contact

Ext. 4870

BUSINESS CORNER
Business Corner offers printing, copying,
faxing and scanning services.
Location

1F

Hours

24 hours

Contact

Ext. 0

LAUNDRY SERVICE
Same-day laundry service is available for
garments turned in before 10:00. To request
a laundry or dry cleaning pick-up, please
complete the laundry list and contact Service
One (Ext. 0). Express laundry service options
are available at additional charges.
Hours

07:00 - 22:00
(No service on sundays
and holidays)

Contact

Ext. 0

GYM
The GYM has adequate facilities for
pro-athletes, and a wide open space to
refresh and energize. We help guests enjoy
a healthy travel in a wellness space amidst the
bustling city and make sure it is an invigorating
experience by offering weight machines,
aerobic equipment, and a personalized
workout program.
Location

4F

Hours

24 hours

Contact

Ext. 4870

WASH&GO LAUNDRY
Self laundry is available all day.
Please purchase detergent before using
the machines.
Location

4F

PRIVATE CAR SERVICE

Hours

24 hours

The private car service must be booked
24 hours prior to your flight’s scheduled
departure time.

Contact

Ext. 0

Price

Wash KRW 3,000
Dry KRW 3,000

Contact

Ext. 0

Detergent KRW 1,000

Zoom In GRAVITY
19F
호무랑 모던 일식 레스토랑
5-18F
객실

제로비티 라운지앤바

커피로 한낮의 여유를 즐기고, 와인과 요리로 밤의
무드와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의
매력을 세련된 분위기로 만나는 제로비티에서
일상의 무게를 잊고 진정한 자유로움을
경험해보세요.
위치

1층

내선번호

4810

운영시간

07:30 - 23:00

앤디쉬 뷔페 레스토랑

4F
체련장 · GX 스튜디오 · 워시&고 런드리
3F
피트니스 리셉션 · 수영장
2F
앤디쉬 뷔페 레스토랑
1F
로비 · 프론트 데스크 · 비즈니스 코너
제로비티 라운지앤바
B1
스페이스 볼룸 루나, 솔, 테라
플렉스 스튜디오
B3-B6
주차장

스테이션 별 전문 셰프의 신선하고 다양한 요리와
함께 일상의 생기를 불어 넣는 미식의 공간이
즐거움을 더해 줍니다. 네 개의 프라이빗 공간은
소규모 가족 행사의 세련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위치

운영시간

내선번호

2층

아침 06:30 - 10:00
점심 12:00 - 14:30
저녁 18:00 - 21:00
4820

호무랑 모던 일식 레스토랑

호텔 최상층에 펼쳐진 도심의 전망을 느껴 보세요.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감각을
다채롭게 일깨우는 호무랑은 일본 전통의 맛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세련된 모던 일식
레스토랑입니다.
위치

운영시간
내선번호

19층

점심 11:30 - 15:00
저녁 17:30 - 22:00
4830

Be Healthier Be Happier
스페이스 볼룸 루나, 솔, 테라

그래비티만의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최고의
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대 3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연회장은 세개의 아늑하고 세련된 공간으로
분할이 가능하여 기업, 가족 모임 및 웨딩까지
다채로운 연회에 최적의 공간을 제공해 모든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위치

내선번호

B1

4730

인쇄, 복사, 팩스, 스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치

1층

내선번호

0

24시간

세탁 서비스

오전 10시 이전에 전달된 세탁물은 같은 날
세탁되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탁물을 객실 옷장
안에 있는 세탁 봉투에 넣고 원하시는 서비스를
항목에 표시 한 후 Service One (내선 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익스프레스 세탁 서비스는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운영시간
내선번호

07:00 - 22:00
(일요일, 공휴일 제외)
0

개인 차량 서비스

개인 차량 서비스로 보다 편한 차량 이동을
제공합니다.
내선번호

위치

운영시간
내선번호

비즈니스 코너

운영시간

수영장

화이트 & 블루 톤의 세련된 실내 수영장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중심에서 휴양지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성인 및 아동용 풀과 개방감이 느껴지는
야외 데크, 건식 사우나가 구비되어 있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일상이 가벼워지는 진정한 여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3층

06:00-22:00

휴관 매월 첫째주 수요일
4870

체련장

체련장은 전문화된 시설과 함께 한층 여유 있고,
활동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다양하게 구성된
유산소 및 웨이트 기구,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
제공까지 활기찬 여행을 돕는 도심 속 웰니스
공간으로 건강한 여행을 만들어 드립니다.
위치

4층

내선번호

4870

운영시간

24시간

워시&고 런드리

직접 세탁과 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제를 구매 하신 다음 세탁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4층

내선번호

0

운영시간
요금

24시간
세탁 3,000원

건조 3,000원
세제 1,000원

SERVICE DIRECTORY
서비스 안내

USE

Moments of Connection
그래비티와 연결되는 순간,
지금입니다.

Around GRAVITY, There are things for you
AIRPORT LIMOUSINE

AIRPORT

Limousine Bus departs from
a station 5 minutes away from GRAVITY.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s approximately
70 minutes and Gimpo International Airport
is approximately 80 minutes away from
GRAVITY.

CURRENCY EXCHANGE
Available at Front Desk.
Please bring your photo ID with you in order
to use currency exchange service.
(Paper money only)

TOUR & TRAVEL SERVICE
We are pleased to assist you with
arrangements for sightseeing tours and
provide you with information regarding local
attractions and services.

HOTEL PHONE CHARGES

*Per minute

Charges vary depending on the country
you are calling.
Local Calls

KRW 550

Long Distance Calls

KRW 1,100

Mobile Phone Calls

KRW 1,100

International Calls

USA KRW 3,800
UK KRW 4,600

EXPRESS CHECK-OUT
Spare queuing at Front Desk and save time.
Irrespective of your room, you can enjoy our
Express check-out service. Please let us know
in advance by contacting Service One (Ext. 0)
before check-out.

LENDING ITEMS
We are happy to provide you with the
following items. Please contact Service One
(Ext. 0).
· Humidifier
· Air Purifier
· Blanket
· Non-Slip Mat
· Wheelchair
· Disposable Items

Baby Products
·
·
·
·
·
·

Bed Guard
Baby Stroller
Baby Bathtub
Toilet Cover
Step Stool
Baby Bottle Sterilizer

· Extra Bed: Additional Charge
· Items must be reserved in advance due to
limited quantity.

FRANCE KRW 4,600
HONG KONG
KRW 4,600
JAPAN KRW 4,300

IRON & IRONING BOARD
We offer an iron and ironing board.
Please contact Service One (Ext. 0).

CHINA KRW 4,600

LOST & FOUND
ICE
Ice machine is on each guestroom floor.

We offer assistance in tracing property lost
on our premises.
Please contact Service One (Ext. 0).

Emergency | Safety | Security
GRAVITY offer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your safety,
in the unlikely event of an emergency.

IN CASE OF EMERGENCY
Press the “Emergency” button or call
Service One (Ext. 0). When you enter your
room, please check emergency procedures
written behind the door and be wellacquainted with the locations of the nearest
fire exit, stairwell, alarm pull station and fire
extinguisher.
We strongly recommend you to be well aware
of the layout of your room for your safety.
Please refrain from taking any actions that
go against our emergency procedures.

IN CASE OF FIRE
· Call Service One (Ext. 0).
· If smoke is present, stay low.
· Find the flashlight in your room.
· In case of a fire, do not use elevators.

IF YOU DISCOVER FIRE OR SMOKE
INSIDE YOUR ROOM
· Call Service One (Ext. 0).
· Alert others in the area.
· Activate the nearest fire alarm.
· Walk to the nearest stairway
(Do not use the elevators) and exit
the building.
· If you discover smoke, stay low.

IF THERE IS A FIRE OUTSIDE
Stay in your room and wait for instructions
from the hotel. Call Service One (Ext. 0) and
inform them of your location.

IF YOU ARE ORDERED TO
EVACUATE YOUR ROOM
Exit with caution. Feel the door. If the door
is not hot, open it slightly and look in both
directions for the nearest exit sign.
· Take your room key, exit the room and close
the door behind you.
· If smoke is present, stay low.
· Walk to the nearest stairway (Do not use
the elevators) and exit the building.
· If you cannot exit the building,
go back to your room and use the evacuation
rope or wait for instructions and a helicopter
rescue team.

WHEN YOU ARE ORDERED TO
EVACUATE YOUR ROOM AND
THE DOOR IS HOT
· Do not open it.
· Call Service One (Ext. 0).
· Stuff wet towels or clothes under the door
in air vents to keep out smoke and fumes.
· Remain clam and await for further
instructions.
· Avoid breaking the window because you
may need to block it to keep smoke out later.
· The safety and security of your personal
properties are of the utmost concern to us.

AIR-RAID DRILLS
Occasionally, Korean government conducts
air-raid drills throughout the country.
The air-raid siren will last 2-3 minutes.
If you hear a siren, seek shelter immediately
and stay there until the drill is over.

Emergency | Safety | Security
PLEASE TAKE A MOMENT TO
REVIEW OUR SUGGESTIONS
· Safeguard your room key.
· If your room key is lost or stolen,
report this matter to Front Desk immediately.
· Lock your door from the inside while
occupying the room.
· Use the safety latch.
· Ensure the guestroom is locked and secure
before leaving the room.
· Never admit repairman without checking
with the hotel first. Crew are required to
wear their nametags and to announce
their presence after knocking 3 times.
· Do not keep valuables in the room.
Safety deposit boxes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at Front Desk.
· Do not leave valuables inside parked vehicles.
· Do not discuss plans for outside of the hotel
in front of strangers.
· Do not leave your luggage
unattended during check-in or out.
· Do not leave your key in the room.
· If you notice anything suspicious or alarming,
or detect something requiring special
assistance, please contact Service One
(Ext. 0).

ROOM KEYS
We suggest that you keep your room key
in a secure place at all times.
If you lose or misplace your room key,
please contact Front Desk immediately.
Our crew is required to verify your identity
prior to issuing keys. On the day of your
scheduled departure, your room key will be
deactivated
in the afternoon.

LUGGAGE OR LOST & FOUND
ITEMS ARE PROTECTED AND
KEPT FOR THE FOLLOWING PERIOD
· Storage : 3 months
· Lost & Found : 3 months

VALUABLES
Please place your belongings in your deposit
box. The safety box, however, should not be
viewed as an extension of the guest safety
box maintained by the hotel, as the hotel shall
not be liable for the loss of any belongings
placed in your deposit box. For highly valuable
items, we recommend the use of Front Desk
safety deposit boxes.

FOR YOUR SAFETY AND COMFORT,
PLEASE OBSERVE THE FOLLOWING
WHILE YOU ARE IN GRAVITY.
· Smoking is strictly prohibited in the entire
building.
· Electric heating appliance and cookware are
prohibited.
· The rooms are only for stay.
· Please inform Front Desk when you wish to
replace the furniture and fixture in your
room.
· Hotel belongings cannot be taken
with you or used for any other purpose.
· The following items are prohibited
in the hotel.
- Flammable material
- Malodorous items
- Illegal items according to Korean law
· Pets are not allowed in the hotel.

Around GRAVITY, There are things for you
공항 리무진

호텔에서 약 5분 거리에서 탑승 가능합니다.

환전

환전은 로비에 있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환전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율은 프론트 데스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폐만 가능)

여행 정보

관광, 쇼핑에 대한 정보와 레스토랑 예약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요금

*1분 당

객실 내 전화요금은 거리 및 통화시간에 따라
부과 됩니다.
시내전화

550원

휴대전화

1,100원

시외전화
국제전화

1,100원
미국 3,800원
영국 4,600원

프랑스 4,600원
홍콩 4,600원
일본 4,300원
중국 4,600원

얼음

각 객실 층에 있는 얼음 정수기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

인천국제공항까지는 약 70분,
김포국제공항까지는 약 80분이 소요됩니다.

익스프레스 체크아웃

모든 객실 고객은 신속하고 편안한 익스프레스
체크아웃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아웃 전에 Service One (내선 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대여 가능 품목

아래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Service One (내선 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 가습기
· 공기청정기
· 담요
· 미끄럼 방지 매트
· 휠체어
· 욕실 일회용품

·
·
·
·
·
·

유아용품
베드가드
유모차
욕조
변기커버
발판
젖병소독기

· 간이 침대: 유료
· 상기 서비스 품목은 한정 수량 제공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리미와 다리미판

다리미와 다리미판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Service One (내선 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분실물 관리

고객 분실물에 관련된 문의 사항은
Service One (내선 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Emergency | Safety | Security
그래비티는 최신의 자동 화재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객실 문 안쪽의
비상대피도에 있는 비상 통로 및 계단의
위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객실 내 화재 또는 연기 발견 시

· 객실 문에 있는 비상대피도의 비상구, 탈출 로프,
비상벨, 소화기, 비상 전화기 등 안전시설물의
위치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가 의심되면 Service One (내선 0번)으로
전화를 걸어 크루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화재 발생 시 객실 문을 만져서 뜨거우면 열지
마십시오.
· 화재 발생 시 객실을 떠날 때는 연기로 인한
질식을 피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몸을 최대한 낮추어 이동하시고,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비상시를 위해 손전등과 완강기가 객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손전등과 완강기는
비상시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탈출 시 이용한 비상문은 닫고,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을 탈출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단으로
탈출할 수 없다면, 객실로 돌아가 비상탈출 로프를
사용하거나 구조 요원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크루와 소방 당국이 고객 여러분의 건물 탈출을
도울 것입니다.
· 객실로 돌아와 기다리게 되는 경우에는 에어컨을
끄고, 욕조에 물을 가득 받고, 시트를 물로 적셔
객실 문 틈을 완벽하게 막습니다.
· 연기가 통하는 송풍구를 막고, 신선한 공기 유입이
가능하다면 창문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ervice One (내선 0번)으로 전화를 걸어
크루에게 객실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객실 키

객실 키는 최초 고객등록카드 작성 고객의 신원을
확인 후 전달해 드립니다. 객실 키 분실 시 즉시
프론트 데스크로 연락 주십시오.

고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그래비티 서울 판교에 계시는 동안
아래 사항들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호텔 건물 전체에서의
흡연은 금지합니다.
· 전기, 전열, 조리기구의 사용은 금지 합니다.
· 객실은 오직 투숙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객실 내 가구, 비품의 재배치는 반드시 프론트
데스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텔 자산 비품은 본래의 용도 이외에 전용이
되거나 반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음의 물품은 객실에 반입이 금지 됩니다.
- 인화성이 강한 물품
- 악취가 심한 물품
- 국내 법에 저촉되는 물품
· 애완동물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상 경계 경보 훈련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기간 중 비상 경계 경보 훈련
사이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을 때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특별히 취할 행동은
없습니다. 건물 밖에 있는 경우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가장 가까운 지하철로 몸을 숨기거나 가장
가까운 건물로 들어가 훈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품

개인 물품은 옷장 내 비치되어 있는 금고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호텔은 객실 금고 내
물품 분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가의 물품은 프론트 데스크에서 운영하는
안전 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은 고객이 호텔에 두고 가신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기간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 보관품: 3개월 / 분실물: 3개월

Attractions
SHOPPING & DINING

CULTURE

SIGHTSEEING & ACTIVITY

La Street

Korea Job World

Moran 5-day Market

About 100 m | 2 minutes (on foot)

About 2 km | 10 minutes (car)

About 6.7 km | 15 minutes (car)

Avenue France

Pangyo Museum

Bonguksa Temple

About 730 m | 10 minutes (on foot)

About 3 km | 10 minutes (car)

About 8.5 km | 20 minutes (car)

Baekhyeon-dong Café Street

Seong-nam Arts Center

Namhansanseong Fortress

About 1.5 km | 5 minutes (car)

About 3 km | 10 minutes (car)

About 15 km | 35 minutes (car)

Jungja-dong Café Street

Korean Folk Village

About 3.4 km | 10 minutes (car)

About 17 km | 40 minutes (car)

SHINSEGAE Department Store

REST AREA

Suwon Hwaseong Fortress

About 8.1 km | 15 minutes (car)

Bundang Central Park

About 22 km | 40 minutes (car)

Bojeong Café Street
About 11.2 km | 20 minutes (car)
Alleyway
About 17.7 km | 35 minutes (car)

About 2.2 km | 10 minutes
(car)

Everland
About 25.4 km | 40 minutes (car)

Yuldong Park
About 4.1 km | 15 minutes (car)

Yeoju Premium Outlet
About 68 km | 55 minutes (car)

쇼핑과 식사

문화

관광과 체험

약 100 m | 도보 2분

약 2 km | 차량 10분

약 6.7 km | 차량 15분

라 스트리트

한국잡월드

모란시장

아브뉴프랑

판교박물관

봉국사

백현동 카페거리

성남아트센터

남한산성

약 730 m | 도보 10분
약 1.5 km | 차량 5분

정자동 카페거리

약 3.4 km | 차량 10분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약 8.1 km | 차량 15분
보정 카페거리

약 11.2 km | 차량 20분

앨리웨이 광교

약 17.7 km | 차량 35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약 68 km | 차량 55분

약 3 km | 차량 10분
약 3 km | 차량 10분

약 15 km | 차량 35분

한국민속촌

약 17 km | 차량 40분

공원

분당중앙공원

약 2.2 km | 차량 10분

율동공원

약 8.5 km | 차량 20분

약 4.1 km 차량 15분
|

수원 화성

약 22 km | 차량 40분
에버랜드

약 25.4 km | 차량 40분

GRAVITY Seoul Pangyo, Autograph Collection

Address
2, Pangyoyeok-ro 146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29, Kore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46번길 2
Telephone
+82 31 539 4800
Fax
+82 31 539 4700
Website
GRAVITYHOTE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