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rvation@gravityhotel.com

2, Pangyoyeok-ro 146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29, Korea

그래비티 서울 판교는 잠들어 있는 일상을 깨우는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호텔입니다.

일상의 자극과 새롭고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나서는 고객에게

생동감 넘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유니크한 분위기를 연출한 공간은
일상에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며
편리하고 섬세한 고객 서비스로

기억에 남는 순간을 전달합니다.

매력적인 소셜라이징 이벤트와 프로그램은

다양한 고객들을 연결하는 열린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삶과 개성이 어우러지는 공간,
모던 허브 그래비티입니다.

그래비티는 신세계조선호텔에서 선보이는
라이프 스타일 호텔입니다.

글로벌 호텔 브랜드, 메리어트의 오토그래프 컬렉션과
100년의 역사를 이어 온

신세계조선호텔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활기차고 현대적인 새로운 호텔 문화를 제안합니다.

GUESTROOMS

BUSINESS DELUXE ROOM

GUESTROOMS

PREMIER DELUXE ROOM

비즈니스 디럭스 객실에서 삶의 무게를 잊게 하는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을 경험하세요.

프리미어 디럭스 객실은 짙은 그린과 부드러운 그레이의 객실 분위기가 일상의 피로를 잊고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의 가구와 장식,

그래비티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시그니처 L-셰이프 소파와 따뜻한 톤의 무드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휴식과 동시에
최상급 양모의 퓨어울을 사용한 최고급 침구와 침대는 행복한 잠으로의 여행을 떠나게 할 것입니다.
| 객실 크기
| 객실 타입

약 25.05m2

KING BED 189객실, FAMILY BED 88객실

안락한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부드럽고 깔끔한 침구와 탄력이 좋은 침대는 몸과 영혼을 재충전하고 활력을 전해줄 것입니다.
| 객실 크기
| 객실 타입

약 38.06m2

KING BED 20객실, FAMILY BED 5객실

GUESTROOMS

VALLEY SUITE

GUESTROOMS

밸리 스위트에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진정한 그래비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비티의 진정한 멋을 느낄 수 있는 그래비티 스위트입니다. 고급스러운 우드 소재와

프라이빗한 침실과 공적인 거실이 분리되어 있어

벽 한 쪽에 마련된 바와 테이블은 마치 집에 있는 듯한 여유를 더하며

중력을 잊을 것 같은 편안한 침대, 녹색이 주는 아늑함과 커다란 창으로 드는 햇살,
바쁜 삶으로 뒤바뀐 일상의 시계를 되돌려 줄 것입니다.
| 객실 크기
| 객실 타입

약 50.38m2

KING BED 2객실, FAMILY BED 1객실

예술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객실에서 현대적이고 세련된 우아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락한 시그니처 소파와 여유있는 공간은 여행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드립니다.
| 객실 크기
| 객실 타입

약 77.11m2

KING BED 1객실

GRAVITY SUITE

MEETINGS

100년 전통을 가진 신세계조선호텔의 연회 노하우에 그래비티만의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최고의 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ANQUET ROOM

L X W X H (M)

BANQUET

CLASS

THEATER

U-SHAPE

SPACE BALLROOM
(LUNA + SOL + TERRA)

25 X 14.9 X 4.3

240

270

400

81

LUNA

7.8 X 14.9 X 4.3

60

70

120

36

SOL

8.6 X 14.9 X 4.3

70

96

140

39

TERRA

8.6 X 14.9 X 4.3

70

96

140

39

LUNA + SOL

16.4 X 14.9 X 4.3

130

166

26

60

SOL + TERRA

17.2 X 14.9 X 4.3

140

192

280

57

FLEX STUDIO

5.5 X 7.8 X 3.4

16

18

24

9

최대 3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연회장은 세 개의 아늑하고 세련된 공간으로 분할이 가능하여 기업, 가족 모임 및 웨딩까지
다채로운 연회에 최적의 공간을 제공해 모든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스페이스 볼룸은 행사 규모와 성격에 맞게 3분할이 가능하며 LCD 프로젝터와 스크린, 초고속 인터넷 등 최고의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 200㎡ 규모의 넓은 포이어 공간은 다양한 형태의 리셉션 행사 연출이 가능하여
성공적인 이벤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플렉스 스튜디오는 소규모 VIP 미팅 뿐 아니라 특별한 커뮤니티를 위한 최적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SPACE BALLROOM

LUNA

SOL

TERRA

방열판

FLEX
STUDIO

BAN
52

BAK
07

18

GRAVITY CLUB

POOL

GRAVITY CLUB

그래비티 클럽은 수영장과 피트니스 2개의 층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일상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지원해 줄 그래비티 클럽에는

화이트 & 블루 톤의 세련된 인도어 수영장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중심에서 휴양지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시설과 함께 한층 여유 있고, 활동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성인 및 아동용 풀과 개방감이 느껴지는 야외 데크, 건식 사우나가 구비되어 있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일상이 가벼워지는 진정한 여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GYM

체계적인 맞춤형 퍼스널 트레이닝과 스피닝, 그래비티 전문 강사진이 구성한 GRAVITY Daily Fit, 사운드 배스, 아로마 요가 등
다양하게 구성된 유산소 및 웨이트 기구를 비롯하여 개인과 그룹별 운동 프로그램 제공까지 활기찬 여행을 돕는
도심 속 웰니스 공간으로 건강한 여행을 만들어 드립니다.

RUNNERS' STAGE 공간은 편안한 휴식과 일상의 여유로움을 더해 줄 것입니다.

DINING

LOUNGE & BAR

ZEROVITY

DINING

BUFFET RESTAURANT

ANDISH

밤과 낮의 무드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라운지 & 바 제로비티(ZEROVITY).

경험하는 모든 음식이 시그니처 메뉴인 뷔페 레스토랑 앤디쉬(ANDISH).

낮과 밤의 매력을 세련된 분위기로 만나는 제로비티에서 일상의 무게를 잊고 진정한 자유로움을 경험해 보세요.

네 개의 프라이빗 공간은 소규모 가족 행사 및 모임에 적합하며 세련된 분위기로 기억하고 싶은 시간을 제공합니다.

브런치와 커피로 한낮의 여유를 즐기고, 와인과 요리로 밤의 무드와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션 별 전문 셰프의 신선하고 다양한 요리와 함께 일상의 생기를 불어 넣는 미식의 공간이 즐거움을 더해 줍니다.

| 위치

Lobby

| 위치

2층

| 운영 시간

07:30 - 23:00

| 운영 시간

아침 06:30 - 10:00

| 좌석 수

119석

| 좌석 수

152석 (Hall 108석 & Private Dining Room 44석)

점심 12:00 - 14:30 저녁 18:00 - 21:00

DINING

MODERN JAPANESE RESTAURANT

HOMURAN

판교역 사거리

동안 사거리

도심 속 야경을 바라보며 즐기는 모던 일식 다이닝 호무랑(HOMURAN).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호무랑에서 도심의 전망을 느껴보세요.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감각을 다채롭게 일깨우는 호무랑은

일본 전통의 맛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세련된 모던 일식 레스토랑입니다.
| 위치

19층

| 운영 시간

점심 11:30 - 15:00 저녁 17:30 - 22:00

| 좌석 수

Hall 50석 & Private Dining Room 6인실 1개

판교 IC

환승주차장
삼거리

판교역
3번출구

나들이 공원

현대백화점
판교점

느티나무 사거리

reservation@gravityhotel.com
2, Pangyoyeok-ro 146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29,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