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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모던 코리안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세요. 총 1,600개의 객실과 스위트에서는 아름다운 제주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한식 및 아시아 정통 요리부터 인터내셔널 뷔페까지 아우르는 14개의 레스토랑과 바, 야외 풀데크와 스파 그리고 대표 한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HAN 컬렉션 K 패션몰까지 다채로운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객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전면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총 1,600개의 객실과
스위트에서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한라산에서부터 푸른 제주바다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객실 정보 
• 수퍼 킹 베드 (2m x 2m) 또는 트윈 베드 (1.5m x 2m)
• 두 개의 세면대, 아일랜드 욕조, 샤워실을 갖춘 대리석 욕실, 별도의 화장실 
• 고급 어메니티
• 고급 욕실 가운과 슬리퍼
• 무료 Wi-Fi
• 신선한 공기를 위한 환기창
• 개별 에어컨 및 난방 시스템
• 75인치 평면 스크린 TV
• 블루투스 알람 스피커
• 15인치 전자금고
• 네스프레소 커피머신
• 미니바
• 3인용 소파

서비스 및 시설
편안하고 품격있는 여행을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과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가
묻어나는 고객을 위한 여러가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개별 공항 픽업 서비스   • 키즈 아케이드
• 개인 안전 금고   • 24시간 룸서비스
• 주요 모바일 결제 및 신용카드 이용 가능 • 자동화된 수하물 보관 서비스
• 외화 환전 서비스   • 호텔 내 세탁 서비스
• 주차시설    • 컨시어지 서비스
•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스파 & 수영장
힐링의 섬 제주에서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재충전하세요. 두 개의 고급스러운 스파와 이국적인 정취의 야외 풀데크 및 실내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로즈베이 스파
최신 기술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적인 테라피스트의 맞춤형 트리트먼트를 즐길 수 있는 
럭셔리 스파입니다. 

찜질 스파
편백나무, 황토, 소금, 얼음을 이용한 테라피룸과 건실 및 습식 사우나에서 누적된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고 생기를 되찾으세요.

수영장 & 피트니스 센터
사계절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4,290㎡ 규모의 야외 풀데크 내 갖추진 인피니티 온수풀,
키즈풀과 카바나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겨보세요. 자연광이 들어오는 8m 높이 천고의 실내
수영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첨단 기계를 갖춘 고품격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65m² 킹 룸

130m² 코너 스위트

로즈베이 스파



레스토랑 & 바 
세계 각국의 글로벌 요리들이 제주 현지의 특별한 재료들을 만나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각 나라의 정통 음식을 맛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던하고 감각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은 더욱 특별한 다이닝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14개의 각기 다른 레스토랑과 바를 즐겨 보세요.

LOBBY LEVEL

갤러리 라운지 
전통적인 방짜유기와 자개로 꾸며진 화려한 인테리어 아래, 
세계 일류 파티셰가 만든 디저트, 바리스타가 추출한 커피,  
와인 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LEVEL 2

99 밸리 
중화권 및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요리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하게 만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 레스토랑입니다. 

LEVEL 3

차이나 하우스
북경, 상해, 광동, 사천 지방의 중국 4대 진미를 맛볼 수 있는  
정통 중식 레스토랑입니다. 중국 스타 셰프가 정통식으로 준비한 
딤섬과 북경 오리 요리를 만나보세요. 

제주 핫팟 
중국 전통 방식의 진한 육수에 해산물, 채소 등 신선한 제주산  
식재료를 즐길 수 있는 훠궈 전문 레스토랑입니다.

녹나무
최상급 한우와 제주 흑돼지 참숯 직화구이는 물론 된장찌개,  
해장국 등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한식 BBQ 레스토랑입니다.

팝업 플라자 
세계 일류 셰프들이 만들어내는 동서양 대표 스트릿 푸드는 물론 
커피, 케이크 등 다양한 디저트를 즐겨보세요.

유메야마그랜드 키친

팝업 플라자

차이나 하우스

제주 핫팟

녹나무

LEVEL 4

델리
세계 일류 파티시에가 만든 수제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케이크, 
베이커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랜드 키친
월드클래스 셰프 군단이 선보이는 국내 최고, 최대 규모 라스베가
스 스타일 뷔페 레스토랑으로, 스테이크·해산물·생선회·한식· 
중식·디저트 등 총 7개의 오픈 키친에서 라이브로 조리되는 세계 
각국의 다채로운 미식 요리를 마음껏 즐겨보세요.

유메야마
정갈한 스시 오마카세, 고급스러운 테판야끼, 선술집 이자카야의 
흥겨움을 한 곳에서 느껴보세요.

갤러리 라운지

99 밸리



LEVEL 8

LEVEL 38 | TOWER 2

모던한 디자인의 손길이 닿은 멀티 다이닝
공간입니다. 호텔 최고층에서 환상적인
전망을 자랑하는 공간에 더해지는 일류 셰프의
프리미엄 다이닝을 경험해 보세요.

세련되고 로맨틱 분위기에서 즐기는 
연인, 친구들과의 특별한 경험

한 낮의 햇살과
해질녘의 노을 아래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시간

카페 8
야외 풀데크 전망과 함께 샐러드, 피자, 파스타 등을 즐길 
수 있는 캐주얼 레스토랑입니다. 카페 8과 연결되는  
야외 테라스에서는 제주의 사계절을 느껴보세요.

라운지 38
애프터눈 티, 빙수와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호텔 최고
층 라운지에서 연인, 친구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세요. 

포차
제주 최고층 파노라믹 뷰를 감상하며 치맥을 즐길수  
있는 포차입니다. 제주 최고층 파라노믹 뷰를 감상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하우스 
신선한 해산물과 최고급 소고기를 자랑하는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고급 와인과의 풍미로운 페어링을 경험해
보시고 정성이 깃든 디저트 한 조각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국적인 야외 정취 속에서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하세요. 

라운지 38포차

스테이크 하우스



위치
제주시 중심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제주는 제주 국제공항, 제주항 및 크루즈 터미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각종 레스토랑과 바, 전통 시장 및 쇼핑 거리가 도보로 이동 가능하며 
서귀포 및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연결되는 주요 고속도로가 가까이 위치합니다.

교통
• 제주국제공항으로부터 차량으로 10분 거리(4km)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로부터 차량으로 15분 거리(6km)

주요 관광지
• 누웨마루 거리 • 이호테우 해수욕장 • 용두암 
• 애월 해안도로 • 한라산 국립공원 • 함덕 해수욕장 
• 산굼부리  • 월정리 해변  • 대포 주상절리 
• 섭지코지  • 성산일출봉  • 협재 해수욕장

관광지 정보
• 온도: 최저 3°C ~ 최고 30°C
• 전압: 220V, 변압기 이용 가능
• 통화 : 원화
• 언어: 한국어

• 협재 해수욕장

이호테우 해수욕장 •

• 용두암

대포 주상절리 • • 천지연폭포

• 표선해수욕장
서귀포시

• 중문관광단지

제주시

• 산굼부리

• 성읍민속마을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제주 국제공항 •

• 함덕 해수욕장 • 월정리 해변

우도

섭지코지 •

성산일출봉 •

한라산 국립공원

N

그랜드 클럽
아시아 태평양 하얏트 호텔 최대 규모의 그랜드 클럽으로 최대 250명의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한 체크인부터 조식 뷔페, 애프터눈 티, 이브닝 카나페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랜드 클럽과 함께 한층 더 품격있는 휴식을 즐겨보세요.

LEVEL 6

미팅 & 이벤트
다양한 형태의 미팅과 이벤트에 최적화된 레지던스 스타일의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련되고 모던한 인테리어와 최신식 음향 기기 등을 자랑하며, 전문 플래너의 세심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LEVEL 4

쇼핑
HAN 컬렉션 K 패션몰에서 200명의 대표 한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만나보세요. 
디자이너 선글라스와 가방, 남성/여성 컨템포러리부터 캐쥬얼 패션까지 14개의 유니크한 
편집숍은 보는 즐거움 뿐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이는 생활문화 공간입니다.

LEVEL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