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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섬, 아름다운 석양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문화와 역사를 시작으로 최첨단 스마트 도시로까지의 여행을
회의, 이벤트, 전시 컨벤션을 통해 세계 글로벌 시티즌들의 
만남의 장소로 한 번에 모든 것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바로 이곳이 마이스 시티, 스마트 시티 인천입니다.

SAFE&SMART MICE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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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MEETING PLANNER’s GUIDE

본 책자는 MICE 주최자를 대상으로 인천의 회의시설과 숙박, 쇼핑, 음식, 교통 등 
전반적인 편의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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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인프라가 집적화되어 있는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는 컨벤션센터, 호텔, 쇼핑, 음식,
관광 등 MICE 인프라가 풍부한 MICE 복합단지로
컨벤션 참가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HY
INCHEON?

세계와 가장 가까운 도시, 인천
국내 참가자를 위한 최고의 접근성
우수한 교통편리성을 자랑하는 송도국제도시
인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최고급 숙박시설, 합리적인 가격
국제기구(UN) 도시, 인천
MICE의 메카, 인천
인천 MICE뷰로
인천 MICE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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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개 도시

대양주
8개 도시

중동
7개 도시

아시아
32개 도시

일본
22개 도시

아메리카
23개 도시

유럽
24개 도시

독립국가연합(CIS)
16개 도시

아프리카
1개 도시

중국
43개 도시

세계와 가장 
가까운 도시, 인천

세계 최고의 공항, 
인천국제공항    
2022년 기준

환황해권 최고의 항구, 
인천항    
2022년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크루즈터미널    
2022년 기준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서비스 세계 1위/여객 처리 세계 5위/ 전 세계 52개국 
173개 도시를 연결하는 공항으로 세계 핵심 항공 노선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1위	 GT Tested Award

국제 화물 운송 세계 3위	 630만 톤, 5천만 톤 누적

세계 국제 여객 5위(ACI기준)	 55개 국가, 173개 도시 취항

인천항은 1883년 개항한 이후 동양 최대 규모의 갑문과 최첨단 항만을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환황해권 제일의 국제무역항으로 수도권 지방의 해상 관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동양 최대 규모 수문식 갑문	 최고 10m 조수간만의 차 극복, 5만 톤 급 이하 선박 상시 입·출항

인천항만공사 정기선 운항	 총 47개 항로 운항, 총 124척의 선박이 주당 54회 기항 중

2019년 개장한 新국제크루즈터미널은 길이 430m의 부두와 연면적 7,364m²의 청사를 
갖추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22만 5천 톤 급 크루즈도 접안이 가능하며,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허브로 도약 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 정박 가능	 최대 22만 5천 톤 급 크루즈도 정박 가능한 시설

2대의 이동식 탑승교 설치	 시간당 1,000명 이상의 승객이 승·하선 가능

 

한국의 첫 관문, 
인천

세계적인 
MICE 도시 인천

가상스튜디오, 화상회의시설이 	
구비된 전문회의시설	
‘송도컨벤시아’

88개 항공사, 52개 국가, 173개 도시 연결 
2022년 기준

상해 2시간	 도쿄 2시간 30분	
베이징 2시간	 홍콩 2시간 30분

개 국가 연결173

동북아의 허브도시 인천은 한국으로 통하는 가장 빠른 관문입니다. 
하늘길과 바닷길 모두 활짝 열려 있어 세계 각지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도착할 수 있는 최적의 교통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 

미팅테크놀로지    
 시설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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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이어주는 인천대교와 서울 및 수도권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 외곽 순환도로 등 다양한 루트를 이용하여 인천으로의 
접근이 편리합니다.

인천대교	 인천공항~송도

제1,2,3 경인고속도로	 송도, 청라~서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서울, 영종~강남

KTX
전국 어디서든 KTX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광명역을 경유하여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KTX(광명역)	 광명역~송도컨벤시아(3002번 버스로 50분 소요)

대중교통
서울역, 강남역 등 서울 시내 주요 지역에서 송도컨벤시아까지 1시간 이내 도달 
가능한 최적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철	 1호선,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 수인선, 공항철도, 자기부상열차  

버스	 서울역	 1301번, M6724번
	 강남역	 M6405번
	 신촌역	 1301번, M6724번
	 서초역	 M6405번

서울 50분/일산 30분/수원 40분

대한민국 대표 도시, 인천
세계를 향해 처음 문을 연 항구도시인 인천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통의 요지입니다.

공항철도와 1호선 동인천 급행 등이 연결되어 있어 서울 및 
수도권에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며, 고속도로를 통해 타도시에서 
이동하는 국내 참가자의 편의를 높여줍니다.

국내 참가자를 위한 
최고의 접근성

편리한 국내 접근성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송도국제도시까지 자동차로 
20여 분 거리

KTX고속철도 광명역까지
30km

서울 및 수도권과 연계된 
지하철, 공항철도 및 
교통망

서울 도심으로부터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송도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서울

김포공항

일산

KTX 광명역

경기도

김포

15km

30km

35km

22
km

3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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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행사장까지 최대 20여 분

우수한 교통편리성을 
자랑하는 
송도국제도시

인천공항에서 	
송도국제도시까지 	
도착시간

5 위
세계 사장교 순위

우수한 교통 편리성
2009년 인천대교가 완공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송도국제도시
까지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해외 참가자가 입국 수속 후, 인천
국제공항에서 송도국제도시까지 2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라다이스시티, 그랜드 하얏트 인천 등 공항 주변에도 최고의 
MICE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인천대교
20 여 분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송도국제도시, 
청라지역을 삼각축으로 연결,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동북아 허브교량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1.38 km인천대교 총 길이 

송도컨벤시아, 컨벤션 호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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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인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위치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송도컨벤시아 일원
면적   298만 ㎢

인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비즈니스 성장과 함께하는
글로벌 MICE 도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인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는 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숙박, 쇼핑, 문화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 국제회의 참가자에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전
비즈니스 성장과 함께하는 글로벌 MICE 도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정책 목표
글로벌 20 컨벤션·미팅 목적지 
기업회의·국제기구 회의 특화 도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 MICE 도시

정책 방향
국제회의 개최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국제회의 발굴 및 지속적 수요 창출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생태계 육성
국제회의와 지역관광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추진 과제
국제회의시설 설치 및 개선/국제회의 집적시설 조성/
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확충/관광자원 조성·개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내 국제회의 유치·개최/
국제회의업 및 전시사업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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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숙박시설,
합리적인 가격

영종도 및 시내 호텔
영종도를 비롯한 인천 곳곳에 다양한 호텔과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텔 등급 객실 수

그랜드 하얏트 인천 5성급 1,024실

파라다이스시티 5성급 711실

네스트 호텔 5성급 370실

골든 튤립 인천공항 호텔&스위트 4성급 550실

하워드존슨 바이 윈덤 인천에어포트 4성급 402실

베스트웨스턴 인천에어포트호텔 4성급 305실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 4성급 213실

라마다 인천호텔 4성급 250실

파크마린 호텔 3성급 88실

호텔 에버리치 3성급 70실

더위크앤 리조트 리조트 191실

라르고빌 리조트 리조트 55실

계 4,229실

2022년 1월 기준

강화도

개항장

10분
(2,073 객실)

인천

송도컨벤시아

20분
(4,229 객실)

인천국제공항

송도컨벤시아 주변 호텔
송도컨벤시아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9개의 호텔 2,073 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텔 등급 객실 수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 5성급 30실

쉐라톤 그랜드 인천 5성급 321실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5성급 423실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4성급 300실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 4성급 275실

홀리데이 인 인천송도호텔 4성급 202실

호텔 스카이파크 인천송도 3성급 241실

라마다 송도호텔 3성급 203실

브라운도트 송도호텔 2성급 78실

계 2,073실

2022년 1월 기준

충분한 숙박시설
송도컨벤시아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2,073개, 차량으로 20분 이내에 특급 호텔 4,229개의 객실을 
포함하여 총 6,302개 이상의 객실 등 충분한 숙박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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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확정 절차	
2012. 9. 16~18 GCF 사무국 유치 평가위원회 개최
미국 워싱턴 → 평가결과 
: 대한민국, 독일, 스위스 평가기준 최상위 등급 획득

2012. 10. 18~20 GCF 2차 이사회
대한민국 인천 → GCF 사무국 대한민국 인천 송도로 확정

UN 등 국제기구 유치 현황(총 15개 기구)

기구명 설립일
UN APCICT(유엔 아·태정보통신교육원) 2006.	06.	16
UN Depository Library(유엔기탁도서관) 2009.	06.	23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 사무국) 2009.	07.	01
UN ISDR GETI(유엔재해경감 국제전략 국제방재연수원) 2009.	08.	11
UN ISDR ONEA(유엔재해경감 국제전략 동북아사무소) 2009.	08.	11
NEASPEC(동북아 환경협력프로그램 사무국) 2010.	05.	17
UN ESCAP SRO-ENEA(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 2010.	05.	17
AFOB(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 2010.	05.	20
UN CITRAL RCAP(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센터) 2012.	01.	10
UN	OSD(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2012.	06.	08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2013. 12. 04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 2014.	04.	02
WB(세계은행 한국사무소) 2014.	08.	25
GGGI(글로벌 녹색성장기구 인천사무소) 2014.	11.	18
UNPOG(유엔거버넌스센터) 2017.	10.	12

성공적인 MICE행사 진행
인천광역시는 2009년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참석한 세계 
환경포럼을 비롯해 2017년 GCF 17차 이사회 등 다수의 
컨벤션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왔습니다.

MICE의 메카, 인천국제 기구(UN) 도시, 인천

GCF 그리고 녹색도시 인천
인천은 풍부한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 자연과 사람이 잘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류가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는 지금,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은 심각하기에 환경문제는 
온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데 이것을 위해 설립한 것이 바로 녹색기후기금
(GCF)입니다.

기금성격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자금

조직구조
1. 	GCF 이사회(24개국) 산하에 사무국, 

평가기구를 둠
2. 	세계은행(WB) 13,000여 명, 

국제통화기금(IMF) 2,500여 명 근무

2022년 1월 기준

2009. 10	
8차 세계 한국 비즈니스 컨벤션
-	40개국	3천5백 명	경제인,	국무총리 참석

2010. 02	
G-20	재무 및 중앙 은행 대표단 회의
-		G20	국가의 재무 차 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국제
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	7개 국제기구 관계자 등 참석

2010. 05	
4차	AMCDRR(재난 위험 감소에 대한 아센 장관급 회의)
-		UN이 주관하는 아시아	53개국 재난 관리 각료들의	
공식 회의

2010. 10	
2011	글로벌 모델	UN	회의
-	반기문	UN	사무총장 참석

2011. 08	
2차 녹색 기후 기금 위원회 회의
-	GCF	사무국 유치 결정

2012. 10	
UNESCAP	고위 정부 관료 회의 및		
인천 장애인 국제 컨퍼런스
-		UNESCAP	고위 정부간 회의 및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 최종평가회의

-	RI	세계대회 및	RI	창립	90주년	기념총회
-	APDF	총회 및 학술대회

2012. 10	
2012	인천세계장애인대회

2013. 06	
GCF	4차 이사회
	
A-WEB 창립총회

2014. 08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Asi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Religions for Peace Asia)
- 	아시아 각국의 종교지도자 5백 명 참석 	

2014. 10	
URBIO
- 	제4회 도시 생물다양성과 설계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OIE LAB Conference
- 	세계동물보건기구 표준 실험실 및 	

협력연구센터 회의

2015	
ISAAR
- 항생제와 항생제 내성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2015	
2015 UNESCO 세계교육포럼
(World Education Forum)
-	 	195개 회원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 관계자 	

1천 5백 명 참가

2015. 10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오프닝 세레모니
(President’s Cup Opening Ceremony)
- 	아시아 최초 송도지역 개최 PGA컵 대규모 개막행사

2016. 03	
아오란 그룹 포상 관광
- 6천 명 규모의 아오란 그룹 포상 관광 유치

2016. 09	
보리위엔 그룹 포상 관광
- 3천 명 규모의 보리위엔 그룹 기업회의 유치

2017. 05	
4Life Asia Convention 2017
- 4Life 국내외 사업자 기업회의로 7천5백 명 참가

2017. 08	
세계수의사대회(World Veterinary Congress)
- 	수의분야 세계 최고 권위 국제행사로 80개국 	

5천 명 참가

2017. 1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 
(RCEP 20th Meeting of the TNC and related meetings)
- 	동아시아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

2018. 08	
아시아유스포럼(AYF)

아시아개발은행(ADB) 

2018. 10
제17차 세계한상대회
- 3천5백 명 참가

2018. 11	
제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
- 3천5백 명 참가

2019. 04	
적응주간 국가적용계획포럼
- 8백 명 참가

2019. 05	
EAAFP 사무국 10주년 기념식 및 	
2019년 세계 철새의 날 행사

2019. 06	
아태지역 산림주간 
- 2천 명 참가

2019.09
안여옥 한국행 한류 스타 콘서트
- 2천 명 규모의 기업회의 유치

2020.01
일용당 2020 한국연회
- 5천 명 규모의 그룹 기업회의 유치

2020. 11	
2020 International Mayors Forum

2020 아시아태평양 지역 SDG 심포지엄

16 172022 MEETING PLANNER's GUIDE WHY INCHEON?



인천 MICE뷰로란
인천시의 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이벤트)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을 포함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 도시
마케팅 전담기구입니다. 또한, 인천 관내 MICE 산업 협력 네트워크인 
인천 MICE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인천시 
MICE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천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제도 운영, MICE 
주최자 대상 유치 및 홍보마케팅 활동 추진,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청년인턴십과 인천 Young MICE 리더 운영,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인천 MICE뷰로 인천의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MICE 홍보마케팅, MICE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담기구입니다.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16층 인천관광공사 MICE뷰로
032-899-7430~8
cvb@into.or.kr
www.incheoncvb.co.kr

주요사업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 국제회의 유치·홍보·개최 지원 
•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홍보·개최 지원 
•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 및 육성 
• 환대서비스 운영

MICE 홍보마케팅
• 국내외 MICE 전문 박람회 및 로드쇼 참가 
• MICE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 국내외 MICE 전문 매체 온라인 홍보

MICE 지역상생 및 일자리 창출
• 인천 MICE 지원센터 운영
• 인천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 인천 MICE 얼라이언스 운영 및 활성화 
• 인천 Young MICE 리더 운영 
• 인천 MICE업체 청년인턴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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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지원

- 환대서비스(웰컴데스크, 웰컴셔틀, 테마관광)
- 인천 홍보물, 홍보영상, 쿠폰북, 기념품
- 인천 Young MICE 리더(서포터즈) 인력
- 인천시티투어버스 티켓할인   - 컨설팅, 지지서한 등 행정지원

THE HAPPIEST MEETING INCHEON

HOSTING·WELCOMING·ENJOYING·BIDDING

인천 MICE 지원제도 

1

4

3

2

1  인천 시티투어버스 할인  2  인천 MICE 웰컴 데스크  3  인천 MICE 테마관광 셔틀버스  4  인천 Young MICE 리더

공통지원

인천광역시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MICE 행사 개최 및 유치를 지원합니다. 

컨벤션 및 기업회의·포상관광 지원

개최 지원

- 	행사장 임차료               - 	공식 연회 식음료비 및 공연                
- 	환영행사 및 이벤트       - 	기념품/홍보물 제작         
- 	청소용역, 버스임차료 등 서비스         
- 	숙박 및 관광                  - 	미팅테크놀로지

유치지원

- 유치제안서/PT제작, 기념품/홍보물 제작, 물품 운송비
- 	해외 현장 유치활동비	

(숙박, 항공, 공식연회, 공연, 부스 운영, 등록비 등)
- 본부단체 관계자 사전방한(숙박, 항공 등)

홍보지원

- 	기념품/홍보물 제작, 물품 운송비, 홈페이지 제작 등
- 해외 현장 홍보활동비(숙박, 항공, 공식연회, 공연, 부스 운영 등)
- 홍보단의 숙박 및 항공 일부

개최 지원

- 행사장 임차료                   
- 공식 연회 식음료비 및 공연
- 	기념품/홍보물 제작           
- 	인천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
- 	홈페이지 및 국제회의 참가자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
- 	중계소 조성, 화상 음향장비 등 기자재

컨벤션 기업회의/포상관광

기업회의
• 	기업에서 주최하여 인천에서 회의를 포함한 행사 개최기관
• 내국인 최소 50명 이상 또는 외국인 최소 10명 이상 참가 
• 유료시설 이용

포상관광
• 	기업이 부담하는 포상관광을 인천에서 개최하는 주최기관
• 외국인 최소 10명 이상 참가
• 인천 1박 이상 숙박

지원대상 및 조건
국제회의
•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참가자 250명 이상, 외국인 3개국 100명 이상, 2일 이상)

•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외국인 100명 이상, 2일 이상)

• 학·협회 주최, 3개국 이상 순환, 정기 개최되는 회의(참가자 50명 이상)
• 	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참가자 50명 이상)

지원대상 및 조건

* 상기 모든 지원 제도는 사전 협의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가능

• 참가자 200명 이상이며,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국내회의

*	상기 2022년도 지원제도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인천컨벤션뷰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인천CVB	홈페이지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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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Songdo ConvensiA
동북아 중심도시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뛰어난
접근성과 주변 인프라, Smart MICE 시스템, 친환경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독특하고 세련된 건축 디자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명품 컨벤션센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CONVENTION 
CENTER

송도컨벤시아24



송도컨벤시아

세계적 수준의 전문국제회의 시설인 송도컨벤시아 
국내 최초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중심에 위치한 송도컨벤시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20분, 서울에서 50분 거리의 인천 유일의 전시 컨벤션 센터입니다. 최대 900부스, 20,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전시장이 있으며 회의시설은 최대 3,000명 수용 가능한 볼룸 2개 및 다양한 규모의 중소회의실 35개가 마련되어 
있어 국내외 MICE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주변 도보거리 내 7개의 특급호텔과 센트럴파크, 
아트센터 인천, 트라이보울, 트리플스트리트 등의 쇼핑관광인프라를 갖춘 송도컨벤시아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친환경 시설과 최첨단 Smart MICE 시스템으로 미래 전시 컨벤션 센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송도컨벤시아’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우수등급)
BF인증(BF : Barrier Free)은 (재)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없는 시설 접근, 이용 등을 평가한 등급 시스템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시설이용이 가능

친환경 국제 LEED인증
컨벤션센터 리드인증(LEED :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은 
2000년 미국 그린빌딩 협회(US Building Council)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및 친환경 
건축물 등급 시스템으로 아시아 컨벤션 센터로는 최초로 인증 획득

송도컨벤시아 화상회의실
송도컨벤시아는 화상회의 시스템과 대형 모니터 등의 최신 시설을 갖춘 화상회의실을 제공
하고 있어 세미나, 콘퍼런스 등의 온·오프라인 행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 좌석과 사회대에 총 25대의 델리게이트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발언자 추적 카메라와 
연동을 통해 발언자의 모습을 즉각적으로 화면에 송출할 수 있습니다.
150인치의 메인 스크린, 2대의 98인치 양옆 모니터, 55인치의 좌장용 모니터를 통해 회의실 
내부 어디에 앉아도 송출 화면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화상회의 진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송도컨벤시아
songdoconvensia.com

건축개요
구분 시설현황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송도동6-1)
건축면적 50,010.88㎡
건폐율 48.95%

연면적
지상층 72,799.31㎡
지하층 44,339.16㎡
합계 117,163.60㎡

층수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물 높이 34.32m

주차장 1,157대(지상 : 355대, 지하 : 802대)

승강기
승용 13대
구조 4대

구조
지상 철골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하 철근콘크리트 구조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원스톱고객지원센터 
통합상담

 032-210-1111
구분 내용
위치 송도컨벤시아 3층 301호
면적 108㎡, 규모 9 X 12m, 높이 3~4m

수용능력 최대 24명

주요시설 및 장비

델리게이트 마이크 총 25대(책상용 24대, 사회대 1대)
화상회의 카메라 총 3대(앞 1대, 옆 2대)
모니터 총 3대(좌장용 55인치 1대, 양 옆 98인치 2대)
메인 스크린 150인치, 빔 프로젝터 6,500ANSI
데스크톱 PC 1대(유선 인터넷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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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컨벤시아 가상스튜디오
송도컨벤시아 가상스튜디오는 비디오허브, 레코더, 모니터, 카메라(3대) 및 크로마키 촬영
장소 등 방송촬영 및 편집, 송출장비를 제공하고 있어 송도컨벤시아 이용자(PCO.PEO 등) 
대상으로 무료 임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전문 세미나 및 소규모 클래스 등 사전홍보영상 키노트, 주요연사 인사말 등 사전 
촬영 가능한 컨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상스튜디오 사용 예약은 송도컨벤시아 1층 원스톱 고객지원센터에서 예약신청이 가능하며 
가상스튜디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온라인 콘텐츠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위치 송도컨벤시아 3층 
면적 (방송실) 131.94㎡ (라운지)130.55㎡

수용능력 최대 50명
주요시설 및 장비 카메라 장비 세트, 스피커 등 음향장비

회의실
2개의 볼룸 및 35개 회의실이 있어, 행사 규모에 따라 
회의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의 볼룸은 각각 분할 및 통합 사용이 가능하며, 
35개의 중소회의실은 통합 사용시 17개까지 가능합니다.

전시장
최첨단 무주 공법 설계와 행사 규모에 따라 4개실 분할이 
가능한 활용도 높은 전시 공간입니다.

구분 내용
주요용도 전문전시회 및 각종 이벤트 행사 등

수용능력
전시부스 900부스(3m × 3m)
(4개실 분할 사용 가능)

주요시설

바닥은 하드너 마감 
전체가 무주공간
1층 A/V Control room 
바닥하중 1.3ton/㎡ 
Floor box 급배수 
Air·전원통신 배선 공급

구분 내용

주요용도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국제회의, 학회 및 	
협회 행사, 정부공공기관 행사, 기업회의 등

주요시설

AV 시스템
전동형 스크린 및 빔프로젝터 
델리게이트 마이크
(보드룸 203호, 208호,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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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중심에 위치한 송도컨벤시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20분, 
서울에서 50분 거리의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입니다. 
최대 900부스 수용 가능한 전시장과, 2,000명 규모의 행사가 가능한 볼룸 및 총 
35개의 중소회의실을 갖추고 있는 MICE를 위한 최적의 개최 장소입니다. 동북아 중심 
도시 인천에 위치한 송도컨벤시아는 독특한 디자인과 친환경 시설을 갖췄으며, 최첨단 
Smart MICE 시스템이 지원되는 국내 대표 전시 컨벤션 센터입니다.

최첨단, 고품격 스마트 공간

Songdo 
ConvensiA

위치 1층
규모 17,021㎡(Hall 1~4는 분할 및 통합사용 가능)
전시장 수용규모

전시장 구분 전시1홀 전시2홀 전시3홀 전시4홀 소계

면적 4,208㎡ 4,208㎡ 4,165㎡ 4,440㎡ 17,021㎡

행사규모 부스(개) 225 225 210 240 900

Type별 최대
수용 인원(명)

극장식 5,000 5,000 4,500 5,000 20,000

강의식 3,500 3,500 3,300 3,700 14,000

연회식 2,500 2,500 2,400 2,600 10,000

비고사항	 • 임대료 산출기본 요율 × 임대차면적 × 임대차일수(부가세 별도)
	 • 임대기본요율 1일당 1,400원/㎡(8:00~20:00)
	 • 월별, 규모별, 기간별 할인/할증율 차등적용

시설개요

1층 전시장 Exhibition Halls

엘리베이터

화장실

의무실

VIP실

수유실

창고계단

에스컬레이터

Hall 4

Gate 5 Gate 4 Gate 3 Gate 2 Gate 1

Hall 2Hall 3 Hal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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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회의동 2층     규모 1,680㎡(560㎡, 3개실 분할사용 가능)
전시장 수용규모

중소회의실 수용규모

위치 회의동 2층     규모 2,916㎡(972㎡, 3개실 분할사용 가능)
전시장 수용규모

구분 면적(m) 천장높이(m) 가용공간(㎡) 수용인원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프리미어 A 20 × 28 12~14 560 320 210 190

프리미어 B 20 × 28 10~12 560 400 240 360

프리미어 C 20 × 28 8~10 560 400 240 360

룸 2개 통합 40 × 28 10~14 1,120 960 600 550

룸 3개 통합 60 × 28 8~14 1,680 1,600 990 970

가용공간(㎡) 면적(m) 회의실 수 수용인원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72 6 X 12 8 56 36 30

81 9 X 9 6 70 36 40

108 9 X 12 15 98 60 80

144 12 X 12 6 140 81 70

구분 면적(m) 천장높이(m) 가용공간(㎡) 수용인원
극장식 강의식 연회식

그랜드 A 27 × 36 10 972 500 294 250

그랜드 B 27 × 36 10 972 750 468 600

그랜드 C 27 × 36 10 972 750 468 600

룸 2개 통합 54 × 36 10 1,944 1,550 1,050 850

룸 3개 통합 81 × 36 10 2,916 2,550 1,806 1,600

2층 프리미어볼룸 회의실

2층 그랜드볼룸

Premier Ballroom Conference Rooms

Grand Ballroom

프리미어볼룸
ABC

Ⅰ

ⅡⅢⅣ

Ⅴ
Ⅵ

위치 회의동 1층     규모 72㎡(8개)/81㎡(2개)/144㎡(6개)
수용규모 개별 분할 사용시 최대 16개/통합 사용시 최대 6개

1F

Ⅰ

Ⅱ Ⅲ

위치 회의동 2층     규모 81㎡(2개)/108㎡(6개, 중역회의실 2개 포함)
수용규모 개별 분할 사용시 최대 8개/통합 사용시 최대 5개

2F

위치 회의동 3층     규모 81㎡(2개)/108㎡(9개, 중역회의실 1개 포함)
수용규모 개별 분할 사용시 최대 11개/통합 사용시 최대 6개

3F

Ⅰ
Ⅱ Ⅲ

엘리베이터 VIP실수유실화장실 계단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VIP실수유실화장실 계단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VIP실수유실화장실 계단에스컬레이터

그랜드볼룸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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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위치 지상 1층/지하 1층     규모 총 1,157대 수용(지상주차장 355대, 지하주차장 802대)
전화 032-210-1170          주차권 행사주최자에 한해서 지급

케이터링	
호텔 케이터링 업체를 통하여 각종 행사 시 품격 높은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규모 모임에서 대규모 연회에 이르기까지 행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활용 국제회의/세미나/각종모임/웨딩/돌·칠순잔치
예약 032-210-1142

기타시설 Other Facilities 송도컨벤시아
주요행사

주요
컨벤션

2009. 08 2009 글로벌 환경 포럼 반기문 UN 사무총장 기조연설

2009. 09 2009 ASIA 태평양 정상회담 호주 브리즈번 시장 등 아태지역 도시 대표 참석

2010. 02 G-20 재무 및 중앙 은행 대표단 회의 G20 국가의 재무 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7개 국제기구 관계자 등 참석

2010. 05 UN ESCAP 66차 연석 회의 인도네시아 개발장관, 인도 상공장관 등 약 20여 명의 각료 및 62개 회원국 정부대표단 참석

2010. 10 4차 AMCDRR(재난 위험 감소에 대한 아센 장관급 회의) UN이 주관하는 아시아 53개국 재난 관리 각료들의 공식 회의

2012. 10 2차 녹색 기후 기금 위원회 회의 GCF 사무국 유치 결정

2012. 10 UNESCAP 고위 정부 관료 회의 및 인천장애인 국제 컨퍼런스 UNESCAP 고위 정부간 회의 및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 최종평가회의/
RI 세계대회 및 RI 창립 90주면 기념 총회 APDF 총회 및 학술대회

2013. 10 A-WEB 창립총회 A-WEB 집행위원회의, 컨퍼런스 개회식

2014. 08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si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Religions for Peace Asia)
아시아 각국의 종교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한 제8차 총회(매년 5년마다 개최)

2014. 10 URBIO 제4회 도시 생물다양성과 설계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2014. 10 OIE LAB Conference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 실험실 및 협력연구센터 회의(매년 4년마다 개최)

2015. 05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2015) 세계 195개국 1,500여 명 참석 UNESCO 주최 행사

2015. 10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오프닝 세레모니(President’s Cup Opening Ceremony)
아시아 최초로 송도지역에 개최된 PGA컵의 대규모 개막행사

2015. 10 제52회 전국도서관대회(The 25nd KLA General Conference)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개최 3천 명 규모의 전국 도서관 대회

2016. 11 2016 아시아 태평양 종자협회 총회(2016 APSA) 총 48개국 1,400여 명의 종자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세계종자산업의 최신 동향과 
작물별 현안이 논의되었으며 60개 전시부스 240개소 상담테이블에서 종자를 거래하는 무역거래의 장

2017. 04 제12차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FAO 본부(로마)를 제외한 회원국에서 개최되는 첫 총회, 식물검역분야 선도국가 입지 구축

2017. 08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33rd Worls Veterinary Congress) 
수의분야 세계 최고권위 국제행사 세계 74개국 1,000명, 국내 3,000여 명 참석 이낙연 국무총리 및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참석

2017. 10 제20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 ·태 지역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2018. 04 세계유방암학술대회 단일 질환학회 가장 큰 규모

2018. 09 제 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 지구 온난화 1.5 ℃ 특별보고서 채택

2018. 11 2018년 제 6차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 세계 35개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대 국제 회의

2019. 04 2019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우리나라 주도적 위상 확보 및 정책홍보

2019. 06 2019 아태지역 산림주간(Asia Pacific Forestry Week 2019) 산림 관련 주요 도전과제와 해결방안 논의 행사

2020. 08 2020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국내외 경영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연구 및 토론

2020. 09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국제학술대회(LMCE 2020)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시행 K 컨벤션 육성지원 사업 선정된 글로벌 컨벤션

2020. 11 인천국제해양포럼(IIOF2020) 인천 최초 해양 국제컨퍼런스

주요
전시회

2021. 03 국제코팅〮접착〮필름산업전 국내 최대규모 코팅·접착·필름 산업 전문 전시회

2021. 03 국제첨단표면처리〮 도장산업전 표면처리 및 도장산업 분야 대표 전시회

2021. 03 국제화학〮바이오장비&분석기기전 화학분야, 바이오, 실험실용 혁신 장비&설비 전시회

2021. 08 인천리빙디자인페어 품격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리빙 전문 전시회

2021. 09 코리아뷰티앤코스메틱쇼 뷰티&화장품 관련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플랫폼

2021. 09 스마트제조·기계산업전 한국판 뉴딜, 스마트팩토리의 시작! 스마트 제조·그린산단 전문 B2B 전시회

2021. 09 국제전자회로 및 실장산업전 국내 최대의 전자회로 · 실장 전문 국제 전시회

2021. 10 인천국제낚시보트캠핑박람회 해양관광의 중심도시 인천에서 개최되는 낚시/캠핑/보트 전문 전시회

2021. 11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국내 최초 치안산업 전문 산업전시회

2021. 11 한국자동차산업전시회 한국 대표 자동차산업 종합품목 국제전시회

2022. 06 국제해양·안전대전 수도권 유일 해양 안전 특화 전시회

*	상기 전시회는 사정 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전시장 회의실 그랜드볼룸 프리미어볼룸

지급매수 1개홀당 5장 1개실당 2장 1개실당 5장

대

형

주

차

장

대

형

주

차

장

사 무 동

지상주차장

주차장
출입구

주출입구
입구

입구

출구

출구
차량

진출입구
화물 및 대형차량 

진출입구

지하주차장

32 332022 MEETING PLANNER's GUIDE CONVENTION CENTER



03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
쉐라톤 그랜드 인천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
홀리데이 인 인천송도호텔
호텔 스카이파크 인천송도
라마다 송도호텔
브라운도트 송도호텔

36
37
38
39
40
41
42
43
44

송도

최고급 숙박시설이 보장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2,073개,
차량으로 20분 이내에 특급호텔 4,229개의 객실을
포함하여 총 6,302개 이상의 객실 등 충분한 숙박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CONVENTION 
HOTEL

파라다이스시티
그랜드 하얏트 인천
네스트 호텔
골든튤립 인천공항 호텔&스위트
하워드존슨 바이 윈덤 
인천에어포트
베스트웨스턴 
인천에어포트호텔

45
46
47
48
49

50

영종도

파크마린 호텔
라마다 인천호텔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
더위크앤리조트

51
52
53

54

도심

호텔에버리치
라르고빌리조트

55
56

강화



대한민국 최첨단 국제도시 인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의 현대적인 빌딩 숲 속에서 고풍스러운 전통미를 뽐내며 장관을 연출하는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은 특급 호텔 서비스가 접목된 5성급 한옥 호텔입니다. 호텔은 미니바와 WiFi가 무료로 제공되는 30개의 객실, 
한국의 멋과 맛을 경험할 수 있는 한식당, 웅장한 한옥 느낌의 연회장 및 넓은 야외 마당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경원루 지하 1층에 
위치한 아리랑 홀은 최대 3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대형 미디어월 및 최신 음향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2층에 위치한 영빈관은 
전통적인 건축 양식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 최대 80명까지 수용 가능한 연회 공간을 제공합니다. 호텔 건축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장들이 참여하여 한옥의 완성도를 높였고 한복 입기, 전통놀이 체험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30개의 객실/2개의 연회시설

	 한옥호텔, VIP 숙박, 기업회의, 포상 관광 등

	 레스토랑, 피트니스 센터, 비즈니스 센터

 2018	 19th IALA 컨퍼런스 갈라디너
2018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
2019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2019	 EAAFP 컨퍼런스
2020	 제22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20	 제3회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

연회장 면적(m²) 연회 극장식 칵테일 강의실식 천장높이
영빈관 135 72 100 80 80 6
아리랑 448 240 350 300 200 4.8

인천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200
032-729-1101
gwjrsvn@ambatel.com
gyeongwonjae.com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 
5성급

Gyeongwonjae Ambassador Hotel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은 송도 센트럴파크를 바라보는 5성급 호텔로 송도의 중심부 국제무역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2층 규모에 총 321개의 객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고급스럽고 모던한 건축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8층에서부터 22층에 위치한 객실에서는 호텔과 인접한 도심 속 공원인 센트럴파크와 인천대교의 장관이 한눈에 들어와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경관을 제공합니다. 또한, 뷔페와 다양한 일품요리를 즐길 수 있는 피스트(FEAST) 
레스토랑, 차이니스 티 바와 7개의 별실을 갖춘 중식당 유에(YUE)에서는 가족과 지인 그리고 비즈니스 모임을 위한 최고급 요리와 
함께 최적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컨벤션센터, 센트럴파크, 잭니콜라우스 골프 코스 등과 근접하여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휴양까지 즐길 수 있는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의 랜드마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입니다.

	 321개의 객실/10개의 연회 시설

	 다양한 크기의 행사장 보유로 여러 행사 유치 가능, 고품격의 웨딩 진행

	 뷔페레스토랑, 라운지, 클럽라운지, 중식당,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스파, 미용실 등

 2011-2014	 World Travel Awards 선정 South Korea’s Leading Business Hotel  
2012-2018	 트립어드바이져 선정 Top 25 Luxury Hotels in South Korea 
2015	 코리아타임즈 선정 ‘Best Convention Hotel’ in South Korea
2015	 코리아헤럴드 선정 ‘Best Brand Awards Green Hotel’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53
032-835-1000
Reservation.Incheon	
@sheraton.com
marriott.co.kr/hotels/travel/selgi-
sheraton-grand-incheon-hotel

쉐라톤 그랜드 인천
5성급

Sheraton Grand Incheon Hotel

연회장 면적(m²) 연회 극장식 칵테일 강의실식 천장높이
Grand Ballroom 1&2 513 300 500 250 300 7

Grand Ballroom 1 256.5 140 250 100 150 7
Grand Ballroom 2 256.5 140 250 100 150 7

Lotus 1&2 198 80 100 80 60 2.5
Lotus 1 99 50 70 40 45 2.5
Lotus 2 58.5 30 30 20 24 2.5
Lotus 3 58.5 30 30 20 24 2.5

Lotus 4(보드룸) 58.5 - - - - 2.5
Lotus 5 130 70 90 40 54 2.5

Orchid 1 56 30 40 25 24 2.7
Orchid 2 64 40 60 30 36 2.7
Orchid 3 99 60 80 50 4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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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족호텔 최초 5성급 레지던스 호텔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은 최고급 호텔이 주는 서비스와 더불어 내 집같은 편안함과 
여유로움으로 고객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은 송도 국제 업무 단지 정중앙에 위치한 랜드마크로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의 전경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38층부터 64층에 위치한 스튜디오, 1~4베드룸과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타입의 객실은 총 423개의 스위트급 레지던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고 넓은 창을 통해 서해의 아름다운 
노을과 센트럴파크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객실에 식기 및 주방시설, 다양한 가전제품, 여유로운 수납공간 등이 
완비되어 있어 편리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고품격 레지던스 호텔입니다. 또한 신선한 재료로 다채로운 식사를 제공하는 ‘오크 
레스토랑’이 있으며, 국내 최고층에 위치한 바&다이닝 ‘파노라믹65’는 2019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인천관광공사 <유니크베뉴>에 
선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꾸준히 Trip Advisor Travelers’ Choice Best Hotel 부문에 선정된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에서 최고의 시설과 환상적인 뷰 그리고 고품격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23개의 객실/8개의 연회시설

	 숙박 F&B 기업연, 가족연 등

	 오크레스토랑, 파노라믹65 바&다이닝(유니크베뉴), 피트니스 센터, 비즈니스 센터

 2017	 세계 수의사대회 본부 호텔 선정
2018	 OECD 컨퍼런스 본부 호텔 선정
2019	 세계 유방암 학술대회 본부 호텔 선정
2020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본부 호텔 선정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032-726-2000
general.incheon	
@oakwoodpremier.co.kr
oakwoodpremier.co.kr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5성급

Oakwood Premier Incheon

도시와 자연의 전경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은 최고의 서비스와 시설, 시스템으로 고객에게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편안한 휴식 공간, 만족스러운 투숙을 선사합니다. 여유롭고 편안한 객실, 넓은 컨벤션과 연회장에서 품격 있는 서비스로 최고의 
행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워터파크, 수영장, 노천탕, 피트니스 센터, 스크린골프, 사우나, 뷰티샵 등의 부대시설로 다양하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의 전 임직원의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에게 감동과 기쁨을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300개의 객실/10개의 연회시설

	 인천대교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까지 20분 소요, KAL 리무진 운행으로 공항 접근 용이,  
	 센트럴파크역 3번 출구 도보로 3분 거리, 강남 이동 가능한 M버스 정류장 인접,  
	 송도 내 가장 큰 대규모 연회장 보유, 센트럴파크의 야경 관람 가능

	 로비라운지, 하이웨이브 뷔페

 2019	 상반기 초등특수학교장 워크샵
2019	 상반기 중고등학교장 워크샵
2020	 한국여성문화아카데미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4성급

The Central Park Hotel Songdo

연회장 면적(m²) 연회 극장식 칵테일 강의실식 천장높이
Premier Room 271 150 280 200 160 5

Premier Room A 158.6 70 200 70 70 5
Premier Room B 109 50 100 50 60 5

Oak Room 109 80 130 130 95 2.5
Asteria 148.7 70 100 120 70 2.5

 Oak·Orchid  168.5 - - - 125 2.5
Daisy 35 - - - 14 2.5
Lotus 28 - - - 10 2.5

Ivy 23 - - - 6 2.5
Panoramic 65 - - 150 - 6.5

연회장 면적(m²) 연회 극장식 칵테일 강의실식 천장높이
루비 408 250 300 500 150 3.5

에메랄드 454 250 400 500 200 3.5
사파이어 475 300 500 550 300 4

다이아몬드 1,028 600 1000 1,000 500 5

인천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93
032-310-5000
rsvn@cphotel.co.kr
centralparkho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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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은 특급호텔에 걸맞은 다양한 시설과 객실용품, 또한 품격 있는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고객님은 마치 맨해튼의 센트럴파크를 연상시키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송도 센트럴파크를 도보로 방문하거나, 한눈에 펼쳐진 
평화로운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미를 갖춘 공원 내에서는 1.8km에 달하는 해수로를 따라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산보를 
하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도 있고, 수로를 따라 운행하는 작은 배를 타는 여유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호텔에서 도보로 5분 
정도의 위치에는 국내 최신의 시설을 갖춘 컨벤션센터 중 하나로써 미래의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갖춘 송도경제신도시의 대표 
건축물, 송도컨벤시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은 고객의 객실 투숙이나 특별한 날의 행사를 더욱 즐겁고 
오래 기억되는 경험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객실과 웨딩, 돌잔치, 가족잔치 및 기업행사를 위한 연회/회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직원들의 친절하고 세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72개의 객실/3개의 연회시설

	 MICE 행사와 기업 행사 유치를 할 수 있는 연회 시설 준비

	 Level 19 뷔페 레스토랑, 이마트24 편의점, illy 카페, Thirsty Monk Tap House, 
	 실내외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2019	 Genesis Championship
2019	 한·중일 문화 관광장관회의
2020	 한미약품 심포지엄

인천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51
032-210-7000
rsvn@orakaihotels.com
orakaihotels.com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1
032-250-0000
reservation.songdo@ihg.com
holidayinnincheonsongdo.com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
4성급

Orakai Songdo Park Hotel

비즈니스 출장 또는 휴식을 위해 방문하신 모든 고객에게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는 도시 혹은 바다 전망을 
선택할 수 있는 202개의 모던하고 넓은 객실과 로컬 음식부터 유러피안 다이닝까지 맛있는 식사를 레스토랑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최신식 운동기기가 설치된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센트럴파크의 전망을 바라보고 운동을 할 수 있으며 20층에 위치한 야외 루프탑 
바에서는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와 인천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전경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니즈에 맞는 최신 설비의 
연회장들은 기업 미팅, 웨딩 및 각종 행사에 최적화되어 고객 여러분들께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겨드립니다.

	 202개의 객실/3개의 연회시설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피트니스 센터, 로비라운지, 비즈니스 센터, 터치스카이 루프탑, 아츠델리, 수라채 다이닝

 2016-2019	 세계선거기관 협의회(AWEB)
2016-2019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2016-2019	 철새이동경로파트너쉽(AAFP)
2016-2019	 녹색기후기금(GCF) 
2016-2019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2016-2019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홀리데이 인 인천송도호텔 
4성급

Holiday Inn Incheon Songdo

연회장 면적(m²) 연회 극장식 칵테일 강의실식 천장높이
Lily 363 180 300 - 150 3

Rose 170 160 100 - 60 3
Board room 78 25 - - - 2

연회장 면적(m²) 연회 극장식 칵테일 강의실식 천장높이
Ballroom 320 160 255 300 180 5.5

Multi Room 188 100 130 115 9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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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파크 인천 송도는 세계의 비즈니스를 이끄는 허브도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241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입니다. 3개의 식음료 업장과 중·소 회의실과 여러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고객이 
편안한 비즈니스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고객을 위한 각종 편의용품을 구비한 전용 객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리에 컨벤션센터, 센트럴파크,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와 인천대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241개의 객실/5개의 연회시설

	 숙박, 연회, 식음료

	 레스토랑, 카페, 피트니스 센터

 2016	 제26차 아.태산림위원회 및 제4차 산림주간
2018	 제6차 OECD 세계포럼
2019	 Genesis Championship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33
032-717-0716
hongcs38@skyparksongdo.com
skyparkincheonsongdo.com

호텔 스카이파크 인천송도
3성급

Skypark Incheon Songdo

라마다 송도호텔은 스마트한 여행자들을 위한 글로벌 호텔 브랜드입니다. 독창적이면서 효율적인 공간, 집에 머무르는 듯 아늑한 
객실, 위트와 친근함이 느껴지는 디자인, 있어야 할 것은 더 충실히 갖추고 없어도 될 것은 과감하게 간소화한 어메니티와 서비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라마다 송도호텔의 핵심 가치는 ‘실용성과 친근함’입니다. 고객의 실제 동선을 시뮬레이션하여 공간을 
재설계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요소들은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라마다 송도호텔의 어조는 정중하지만 
지나치게 무겁거나 고루한 틀에 박여 있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호텔의 무난하고 건조한 분위기를 탈피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서비스에 라마다 송도호텔 특유의 친근함을 담았습니다. 또한 라마다 송도호텔은 격조 높은 연회, 연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마다 송도호텔
3성급

Ramada Songdo Hotel

연회장 면적(m²) 연회 극장식 칵테일 강의실식 천장높이
다이아몬드 60 30 - - 30 -

토파츠 60 30 - - 30 -
사파이어 30 20 - - 20 -
에메랄드 30 20 - - 20 -

통합사용 시 100~120명 수용
크리스탈 60 30 - - 30 -

SONGDO

연회장 면적(m²) 연회 극장식 칵테일 강의실식 천장높이
Davinch Hall 2,757 800 1200 1400 800 7
Renoir Hall 1,814 200 450 450 300 7
Degah Hall 60 80 90 60
Gogh Hall 449 60 80 100 60 3

Rembrandt Hall 833 120 180 200 180 3
Noir Hall

인천시 연수구 능허대로 267번길 29
032-830-2000
rsdgm@ramid.co.kr
www.ramada-songd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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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도트 송도호텔
2성급

Brown Dot Songdo

브라운도트 인천 송도는 인천국제공항 및 송도국제도시와 인접하여 많은 비즈니스 고객 및 여행객께서 방문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양한 타입의 객실과 세련된 디자인의 인테리어,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한 번 방문해주신 고객님들께서 재방문율이 많은 
호텔입니다. 브라운도트 인천 송도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님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내 집 같은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천시 연수구 능허대로 227-7
032-833-6512
reservation@browndotsongdohotel
www.browndotsongdo.com

파라다이스시티는 3천여 점의 아트워크가 선사하는 감동과 관광,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을 융합한 동북아 최초의 ‘아트테인먼트(Art-
tainment) 리조트’입니다. 컨템포러리 럭셔리 호텔 ‘파라다이스 호텔&리조트’, 유러피안 부티크 호텔 ‘아트파라디소’, 국내 특급호텔 
기준 최고 수준의 ‘컨벤션’, 한국관광공사 선정 웰니스 관광지 ‘씨메르’, 동북아 최대 규모 클럽 ‘크로마’,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이벤트형 쇼핑이 가능한 ‘플라자’, 세계테마엔터테인먼트협회(TEA) 어워즈 선정 패밀리 
테마파크 ‘원더박스’,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파라다이스 카지노’ 등을 갖추고 있어 수준 높은 문화 예술과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의 뷔페 레스토랑, 컨템포러리 한식, 중식, 일식, 이탈리안 파인 다이닝에서는 
정상급 셰프의 손 끝에서 탄생한 미식의 향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국적인 낮의 경관과 로맨틱한 밤 분위기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파라다이스시티에서 몸과 마음의 완벽한 휴식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711개의 객실/8개의 연회시설

	 세계에서 공항과 가장 인접한 호텔, 컨템포러리 럭셔리를 지향하는 세련된 디자인의 711개 객실 

	 사우나, 더 스파 앳 파라다이스, 피트니스 센터, 키즈 존&사파리 파크, 플라워샵, 파라다이스 부띠크 등

 2019	 LG 이노페스트
2019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 및 국제항공협력 컨퍼런스
2019	 U-Blox AP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 세미나
2019	 Nuskin Success Academy

2019	 Warner Music Global Marketing Conference
2019	 현대 Global Marketing Conference
2019	 청룡 영화제
2019	 루이비통 크루즈 쇼  

인천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번길 186
1833-8855
p-city@paradian.com
p-city.com

파라다이스시티
5성급

Paradise City

연회장 면적(m²) 연회 극장식 칵테일 강의실식 천장높이
Grand Ballroom 1,500 970 1,824 - 891 8

Sapphire 590 260 448 - 384 6
Emerald 400 180 316 - 252 6

Meeting Room A 155 60 90 - 50 2.5
Meeting Room B 65 30 50 - 20 2.5
Meeting Room C 65 30 50 - 20 2.5
Meeting Room D 95 40 60 - 45 2.5
Meeting Room E 70 30 50 - 3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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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번길 208
032-745-1234
incheon.grand@hyatt.com
grandhyattincheon.com

인천국제공항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인천은 마이스 행사를 위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최대 1,440명(극장식 
기준)까지 수용 가능한 대연회장을 비롯해 중소형 규모의 다양한 연회장 26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숙련된 마이스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연회팀이 성공적인 행사를 약속드립니다.

	 1,024개의 객실/26개의 연회시설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과 첨단시설 완비, 공항과 근접한 편리한 교통시설(공항에서 3분 거리), 
	 아름다운 서해안 낙조를 배경으로한 야외와 연결된 미팅룸

	 그랜드클럽(클럽라운지), 레스토랑8, 그랜드 카페, 스웰라운지, 비바 가라오케, 풀하우스 테라스,
	 피트니스 센터, 3개의 수영장(어린이전용 포함), 사우나, 스카이숍

 2012-2019	 트립 어드바이저 선정 ‘한국의 럭셔리 호텔 톱 25’
2012-2020	 와인 스펙테이터 레스토랑 와인 리스트 어워드 수상
2019	 ISO22000(식품 안전 경영시스템) 인증 
2019	 카약(Kayak) 트래블 어워드 수상  
2020	 2020 GBAC(환경소독 국제 인증) 획득

그랜드 하얏트 인천
5성급

Grand Hyatt Incheon

연회장 면적(m²) 연회 극장식 칵테일 강의실식 천장높이
Grand BallroomⅠ,Ⅱ,Ⅲ 1,250 830 1,440 1,250 715 7

Grand SalonⅠ,Ⅱ 230 120 160 230 108 3.1
Grand Salon Ⅲ 165 120 144 165 84 3.1

Executive Boardroom 116 60 80 80 50 3.6
PineⅠ,Ⅱ 97 20 40 30 20 3.6

The Ballroom A,B,C 890 540 672 890 430 6.7
EAST Salon A,B  196 100 160 180 100 3.9
Poplar Room 64 30 32 40 27 3.3
Cedar Room 50 16 24 25 18 3.3

Cinnamon Room 50 - - - - 3.3

네스트 호텔의 독창적인 건축,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호텔 플랫폼 ‘디자인 호텔스’ 로부터 먼저 인정받아 국내에서는 최초로 
디자인 호텔스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디자인 호텔스는 호텔의 전체 컨셉, 종합적 미학성, 건축 및 디자인의 창의성 등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까다롭게 멤버 자격을 부여하며, 현재 50여 개국의 300여 개 호텔만이 멤버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스트 호텔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숨을 고르는 ‘안식처 Second Home’입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떠날 여유는 없지만 잠깐이라도 고요한 자연 속에 
머무르고 싶은 이들, 감각적인 건축공간에서 창조적인 생각에 몰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네스트 호텔은 자신만의 휴식공간이 됩니다.

	 370개의 객실/12개의 연회시설

	 기업행사, 웨딩, 미팅&이벤트

	 야외 인피니티풀,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레스토랑, 라운지, 키즈존

 2019	 Survival 3C Masters 2019
2019	 FY20 NIKE Korea Energy Day
2019	 Hana Financial Group Championship - Catering
2020	 BMW Training Academy ‘2020 The xEV Day’
2020	 Renault Samsung The New SM6 Pre-test Driving Day

네스트 호텔
5성급

Nest Hotel 

인천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19-5
032-743-9000
info@nesthotel.co.kr
nesthotel.co.kr

연회장 면적(m²) 연회 극장식 칵테일 강의실식 천장높이
Baum A+B+C 871 630 750 750 630 6.75

Baum A+B/B+C 577 420 500 500 420 6.75
Baum A/B/C 289 210 250 250 210 6.75

Stein A+B 149 100 120 90 90 3.1
Stein A 69 40 50 35 36 3.1
Stein B 81 60 70 55 54 3.1

Stein C+D 134 90 110 80 81 3.1
Stein C 72 40 50 35 36 3.1
Stein D 62 50 60 45 45 3.1

Blume A/B/C/D 33 16 N/A N/A N/A 2.4
Garden 423 120 N/A 120 N/A N/A

Party Pool 296 130 N/A 130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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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과 인접한다는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세미나, 워크샵,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장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골든 튤립 
인천공항 호텔&스위트는 편안함과 따뜻함이 어우러진 550개의 객실과 인원수와 규모별로 이용 가능한 회의실과 비즈니스 공간을 
보유, 운영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또한, 다양한 최신 시설과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한 WiFi(무료/전 객실), 24시간 경비 서비스, 무료 
셔틀픽업서비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골든튤립 인천공항 호텔&스위트는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한결같은 최고급 Hospitality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세계 5위 그룹에 속한 4성급 특급 호텔로서 외교,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최고를 꿈꾸며 고객의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550개의 객실/3개의 연회시설

	 숙박, 기업회의, 크루숙박 등

	 피트니스 센터, 라운지, 크루라운지

 2019	 한중 국제바이올린콩쿠르대회
2019	 농업계학교 국외연수
2020	 하나금융 골프대회
2020	 정화영 작가님 ‘아름다운 동행’ 출판기념회
2020	 인천 신문배 테니스 대회 

골든튤립 인천공항 호텔&스위트
4성급

GOLDEN TULIP Incheon Airport Hotel & Suites

인천시 중구 흰바위로 59번길
032-232-2000
reser@goldentulipyj.com
goldentulipyj.com

연회장 면적(m²) 연회 극장식 칵테일 강의실식 천장높이
Grand Ballroom 945.4 - 400 - 350 3.5
Golden Room 331.34 - 100 - 70 3.5
Seminar Room 124.42 - 50 - 30 3

하워드존슨 바이 윈덤 인천에어포트는 여유로운 공간, 품격 있고 세심한 서비스,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며 즐겁고 설레는 여행부터 
함께 기쁨을 나누고 축하하는 특별한 날,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휴식, 업무를 위한 출장까지 모든 순간이 보다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멋진 라이프스타일이 만들어지는 호텔 하워드존슨 호텔 인천에어포트에 머무시는 동안 
저희만의 편안하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402개의 객실/4개의 연회시설

	 비즈니스형 호텔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사우나, 당구장, 탁구장, 코인노래시설, 레스토랑, 카페

 2018	 OVERWATCH DIVISION KOREA 개최
2019	 WMTC(세계수학경시대회) 개최

하워드존슨 바이 윈덤 인천에어포트
4성급

Howard Johnson Hotel Incheon Airport

인천시 중구 신도시남로 142번길 6
032-722-0000
hellohojo@hojoincheon.com
howardjohnsonincheon.com

연회장 면적(m²) 연회 극장식 칵테일 강의실식 천장높이 보드룸
Megastar A Hall 216 150 250 250 100 2.85 -
Megastar B Hall 88 60 80 80 60 2.85 30

Megastar A+B Hall 323 210 350 400 180 2.85 -
PDR 33 - - - - 2.8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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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인천에어포트호텔은 전 세계적으로 4,300개 이상의 호텔체인을 보유한 베스트웨스턴 인터내셔널의 
특급호텔로서 동북아 허브의 중심인 인천국제공항과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간 무료셔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305개의 객실로 개관한 이래로 특급 호텔에 맞게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2년 호텔 
레노베이션을 통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급 호텔 서비스 기준에 의하여 시설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객실을 포함한 호텔의 모든 구역에 인터넷과 WiFi를 무료로 제공하며 조식, 중식, 석식이 모두 가능한 올데이다이닝 
레스토랑 ‘파티오’와 로비 라운지, 비즈니스센터, 피트니스 센터, Tax Free Shop, 마사지샵, 편의점 등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305개의 객실/5개의 연회 시설

	 대연회장(그랜드 볼룸, 다이아몬드 룸)과 2층의 다양한 소연회장

	 레스토랑 파티오, 파티오 바, 편의점, 마사지샵

베스트웨스턴 인천에어포트 호텔
4성급

Best Western Premier Incheon Airport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8-27
032-743-1000
bw@airporthotel.co.kr
airporthotel.co.kr

연회장 면적(m²) 연회 극장식 칵테일 강의실식 천장높이
Grand Ballroom 476 280 - - 260 5.8
Diamond Room 222 90 - - 80 2.5
Sapphire Room 82.6 40 - - 35 2.5

Ruby Room 62.8 20 - - 20 2.5
Board Room 49.5 10 - - 10 2.5

파크마린 호텔은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에 총 90 여개의 객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세계의 관문도시인 인천을 찾는 가족, 
비즈니스 여행객에게 최고의 편안함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인선 소래포구역 도보 2분거리, 인천국제공항까지 30분 
거리에 위치하며, 송도컨벤시아, 소래포구 수산 시장과 인접해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합니다. 품격 있는 인테리어의 객실은 최고의 
휴식을 제공해드리며, 1층에는 최고의 커피 맛을 제공하는 토탈카페, 2층에는 각종 연회, 기업 모임, 돌잔치, 스몰웨딩 등의 행사를 
다양한 메뉴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 해드리는 연회장 진연례, 지하1층에는 트렘폴린 운동시설, 3층에는 영유아 전용 키즈카페 
슈슈봉봉, 회의실, 피트니스센터, 세탁실 등의 부대시설이 있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88개의 객실/2개의 연회 시설

	 중요한 회의, 각종 비즈니스 행사, 이벤트, 스몰웨딩, 돌잔치, 송년회

	 문그루브 풀(루프탑 수영장), 문그루브 바(루프탑 바), 슈슈봉봉(키즈카페), 점프시티(트램폴린), 토탈카페(카페)

 2020	 인천광역시 지정 우수호텔 I-STAY 선정
2020	 남동구 지정 우수호텔 THE BEST 선정
2020	 아고다 Customer Rating Excellence Award 선정
2020	 2020 코리안 럭비 챔피언십 한국전력 등 남동구 스포츠 구단 숙박 업체 다수 선정
2020	 중소기업벤처 2020 미래서비스 기업 연합 워크숍 등 정부행사 다수 진행

인천시 남동구 소래역로 44
032-425-2700
parkmarinehotel@naver.com
parkmarinehotel.co.kr/ko

연회장 면적(m²) 연회 극장식 천장높이
진연례 331 100 120 3.3

Conference Room 46 10 15 3
Chouchou Bonbon 327 60 - 4

Jump City 374 50 - 4
Moongroove 326 80 - 6

파크마린 호텔
Parkmarine Hotel

3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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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러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항해하는 범선을 연상하게 하는 인천관광공사 하버파크호텔은 인천항, 아트플랫폼, 개항장일대, 
월미도, 차이나타운 등 인천 유명 관광지에 인접하여 포근한 휴식과 완벽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안락하고 편리한 
213개의 객실과 기업행사, 세미나, 결혼식 등 각종 행사가 가능한 그랜드볼룸외 9개의 최신시설의 연회장은 언제나 고객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또한 탁 트인 항만의 야경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다이닝펍과 주방 명인들이 즉석에서 펼치는 요리가 오감을 
자극하는 레스토랑 등 최신 시설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고객 여러분의 취향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드립니다. 친절한 미소와
앞서가는 서비스로 인천의 랜드마크이자 최고의 호텔이라는 찬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개의 객실/9개의 연회 시설

	 인천 내항 및 차이나타운, 개항장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수 있는 유니크베뉴 15층 하버베이볼룸 

	 피트니스 센터, 로비라운지, 비즈니스 센터, 더 하버 레스토랑

 2019	 동아시아 합창제
2019	 현대제철 주주총회 
2019	 디에스포라 영화제
2020	 ICN 피트니스 대회,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대회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
4성급

Best Western Harbor Park Hotel

인천시 중구 제물량로 217
032-770-9500
info@harborparkhotel.com
harborparkhotel.com

연회장 면적(m²) 연회 극장식 칵테일 강의실식 천장높이
Grand Ballroom 674 350 500 - 450 5.4

Square Ⅰ 85 50 60 - 50 2.7
Square Ⅱ 44 20 40 - 30 2.7

Park Ballroom 218 120 230 - 100 2.5
Sky Bay 214 120 200 - 80 2.7

Coner Bay 105 60 120 - 70 2.7
BayⅠ 39 30 50 - 27 2.7
BayⅡ 39 20 45 - 15 2.7
Bay Ⅲ 16 10 30 - 9 2.7

Harbor Bay 842 250 340 - 170 2.8

라마다 인천 호텔은 전 세계 7,800여 개의 체인을 거느리는 윈덤 호텔 그룹이 보유한 월드와이드 호텔 브랜드 RAMADA로,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황금빛의 웅장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수인선 소래포구역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다 냄새와 갯바람, 
오감을 자극하는 소래포구 어시장으로부터 도보 3분, 송도신도시 10분대, 인천공항과는 30분대의 편리한 접근성과 교통망을 갖고 
있으며, 호텔 인근에 위치한 소래포구, 송도신도시, 월곶포구, 남동공단, 시화공단, 인천공항, 인천대공원, 센트럴파크 등 인천을 
누비는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동선을 제공하며, 특급호텔만의 고품격 서비스와 최고의 시설을 갖추어 문화, 관광, 비즈니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호텔로 차별화된 만족을 드립니다.

	 250개의 객실/4개의 연회 시설

	 국내외 다수 기업체 이용&MICE행사유치 및 지원

	 레스토랑, 피트니스, 미팅룸, 비즈니스센터, 코인세탁실

 2018	 세계검도선수권대회 호주국가대표선수단 숙박유치
2019	 	KME 관계자 숙박유치, APFW 참가자 숙박유치, K-BEAUTY 해외 바이어 숙박유치, 

ASGO 참가자 숙박유치
2018-2020	 SURTECH 전시사 및 바이어 숙박유치

라마다 인천호텔
4성급

RAMADA Incheon Hotel

인천시 남동구 소래역로 36
032-460-1100
rsvn@ramadaincheon.com
ramadaincheon.com

연회장 면적(m²) 연회 극장식 칵테일 강의실식 천장높이
Glory hall 110 60 100 - 80 3

EFL Lounge 37 30 30 - 40 3
Crew Lounge 1 45 20 24 - 20 2.6
Crew Lounge 2 45 20 24 - 2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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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에버리치는 서울, 인천, 경기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인천시 강화군의 중심인 강화읍에서 2km거리에 있는 
해발 100m의 남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화도의 모든 역사 유적, 여가 활동, Hot Place에 20~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세미나·워크숍·팀 빌딩·가족모임· 결혼식·피로연 등에 최적화된 호텔입니다.

	 70개의 객실/2개의 연회 시설

	 숙박, 한정식, BBQ, 세미나, 워크숍, 웨딩, 피로연, 가족모임

	 돌솥 한정식당, BBQ 카페, 야외 수영장, 트레킹(남장대, 남산), 라벤더 가든, 야외 BBQ 가든, 잔디광장

호텔에버리치
3성급

Hotel Everrich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화성길 
50번길 43
032-934-1688
info@erh.co.kr
hoteleverrich.com

연회장 면적(m²) 연회 극장식 칵테일 강의실식 천장높이
Convention Hall 372 200 300 250 6.5

Lavenda Hall 91 50 60 55 3

어반 라이프스타일 부띠끄 리조트 ‘더위크앤 리조트’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에 총 19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데이 
모던 다이닝, 다양한 회의 및 연회 시설, 칵테일바, 카페, 워터파크, 엔터테인먼트존을 오션뷰와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리조트를 
감싸고 있는 나지막한 산과 아름답게 펼쳐진 서해 바다, 머리칼과 피부에 닿는 해풍, 바다 위에 내려앉은 불같은 낙조까지. 오감으로 
느껴지는 자연과, 자연의 4원소를 컬러와 심볼로 자연스럽게 녹여낸 THE WEEK& 안에서 근사한 삶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여행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맞춤형 룸 타입이 준비되어 있으며, 주말이 가족을 위한 공간이라면, 더위크앤 리조트의 주중은 
비즈니스와 업무를 위해 최적화된 장소를 제공합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장소에서 능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효율적인 
서비스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191개의 객실/6개의 연회 시설

	 다양한 맞춤형 룸 타입, 전 객실 오션뷰

	 모던다이닝 레스토랑 ‘WE CAN DINE’, 조식 및 연회 뷔페 레스토랑 ‘THE FIVE’, 
	 로비 카페&바 ‘WE CAN BAR’, 워터파크 ‘아쿠아벤처’, 사우나, 엔터테인먼트존, 피트니스 센터

 2020	 도심협력주행과제 연차 보고서 작성 워크숍
2020	 재난안전 연구포럼 워크샵

더위크앤리조트
The week & Resort

인천시 중구 용유서로 379
032-745-0000
reservation@
theweekandresort.com
theweekandresort.com

연회장 면적(m²) 연회 극장식 칵테일 강의실식 천장높이
AQUA 600 230 290 200
TERRA 303 160 180 140

VENTUS 350 150 170 120
SOLIS 180 30(20/10)

Board Rooms 124 14
VIP lounge 22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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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서해의 낙조와 함께하는 오션 프런트 라르고빌 리조트는 성공을 약속드리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평범을 거부하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근접한 바다에 접하고 천연림으로 둘러싸인 곳에 뮤지엄 건축양식으로 평범을 
거부한 5개 동에 단 55개의 객실만을 오션뷰로 가지고 있는 라르고빌 리조트는 사람과 자연을 연결해 주는 공간입니다. 특별한 
공간과 품격 있는 행사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준비된 6개의 차별화된 연회장은 모두 오션뷰로 배치되어 있으며 소규모 미팅부터 
최대 350명까지 수용 가능하여 어떠한 규모와 형태의 행사에도 품격 있게 만족시켜 드립니다. 라르고빌 리조트의 또 하나의 
자랑인 부대시설은 인피니티 풀로 설계된 야외수영장 오션풀과 크루즈의 테라스라고 착각할 만큼 아름다운 카페 라르고 그리고 
더 웨이브 한식 레스토랑과 애플포레에서 즐기는 BBQ는 호텔에서 즐기는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가든스퀘어의 낙조는 환상입니다.

	 55개의 객실/6개의 연회 시설

	 숙박 및 F&B, 기업회의, 웨딩 등

	 카페 및 레스토랑, BBQ, 야외수영장

라르고빌리조트
Largo Ville Resort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845번길 27
032-555-8868
largoville@largoville.com
largoville.com

연회장 면적(m²) 연회 극장식 칵테일 강의실식 천장높이
아리아홀 315 150 300 350 200 5.4

세레나데홀 222 120 250 300 180 4.6
심포니홀 175 100 200 250 150 5.4
오페라홀 162 100 200 250 150 3.2
하모니홀 105 50 150 180 100 7.2
아레나홀 82 50 100 120 80 3.8

GANGHWA2022 MEETING PLANNER's GUIDE CONVENTION HOTELS56 57



UNIQUE VENUE

루빅
아트센터 인천
크로마
트라이보울
BMW 드라이빙 센터
달빛축제공원
센트럴파크
월미문화관
왕산마리나
현대크루즈

59
59
59
59
60
60
60
60
61
61

공연/레저

원인재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전등사
베스트리빙
셀리턴
인천아트플랫폼
코스모40
케이슨24
해든뮤지움

61
61
62
62
62
62
63
63
63

역사문화유적/전시

강화고인돌체육관
경원루
강화도령 화문석체험장
새라새
일광전구 라이트하우스
인천글로벌캠퍼스
파노라믹65
플라자광장

63
64
64
64
64
65
65
65

스포츠/기타

04
루빅은 색다른 공연을 만나는 라이브 뮤직 라운지입니다.
국내외 정상급 재즈 리스트들의 공연이 진행되는 뮤직 라운지 
루빅에는 파라다이스시티 믹솔로지스트들의 화려한 칵테일과 
유러피안 스타일 다이닝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며,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루빅01
아트센터 인천은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의 문화단지 개발사업으로 
시작된 글로벌 복합문화공간입니다. 2018년 개관하였고, 건물의 
최상층에는 컨벤션, 기업행사,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이벤트가 가능한 
다목적 홀과 연회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에스트로의 지휘하는
손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된 독특한 외관과 바다를 잇는 아름다운 
전망, 미려한 내외부 공간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트센터 인천02

 주소 인천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
 대표번호 032-453-7700   홈페이지 aci.or.kr
 주요시설 콘서트홀, 다목적홀   면적 객석 362㎡    무대 133㎡
 수용인원 400명

 주소 인천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번길 186
 대표번호 032-729-2209   홈페이지 p-city.com
 주요시설 라이브 공연장
 면적 1층 1,197.91㎡    2층 749.11㎡    3층 254.11㎡
 수용인원 1층 189명    2층 130명    3층 21명

트라이보울(Tri-Bowl)은 평평한 천장 밑에 자유로운 곡면의 바닥이 
특징인 다목적 공연문화공간입니다. 정방형의 수경 위에 떠있는 
구조들에 관람객들은 긴 브리지를 통해 구조물의 밑을 지나 진입하게 
됩니다. 내부는 원형극장(ARENA) 형태의 공연장과 문화예술교육,
전시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로마는 1~4층으로 이루어진 최대 3,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형 시설입니다. 1년 365일 풀 파티(4층)가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촬영, 대관, 대형 행사, 페스티벌 등이 가능한 대규모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입니다.

트라이보울04

 주소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0
 대표번호 032-832-7992   홈페이지 tribowl.kr
 주요시설 공연장, 중앙홀, 교육실   면적 823㎡ 다목적 공간 111.13㎡
 수용인원  350명

 주소 인천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번길 186
 대표번호 032-729-7530   홈페이지 p-city.com
 주요시설 행사장, 공연장
 면적 1층 1,570㎡    2층 1,927㎡    3층 1,441㎡    4층 1,511㎡
 수용인원 1층 300명    2층 1,500명    3층 400명    4층 800명

크로마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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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인천시 서구 시천동 시천나루선착장
 대표번호 032-882-5555   홈페이지 aracruise.co.kr
 주요시설 연회장, 라이브무대, 오픈데크
 면적 425㎡   수용인원 총 1,000명

드라이빙 센터는 경험(Experience), 즐거움(Joy), 친환경(Green)을 
주제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트랙과 전시장, 이벤트 홀, 
주니어 캠퍼스 및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20만㎡의 부지, 축구장 약 40개 규모의 BMW 드라이빙 센터는 도시 
가까이에서 가장 강렬한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며, 다채로운 
문화체험과 BMW 그룹이 전하는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BMW 드라이빙 센터05
달빛축제공원은 갈대, 억새 및 수서곤충, 양서류가 서식하는
생태공원과 가로경관이 뛰어난 생태환경의 장입니다.
또한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다목적운동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으며, 실내 체육시설인 보조경기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달빛축제공원06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136   대표번호 080-269-3300
 홈페이지 bmw-driving-center.co.kr
 주요시설 드라이빙센터, 주니어캠퍼스, 준회의시설 등
 면적 1,000㎡   수용인원 300명

 수용인원 1층 189명    2층 130명    3층 21명

 주소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6-1번지
 대표번호 032-453-7912   홈페이지 ifez.go.kr
 주요시설 주공연장, 보조공연장, 생태공원, 체육시설
 면적 주공연장 170.543㎡    보조공연장 12,468㎡
 수용인원 10,000명

왕산마리나는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시원한 바다와 
요트계류장의 풍경은 일상에서 벗어나 잠깐 동안의 여유와 힐링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야외행사 
공간입니다. 이곳은 향후 바다, 섬, 노을 등의 자연경관 관광과
다양한 해양레포츠(요트, 낚시 등)를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마리나 
복합리조트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왕산마리나09
대한민국 최초의 운하인 경인아라뱃길에서 운항 중이며, 매년 50만 명, 
현재까지 1,100만 명 이상이 이용한 인천의 대표적인 크루즈입니다. 
또한 현대크루즈는 대한민국 관광유람선 중 가장 큰 규모의 선박으로 
승선정원이 1,000명이며, 640여 명이 동시에 연회행사가 가능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유니크베뉴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행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대크루즈10

 주소 인천시 중구 왕산마리나길 143   대표번호 032-202-9961
 홈페이지 wangsanmarina.co.kr   주요시설 야외행사공간
 면적 실내 2개실 701㎡    야외행사장 약 45,000㎡
 수용인원 200명

월미문화관은 지하 1층 한식체험관, 1층 전시실, 2층 사무실 및 
세미나실로 구성된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한복체험을 비롯해 월미산 둘레길, 월미산 전망대, 
월미전통정원 등 건물 안팎으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2층 세미나실은 소규모 회의나 강의에 
적합하며 자체 행사가 없을 때 대관이 가능합니다.

국내 최초로 해수를 끌어와 공원 내 조성된 길이 1.8km, 최대폭 
110m에 이르는 인공수로에는 센트럴공원을 운행하는 수상택시가 
있는 해수문화공원입니다. 지형의 변화에 따라 다이내믹한 공간을 
연출하는 ‘산책공원’, ‘마당’이라는 한국의 전통을 적용한 ‘테라스정원’, 
인공수로의 구간으로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초지원’ 등 
5개의 테마로 조성된 도심 속 시민의 낙원입니다.

월미문화관08센트럴파크07

 주소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4-5번지
 대표번호 032-453-7912   홈페이지 ifez.go.kr
 주요시설 문화공원(해수공원), 기본무대 및 시설
 면적 63.390㎡   수용인원 1,000명

 주소 인천시 중구 월미로 131-22   대표번호 032-440-5933
 홈페이지 incheon.go.kr/park   주요시설 전시관, 세미나실
 면적 138.6㎡   수용인원 80명

인천을 전승지로 하는 무형문화재를 올바르게 보존, 전승하면서 
시민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멋과 흥을 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관입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6개 종목과 인천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28개 종목의 예능 및 기능 보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후학을 양성하고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재는 인천 지방문화재 제5호로 고려 현종 15년에 소성현 개국 후로 
추봉된 인천 이씨의 시조 이허겸의 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받들기 위해 
19세기 초 건립되었습니다. 현 시설에서는 낭송회, 붓글씨, 다도, 전통혼례, 
전통예절 등 우리 전통문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12원인재11

 주소 인천시 연수구 경원대로 322   대표번호 032-821-1230
 홈페이지 iclee.or.kr   주요시설 야외정원, 전통문화공간
 면적 1,416.9㎡   수용인원 200명

 주소 인천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   대표번호 032-440-8080
 홈페이지 ilc.incheon.go.kr  
 주요시설 대강당, 야외공연장, 전통문화체험관 등  
 면적 240㎡   수용인원 1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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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사는 단국시대부터 구한말까지 우리 역사와 함께한 곳으로 주변의 
풍경과 전통 건물이 어우러져 연간 6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현존 최고 사찰입니다. 선불장과 월송요는 한옥으로 좌식 형태의 
소규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이며, 전등각과 식당은 기본적인 테이블과 
의자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등사13
베스트리빙은 가구를 보관했던 물류창고를 1년 6개월 간 새롭게 단장해 
오픈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디자인가구, 리빙제품 등을 판매하는 
쇼핑공간과 함께 1~2층으로 이어지는 카페 ‘사랑해’는 심플한 대리석 
인테리어로, 메인홀에서 대형파티나 이벤트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리빙14

 주소 인천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    대표번호 032-760-1000
 홈페이지 inartplatform.kr 
 주요시설 공연장, 생활문화센터, 전시장, 스튜디오 등
 면적 공연장 218㎡    다목적실 140㎡    이음마당 222㎡
 수용인원 80명

 주소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237    대표번호 032-930-1799
 홈페이지 cellreturn.com   주요시설 회의실
 면적 셀리턴 대강당 165㎡    라이트테리아 1,140㎡
 수용인원 셀리턴 대강당 110명    라이트테리아 230명

구한말 개항부터 해방 직후까지 서울 못지않은 정치, 외교, 경제의 
중심지였던 인천 중구의 개항기 근대 건축물과 인근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옛 모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입니다. 
복합 예술공간을 지향하는 인천아트플랫폼은 창작 스튜디오, 전시장, 
공연장, 생활문화센터 등 13개 동의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셀리턴은 오직 효과만을 고집합니다’라는 경영 이념 아래 전 세계인의 
뷰티 업그레이드를 위한 디바이스를 연구개발하는 LED 뷰티&헬스케어 
전문 기업입니다. 스토리, 공간 디자인, 체험이라는 세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업 스토리텔링 전문공간으로 퍼스널 뷰티 하이테크의 핵심인 
LED 기술력을 소비자의 시선으로 재해석하여, 체험적 요소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인천아트플랫폼16셀리턴15

코스모40은 기존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코스모화학 공장단지의 
정제시설이었던 40동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재생건축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코스모40은 자연스럽게 지역과 어우러지는 
공간이며, 커피와 빵을 먹으러 왔다가 전시나 공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코스모4017
송도 솔찬공원에 위치한 Art&Culture Platform 케이슨24는
이탈리안 푸드와 음료, 와인과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는 다이닝펍
‘키사스 레스토랑’과 커피와 차, 디저트와 간단한 브런치 메뉴가 준비된 
베이커리 카페 ‘카페 케이슨24’를 비롯하여 장르를 어우르는 공연과 전시가 
펼쳐지는 실내문화공간 ‘컬쳐뮤지엄’, 지난해 12월 새롭게 선보인 갤러리 
스페이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케이슨2418

강화고인돌체육관은 4,043석을 수용할 수 있는 주경기장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관 등 각종 행사와 레크레이션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화의 천혜의 자연환경 안에 자리 잡은 해든뮤지움은 다가가는 미술관, 
열린 미술관으로서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꿈꾸며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미술관입니다. 

강화고인돌체육관20해든뮤지움19

 주소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대표번호 032-937-0152   홈페이지 jeondeungsa.org
 주요시설 선불장, 월송요, 공양간, 사찰음식체험관
 면적 선불장 165㎡    월송요 66㎡    전등각 82㎡    식당 165㎡
 수용인원 선불장 25명    월송요 20명    전등각 30명    식당 100명

 주소 인천시 미추홀구 염전로 99    대표번호 032-770-5600
 홈페이지 bestliving.co.kr   주요시설 야외정원, 회의실 등
 면적 지상 1층 1,500㎡    지상 2층 2,500㎡
 수용인원 300명

 주소 인천시 서구 장고개로 231번길 9 
 대표번호 032-575-2319   홈페이지 cosmo40.com
 주요시설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면적 약 1,600㎡   수용인원 500명

 주소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391번길 20   
 대표번호 032-832-3024   홈페이지 caisson24.com
 주요시설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면적 실내 265㎡    야외가든 450㎡    루프탑 450㎡
 수용인원 실내 최대 150명    야외가든 최대 300명    루프탑 최대 150명

 주소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101번길 44  
 대표번호 032-937-6911~2    홈페이지 haedenmuseum.com
 주요시설 세미나실, 강당, 야외행사장
 면적 교육관 213㎡    세미나실 110㎡
 수용인원 교육관 144명    세미나실 92명

 주소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603
 대표번호 032-456-2306   
 주요시설 실내경기장, 야외공연장  
 면적 경기장 1,722㎡    회의실 123.62㎡
 수용인원 경기장 4,043명    회의실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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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의 현대적인 빌딩 숲 속에서 고풍스러운 전통미를 
뽐내며 장관을 연출하는 5성급 한옥호텔 경원재 앰버서버 인천호텔은 
한국의 멋과 맛을 경험할 수 있는 한식당, 회의실 및 연회장, 그리고 넓은 
야외 마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웅장한 외관을 자랑하는 경원루에서는 
각종 MICE행사 및 세미나, 전통혼례, 갈라디너 등 다양한 행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원루21
강화도령 화문석은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의 자리문화를 지키고 화문석을 
통해 다시금 세계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전파하고자 시작된 
전통문화체험장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왕골 재배, 화문석 제작, 체험, 
판매, 문화보존연구 등을 하고 있으며, 6차산업 인증업체(농림부)로서 
화문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강화도령 화문석체험장22

빛이 아름다운 카페 ‘일광전구 라이트하우스’는 다양한 공간과
인테리어, 빛을 경험할 수 있는 스페셜티 카페입니다. 커피와 음료, 신선한 
베이커리 메뉴를 제공하는 동시에 과거 전구를 생산하던 설비장치와 대형 
샹들리에, 미러볼, 전 세계의 아이코닉한 조명 디자인과 그에 어우러진 
공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새라새에서는 한식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아트파라디소만의 다이닝 
룸과 암스테르담의 감성을 지닌 Bar를 만날 수 있는 다이닝 공간입니다. 
컨셉에 얽매이지 않는 트렌디한 한식 레스토랑으로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메뉴를 제공하며 특히, 식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려 
저칼로리의 건강한 미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광전구 라이트하우스24새라새23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시설은 크게 멀티컴플렉스빌딩,
대강당/공연장,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켄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25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호텔 65층에 위치한 인천 최고 높이의 바&다이닝 
‘파노라믹65’는 바다와 도심의 탁 트인 전경을 선보이며 각 꼭지점마다 
특징을 살려 다양한 스타일로 구현한 복합 공간입니다. 메인 바를 비롯하여 
창가에 위치한 부스 형태의 테이블, 그리고 6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멀티홀은 칵테일 리셉션, 소규모 파티, 기업 연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파노라믹6526

플라자광장은 다양한 레스토랑, 카페, 편집샵, 면세점 등과 영감을 주는 
이벤트가 어우러진 파라다이스시티의 허브로, 트렌디한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이벤트형 쇼핑아케이드입니다.

플라자광장27

 주소 인천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200   대표번호 032-729-1101
 홈페이지 gyeongwonjae.com   주요시설 경원루, 영빈마당
 면적 아리랑홀 약448㎡    영빈관 135㎡    영빈마당 641㎡
 수용인원 아리랑홀 250명    영빈관 70명    영빈마당 500명

 주소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강화대로 891-10 
 대표번호 032-934-6858   홈페이지 hwamunsuk.com
 주요시설 전통문화체험장   면적 290㎡    카페&전시장 150㎡
 수용인원 200명

 주소 인천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번길 186
 대표번호 032-729-5010   홈페이지 p-city.com
 주요시설 다이닝 룸, 미팅룸 등   면적 120㎡   수용인원 64명

 주소 인천시 중구 참외전로 174번길 8-1
 대표번호 032-765-1962  
 홈페이지 instagram.com/ik_lighthouse

 주요시설 카페, 갤러리   면적 180㎡   수용인원 100명

 주소 인천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대표번호 032-626-0114   홈페이지 igc.or.kr
 주요시설 세미나실, 공연장, 게스트하우스(약 130실)
 면적 대강당 2,396㎡    공연장 1,188㎡    소극장 616㎡
 수용인원 대강당 1,823석    공연장 389석    소극장 261석

 주소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대표번호 032-726-2208   홈페이지 oakwoodpremier.co.kr
 주요시설 레스토랑, 복합문화공간   면적 400㎡(Bar/Dining)
 수용인원 200명

 주소 인천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번길 186
 대표번호 032-729-7530   홈페이지 p-city.com
 주요시설 복합문화공간   면적 3,305㎡   수용인원 2,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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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때 묻지 않은 신비
인천에는 약 168개의 신비로운 섬들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때 묻지 않은 각각의 가치를 뽐내는 섬과 
마주할 때,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서 색다른 감성이 
피어납니다.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섬의 풍경은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수도권에서 한 시간 거리로 가깝고도 
아름다운 바다, 바로 인천 섬입니다.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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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0
82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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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파크 강화평화전망대(인천 DMZ)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공원으로서 수상택시, 카누, 카약 등	
다양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상택시 : 웨스트보트하우스   I   카누·카약 선착장 : 이스트보트하우스

전방 2.3km에 북한 황해도가 위치하고 있어, 남한에서 북한의 생활상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망원경을 통해 개성공단,	
선전용 위장마을 등 북한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96
웨스트보트하우스 070-4237-4609
이스트보트하우스 070-4189-4609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797
032-930-7062

G타워 IFEZ 홍보관 소창체험관

K-Live 조양방직

루지체험

GCF 등 15개의 국제기구들이 입주해 있는 빌딩으로, 33층 IFEZ 홍보관에서는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강화도는 북한 개성의 영향을 받아 소창산업이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소창은 
과거 기저귀감으로 썼던 천연직물을 말하는데, 최근 천연소재로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과거 평화직물 터에 세워진 소창체험관에서는 소창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빅뱅, 싸이 등 K-POP스타를 최첨단 홀로그램 콘서트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는 
공연장. 실제 공연장보다 더 가깝고, 더 실감나게 K-POP 스타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인조직물을 생산하던 약 2,500여 평의 대규모 방직공장을 
리모델링해 만든 엔틱 카페. 독특한 분위기와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동력 바퀴 썰매로	
속도감과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타워
센트럴파크역 2번 출구 도보 약 5분
032-453-7882~3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 20번길 8
032-034-2500

인천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16번길 33-4 트리플스트리트 D동 6층 
테크노파크역 2번 출구 도보 약 15분
032-310-9691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5번길 12
032-933-2192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4-15
032-930-9000

강화도송도

관광
SIGHTSE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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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개항장
SIGHTSEEING

인천아트플랫폼 을왕리해수욕장
근대 개항기의 건물이 거대한 스트리트 뮤지엄으로 신예 예술가가 펼치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울창한 송림과 해수욕장 양쪽 옆으로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어 경관이 매우 
아릅답습니다. 특히 낙조가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해수욕장입니다.

인천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 신포역 3번 출구 도보 약 11분
032-760-1000 인천시 중구 용유서로 302번길 16-15

인천개항박물관 영종씨사이드 레일바이크

대불호텔/중구생활사전시관 BMW 드라이빙 센터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과거 개항장에 들어섰던 일본 제1은행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진	
박물관으로 개항기에 사용하던 우표와 동전과 같은 우리나라	
‘최초’의 물건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종씨사이드 레일바이크는 전 구간이 해안가와 맞닿아 있어, 	
월미도부터 인천대교까지의 풍경을 한눈에 구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 터에 호텔 외관을 재현하여 전시실로 
조성했습니다. 제1관은 대불호텔 전시관, 제2관은 1960-70년대 생활사 
전시관으로 당시 생활사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경험, 즐거움, 친환경을 주제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트랙과 전시장, 이벤트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용유역까지 이어지는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공항에서 파라다이스시티와 주변 관광지로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며, 미스트 윈도우 등 특별한 기술도	
적용되어 타는 재미까지 제공합니다.

인천시 중구 신포로 23번길 89 인천역 3번 출구 도보 약 8분
032-760-7508

인천시 중구 구읍로 75
032-719-7778

인천시 중구 신포로 23번길 101 인천역 3번 출구 도보 약 8분
032-766-2202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136 공항화물청사역 2번 출구 도보 약 15분
080-269-3300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2층
032-741-2254

신포국제시장
인천을 대표하는 시장 중 하나로 닭강정, 중국식 만두와 공갈빵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신포 청년몰 ‘눈꽃마을’에서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인천시 중구 우현로 49번길 11-5 신포역 5번 출구 도보 약 8분 
032-77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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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원
인천의 대형복합쇼핑물 스퀘어원은 보고, 느끼고, 먹고, 즐기고,	
체험하는 원스톱 공간입니다. 쇼핑은 물론 외식, 문화와 체험, 여가생활까지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소비공간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청능대로 201
032-456-4000

NC큐브 커낼워크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유럽형 쇼핑스트리트 NC큐브 커낼워크는 아름다운 수로와 전경이 있어 
여유롭게 쇼핑, 카페, 맛집,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스트리트형 쇼핑몰입니다.

송도 트리플스트리트는 여가, 문화, 힐링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한 SPA 브랜드와 음식점이 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87 커낼워크
032-723-6300

인천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16번길 33-3
032-310-9400

쇼핑
SHOPPING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는 지역 최초의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으로서	
도시 중심부에 지어졌습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는 위치와 브랜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편리한 접근성과 다양한 명품을 제공합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123
032-727-2233

부평 지하상가

신포국제시장

질 좋은, 저렴한 가격의 상품들이 즐비한 우리나라 최대의 지하상가로 값싸고 
다양한 물건이 많아 쇼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부평역과 바로 
이어져 많은 청소년들이 주말이면 쇼핑을 위해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상품의 질이 좋고 쇼핑 환경이 편리하고 
쾌적합니다.

인천의 역사와 함께한 대표적 재래시장으로 인천이 처음 개항하던 시기에 함께 
만들어져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포시장은 예나 지금이나 인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입니다. 쫄면, 만두, 공갈빵, 칼국수 등 인천 특유의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개발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1930년대 신포시장을 ‘닭전’이라 
부른 데서 연유한 음식 중 하나인 ‘닭강정’은 신포국제시장의 명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69 부평역 지하상가
032-523-9991

인천시 중구 우현로 49번길 11-5
032-77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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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개요 ETC.

비고 업종 중분류 업체명 전화번호 군구 등록기관 주소(도로명) 객실 수 객실 현황

1 관광호텔업 프레시아관광호텔  032-937-5826 강화군 강화군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41 

40 •스탠다드 더블(2인)	
•스탠다드 트윈(2인)	
•스탠다드 온돌(2인/최대 3인)	
•스페셜 트윈(4인)	
•스페셜 온돌(4인/최대 8인)

2 관광호텔업 Vow관광호텔  032-545-1111 계양구 계양구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9 

73 •디럭스(싱글배드/2인) 24실	
•프리미엄(싱글배드/더블/2인) 40실 	
•스위트(싱글/2인) 8실

3 관광호텔업 호텔카리스  032-556-0880 계양구 계양구 계양구 계양대로 28
(작전동) 

142 •스탠다드 더블룸(2인) 22실	
•스탠다드 트윈룸(2인) 48실	
•레지던스룸(2인) 15실	
•디럭스 더블룸(2인) 42실	
•주니어 스위트룸(2인) 8실	
•로얄스위트룸(2인/4인) 5실

4 관광호텔업 아마레관광호텔  032-541-2222 계양구 계양구 계양구 장제로
730번길 14(작전동) 

67 •디럭스 34실	
•프리미엄 30실	
•펜트하우스 3실

5 관광호텔업 리버관광호텔  010-3755-0310 계양구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53번길 6 

63 •스탠다드(2인) 21실	
•더블(2인) 6실	
•디럭스(2인) 15실	
•스위트(2인) 1실	
•프리미엄스위트(2인) 2실

6 관광호텔업 소울하다 계양  032-272-1700 계양구 계양구 계양구 계양문화로 58 85 •스탠다드(2인) 1실	
•디럭스 시티뷰(2인) 36실	
•디럭스 발코니(2인) 10실	
•프리미엄(2인) 15실	
•이그제큐티브(2인) 10실	
•디럭스 트원(2인/최대 3인) 10실	
•패밀리 스위트(4인) 3실	
•소울 스위트(4인/최대 6인) 1실

7 관광호텔업 호텔 반월  032-460-7000 남동구 남동구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6 

76 •스탠다드 더블(2인) 36실	
•스탠다드 트윈(2인) 16실	
•디럭스 더블(2인) 7실	
•디럭스 트윈(2인) 9실	
•퍼스트 VIP(2인) 6실	
•스위트파티(2인) 2실

8 관광호텔업 파이호텔  032-428-0314 남동구 남동구 남동구 석촌로
46번길 47 (간석동) 

62 •스탠다드(2인) 실	
•프리미엄(2인) 실	
•로얄프리미엄(2인) 3실	
•VIP(2인) 3실

9 관광호텔업 폴로관광호텔  032-426-9250 남동구 남동구 남동구 앵고개로
934번길 30(논현동) 

48 •트윈베드(2인) + 디럭스(2인) 44실	
•스위트(2인) 2실	
•한실(2인) 1실	
•폴로스페셜(5인) 1실

비고 업종 중분류 업체명 전화번호 군구 등록기관 주소(도로명) 객실 수 객실 현황

10 관광호텔업 골든호텔  032-427-9000 남동구 남동구 남동구 석촌로 57
(간석동) 

79 •스탠다드 트윈(2인) 14실	
•디럭스 트윈(2인) 6실	
•디럭스 더블(2인) 37실	
•프리미엄 더블(2인) 12실	
•스위트 트윈(2인) 7실

11 관광호텔업 호텔라트리  032-472-9540 남동구 남동구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50(구월동) 

54 •스탠다드 더블(2인) 17실	
•디럭스 더블(2인) 12실	
•프리미엄 더블(2인) 실	
•스위트 A(2인) 12실	
•스위트 B(2인) 12실	
•장애인 전용 객실 1실

12 관광호텔업 호텔더디자이너스
인천  

032-429-7478 남동구 남동구 남동구 남동대로
765번길 8(구월동) 

103 •디럭스 스탠다드 트윈(2인) 6실	
•디럭스 패밀리 트윈(2인/최대 3인) 6실	
•디럭스 스탠다드 더블(2인) 30실	
•코너 스위트 트윈(2인/최대 3인) 7실	
•코너스위트 더블(2인) 6실	
•클럽 플로어 코너 스위트(4인/최대 6인) 2실	
•디럭스 더블 펫룸(2인) 3실	
•클럽 플로어 부티끄 스위트(2인/최대 5인) 9실

13 관광호텔업 소래호텔카카오
(CACAO HOTEL)

032-424-9993 남동구 남동구 남동구 앵고개로
948번길 48(논현동) 

70 •스탠다드 더블(2인 기준) 25실	
•스탠다드 다다미(2인 기준) 8실	
•스탠다드 트윈(2인 기준) 16실	
•디럭스(2인 기준) 8실	
•테라스(2인 기준) 6실	
•스위트(2인 기준) 11실	
•펜트하우스(2인 기준) 2실	
•VIP(2인 기준) 2실

14 관광호텔업 엠플레이스호텔  032-426-2500 남동구 남동구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56(구월동) 

66 •디럭스(2인 기준) 24실	
•트윈(2인 기준) 4실	
•스위트(2인 기준) 14실	
•스위트 트윈(2인 기준) 4실	
•2PC(2인 기준) 6실

15 관광호텔업 호텔베이204  0503-5052-4028 남동구 남동구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21-1 

91 •스탠다드 더블(2인) 36실	
•스탠다드 트윈(2인) 8실	
•슈페리어 더블(2인) 20실	
•스위트 더블(2인) 8실	
•미러 스위트 더블(2인) 4실	
•스퀘어 스위트 더블(2인) 4실	
•베이 써클 룸(2인) 4실	
•베이 우드 룸(2인) 8실	
•베이 헥사곤 룸(2인) 4실	
•로얄 스위트(레드)(2인) 1실	
•로얄 스위트(블랙)(2인) 1실	
•로얄 스위트(우드)(2인) 1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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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업종 중분류 업체명 전화번호 군구 등록기관 주소(도로명) 객실 수 객실 현황

16 관광호텔업 토요코인 인천부평  0507-1354-
1045

부평구 부평구 부평구 광장로 10
(부평동) 

512 •싱글(1인) 222실	
•미니더블(2인) 195실	
•일반 더블(2인) 29실	
•트윈(2인) 61실	
•패밀리 트윈(2인) 2실	
•하트 폴싱글(장애인전용시설)(1인) 2실	
•하트 폴 트윈(장애인전용시설)(2인) 1실

17 관광호텔업 3S Boutique 
Hotel  

032-568-5610 서구 서구 서구 원당대 874
(당하동) 

105 •스탠다드(2인) 68실	
•디럭스(2인) 10실	
•디럭스 트윈(2인) 4실	
•무비룸(2인) 2실	
•프리미엄 디럭스(2인) 7실	
•미러 스위트(2인) 4실	
•트윈 스위트(2인) 3실	
•프리미엄 스위트(2인) 7실

18 관광호텔업 호텔소프라  032-568-8700 서구 서구 서구 서곶로
301번길 21(심곡동) 

148 •스탠다드 더블(2인) 실	
•스탠다드 트윈(2인) 실	
•럭셔리 더블(2인) 실	
•럭셔리 트윈(2인) 실	
•패밀리 스위트(2인) 실	
•로얄 스위트(2인) 실

19 관광호텔업 SG 관광호텔  032-562-0511 서구 서구 서구 탁옥로
51번길 13-9(심곡동) 

67 •스탠다드(2인) 실	
•슈페리어(2인) 실	
•디럭스(2인) 실	
•VIP(2인) 실

20 관광호텔업 포시즌 관광호텔  032-566-5741 서구 서구 서구 탁옥로
33번길 15(심곡동) 

48 •스탠다드(2인) 실	
•스탠다드 트윈(2인) 실	
•스텔라실(2인) 실

21 관광호텔업 호텔 원티드  032-585-8900 서구 서구 서구 북항로
32번길 20(원창동) 

91 •슈페리어 더블(2인) 25실	
•디럭스 더블블랙(2인) 7실	
•디럭스 더블화이트(2인) 7실	
•디럭스패밀리트윈(2인/최대 3인) 40실	
•디럭스 테라스(2인) 10실	
•원티드 스위트(4인/최대 6인) 2실

22 관광호텔업 크리스탈 호텔  서구 서구 서구 오류로
14번길 22(오류동) 

48 •스탠다드더블(2인) 실	
•디럭스더블(2인) 실	
•스위트더블(2인) 실	
•스위트트윈(2인) 실

23 관광호텔업 호텔498  032-899-9300 연수구 연수구 연수구 용담로
85번길 24 

72 •디럭스 더블(2인) 37실	
•비지니스 트윈(2인) 10실	
•패밀리 트윈(2인) 3실	
•듀플렉스(4인) 6실	
•세미 스위트(2인) 3실	
•로얄 스위트(2인) 8실	
•펜트하우스 가든(2인) 1실	
•펜트하우스 글램핑(2인) 1실	
•펜트하우스 풀(2인) 1실

비고 업종 중분류 업체명 전화번호 군구 등록기관 주소(도로명) 객실 수 객실 현황

24 관광호텔업 호텔시애틀
인천공항점  

032-752-1170 중구 경제청 중구 신도시남로
150번길 8 

42 •프리미어 더블(2인) 4실	
•슈페리어 더블(2인) 6실	
•디럭스 더블(2인) 8실	
•비즈니스 더블(2인) 6실	
•슈페리어 트윈(2인) 4실	
•패밀리룸(4인) 4실	
•이용안하는 객실 10실

25 관광호텔업 호텔준  032-746-4420 중구 경제청 중구 신도시남로
150번길 18 

48 •더블 룸 더블(2인) 실	
•트윈 룸 트윈(2인) 실	
•디럭스 트윈(2인) 실	
•스위트(2인) 실

26 관광호텔업 인천공항호텔  032-752-2066 중구 경제청 중구 신도시남로
149번길 11 

40 •슈페리어(2인) 실	
•디럭스(2인) 실	
•허니문 디럭스(2인) 실	
•허니문 스위트(2인) 실

27 관광호텔업 더프린스호텔  032-746-7007~8 중구 중구 중구 을왕로
58번길 5 

42 •스탠다드(2인) 28실	
•트윈 스탠다드(2인) 3실	
•디럭스(2인) 7실	
•세미 스위트(2인) 4실	
•스위트(2인) 1실	
•로얄 스위트(2인) 1실

28 관광호텔업 시크릿관광호텔  032-764-8993 중구 중구 중구 월미로
233번길 11 

60 •슈페리어(2인) 실	
•디럭스 트윈(2인) 실	
•프리미어 더블/트윈(2인) 실

29 관광호텔업 위너스관광호텔  032-751-5322 중구 중구 중구 왕산로 40 42 •디럭스 더블(2인) 실	
•디럭스 트윈(2인) 실	
•이규제큐티브 스위트(2인) 실	
•패밀리 스위트(2인) 실

30 관광호텔업 오션사이드
관광호텔  

032-746-0072 중구 중구 중구 마시란로 40 53 •스탠다드 싱글(1인) 실	
•스탠다드 트윈(3인) 실	
•디럭스 더블(2인) 실	
•디럭스 트윈(3인) 실	
•디럭스 패밀리(4인) 실	
•디럭스 트리플(5인) 실	
•펜션 하우스(6인) 실	
•펜션 하우스(12인) 실

31 관광호텔업 인천프린스
(사보이)
관광호텔  

032-746-3096 중구 중구 중구 용유서로
172번길 22 

28 •스탠다드 더블(2인) 10실	
•스탠다드 트윈(2인) 2실	
•디럭스 더블(2인) 9실	
•디럭스 트윈(2인) 4실	
•주니어 스위트(2인) 1실	
•로얄 스위트(2인) 2실

32 관광호텔업 베니키아
바다의 별 호텔  

032-765-7000 중구 중구 중구 월미로
242번길 7-2 

44 •디럭스 트윈(2인/최대 3인) 실	
•슈퍼디럭스 트윈(2인/최대 4인) 실	
•로얄 더블(2인) 실	
•로얄 디럭스 트윈(2인/최대 3인) 실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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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비고 업종 중분류 업체명 전화번호 군구 등록기관 주소(도로명) 객실 수 객실 현황

33 관광호텔업 딘 관광호텔  032-889-0245 중구 중구 중구 연안부두로
43번길 12 

41 •스탠다드 더블(2인) 실	
•스탠다드 트윈(2인) 실	
•디럭스 더블(2인) 실	
•디럭스 트윈(2인) 실	
•한실(2인) 실	
•VIP(2인) 실

34 관광호텔업 월미도G관광호텔  032-772-0023 중구 중구 중구 월미로
248번길 1 

50 •G 스탠다드 (2인) 33실	
•G 슈페리어 욕조(2인) 10실	
•G 디럭스 패밀리(4인) 7실

35 관광호텔업 더블유호텔
(W관광호텔)  

032-772-6300 중구 중구 중구 월미로 211 40 •스탠다드(2인) 5실	
•슈페리어(2인) 30실	
•디럭스(2인) 5실	
•디럭스 VIP(2인) 5실 

36 관광호텔업 프리미어스호텔 032-777-7272 중구 중구 중구 월미로
260번길 12 

85 •스탠다드 트윈(2인) 71실	
•스탠다드 더블(2인) 10실	
•스위트(4인) 4실

37 관광호텔업 인천비치호텔 032-751-1177 중구 중구 중구 용유서로 373-1
(을왕동 773-2 외 2) 

44 •스탠다드(2인) 실	
•디럭스(2인) 실	
•스위트(2인) 실

38 관광호텔업 호텔오션뷰  032-746-8407 중구 중구 중구 선녀바위로
55번길 13(을왕동) 

38 •디럭스 더블(2인) 10실	
•디럭스 트윈(2인) 17실	
•디럭스 패밀리(2인) 3실	
•디럭스 트리플(2인) 3실	
•디럭스 스위트(2인) 1실	
•디럭스 스카이뷰(2인) 3실	
•펜트하우스(2인) 1실

39 관광호텔업 호텔ORA  032-752-8080 중구 중구 중구 공항서로 345 84 •공항뷰(2인) 39실	
•마운틴뷰(2인) 39실	
•디럭스 더블(2인) 2실	
•슈페리어 트리플(3인) 2실	
•프리미어 패밀리(4인) 2실

40 관광호텔업 해월관광호텔  032-510-8000 중구 중구 중구 월미로
260번길 8 

96 •스탠다드(2인) 실	
•디럭스 더블(2인) 실	
•디럭스 트윈(2인) 실	
•주니어 스위트(2인) 실	
•씨앤문 스위트(2인) 실	
•오션뷰 4인 패밀리(2인/최대 3인) 실

41 관광호텔업 풀문관광호텔  032-216-8000 중구 중구 중구 월미로
218번길 6 

120 •스탠다드(2인) 실	
•스탠다드 트윈(2인) 실	
•패밀리 트윈(2인) 실	
•스위트(2인) 실	
•로얄  스위트(2인) 실	
•펜트하우스(2인/최대 3인) 실

42 관광호텔업 월미도 관광호텔  032-420-8900 중구 중구 중구 월미로 274 46 •스탠다드 더블(2인) 실	
•스탠다드 트윈(3인) 실	
•디럭스 트윈(3인) 실	
•한실(온돌)(4인) 실	
•스위트(3인) 실

비고 업종 중분류 업체명 전화번호 군구 등록기관 주소(도로명) 객실 수 객실 현황

43 관광호텔업 블루옐로마린호텔 032-765-7142 중구 중구 중구 월미로
234번길 12 

82 •[블루]풀오션뷰(2인) 16실	
•[블루]하프오션뷰(2인) 35실	
•[옐로우]시티뷰(2인) 23실	
•[옐로우]시티뷰 더블(2인) 8실

44 소형호텔업 인썸관광호텔  032-882-7400 옹진군 옹진군 옹진군 영흥로
757번길 51 

21 •스탠다드(2인) 실	
•디럭스(2인) 실	
•프리미어 스위트(2인) 실

45 소형호텔업 스텔라마리스 호텔  032-761-1001 중구 중구 중구 반달로
3번길 16 

28 •스탠다드더블(2인) 실	
•스탠다드트윈(2인) 실	
•디럭스더블(2인) 실	
•디럭스트윈(2인) 실	
•로얄트윈(2인) 실	
•트리플(2인) 실	
•패밀리(2인) 실	
•온돌방(2인) 실

46 한국전통
호텔업 

연화문호텔을왕  032-752-7737 중구 중구 중구 용유서로
304번길 12
(을왕동 749 외 1) 

44 •디럭스 더블(2인) 실	
•스파디럭스더블(2인) 실	
•스파 스위트 더블(2인) 실	
•스파 스위트 트윈(3인) 실	
•패밀리 트윈(4인) 실	
•스파 스위트 패밀리(4인) 실	
•스위트 테라스(4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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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노선도 ETC.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인천1
 인천2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경춘선
 신분당선

 서해선
 우이신설선
 의정부경전철
 에버라인

 경강선
 김포골드라인

 갈아타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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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옹진군

1호선

인천2호선

인천1호선

수인선

주안역

검단오류역

루지체험

강화대교

강화초지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

부평역

원인재역

국제업무도시

인천역

검암역

대연평도

덕적도

신도

소이작도

대이작도

승봉도

자월도

무의도

장봉도

소연평도

강화도

교동도

석모도
볼음도

주문도

서검도

영종도

연수구

송도

동구

부평구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계양구

호텔 에버리치

조양방직
고인돌

전등사
라르고빌 리조트

차이나타운

인천아트플랫폼

삼산월드체육관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

인천종합문화
예술회관

인천도호부관아
문학경기장

남동체육관

인천시청

월미도

현대크루즈

라마다 인천 호텔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청라호수공원

마시안해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BMW
드라이빙 센터

골든 튤립 인천공항 호텔&스위트
데이즈호텔&스위트 바이 윈덤 인천에어포트
하워드존슨 호텔 인천에어포트

씨사이드파크

을왕리해수욕장

네스트 호텔

파라다이스시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왕산해수욕장

고인돌

강화평화전망대
(인천DMZ)

중구

인천	
INCHEON

강화군

옹진군

1호선

인천2호선

인천1호선

수인선

주안역

검단오류역

루지체험

강화대교

강화초지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

부평역

원인재역

국제업무도시

인천역

검암역

대연평도

덕적도

신도

소이작도

대이작도
승봉도

자월도

무의도

장봉도

소연평도

강화도

교동도

석모도

볼음도

주문도

서검도

영종도

연수구

송도

동구

부평구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계양구

호텔 에버리치

조양방직
고인돌

전등사
라르고빌 리조트

차이나타운

인천아트플랫폼

삼산월드체육관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

인천종합문화
예술회관

인천도호부관아
문학경기장

남동체육관

인천시청

월미도

현대크루즈

라마다 인천 호텔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청라호수공원

마시안해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BMW
드라이빙 센터

골든 튤립 인천공항 호텔&스위트
데이즈호텔&스위트 바이 윈덤 인천에어포트
하워드존슨 호텔 인천에어포트

씨사이드파크

을왕리해수욕장

네스트 호텔

파라다이스시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왕산해수욕장

고인돌

강화평화전망대
(인천DMZ)

중구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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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송도점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

스카이파크
인천 송도

롯데몰 송도

IBM
송도사옥

인천가톨릭대학교

아트센터 인천

코스트코

트라이보울
센트럴파크

G타워

NC큐브 커낼워크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채드윅송도
국제학교

신정초등학교

국제업무지구역
(센트로드)

센트럴파크역

인천대입구역

지식정보단지역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예송중학교

국제학교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송도컨벤시아

홈플러스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박문여자고등학교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

해송고등학교

해송초등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지역본부

경신

한국단지공업
R&D센터

미추홀공원

해돋이공원

신송중학교

신송초등학교

먼우금초등학교

송도국제
어린이도서관

해양경찰청

테크노파크역

캠퍼스타운역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미추홀타워

버거킹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

송도	
SONGDO

롯데마트
송도점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

스카이파크
인천 송도

롯데몰 송도

IBM
송도사옥

인천가톨릭대학교

아트센터 인천

코스트코

트라이보울 센트럴파크

G타워

NC큐브 커낼워크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채드윅송도
국제학교

신정초등학교

국제업무지구역
(센트로드)

센트럴파크역

인천대입구역

지식정보단지역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예송중학교

국제학교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송도컨벤시아

홈플러스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박문여자고등학교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

해송고등학교

해송초등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지역본부

경신

한국단지공업
R&D센터

미추홀공원

해돋이공원

신송중학교

신송초등학교

먼우금초등학교

송도국제
어린이도서관

해양경찰청

테크노파크역

캠퍼스타운역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미추홀타워

버거킹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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