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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 방콕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 방콕은 방콕의 상업지구인 사톤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명 관광지인
차오 프라야 강에 인접해있습니다. 호텔의 가장 큰 장점은 BTS Surasak 역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Siam 역으로의 이동이 쉽습니다.
총 390개의 객실은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어서 관광객과 비즈니스맨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모든 객실에서는 방콕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Opened on

:

2012년 5월4일

Location

:

호텔은 방콕의 상업지구인 사톤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완나품
국제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근처에 있어서 공항까지 불과
45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호텔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BTS를 이용하여 시내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Hotel Address

:

33/1 South Sathorn Road, Yannawa, Sathorn, Bangkok 10120
Thailand
Tel +66 210 8100 Fax +66 210 8399

E-mail Addresses

:

rsvn@eastingrandsathorn.com
adosc@eastingrandsathorn.com

Website

:

www.eastingrandsathorn.com

Directions

:

두 개의 국제공항에서 약 45 분 정도 소요됩니다.
수완나품 국제공항 – Dao Kanong 방향의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사톤 방향으로 나와 직진 그리고 우회전 하면
오른편에 사톤 로드가 있습니다. 신호 있는 곳에서 유턴하여
왼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호텔은 도로의 왼편에 있습니다.
돈무앙 국제공항 – Dao Kanong, Rama 9 방향의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Dao Kanong 방향으로 오다가 Silom 으로 나와서
직진, 좌회전하여 사톤 로드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다시 우회전,
신호 있는 곳에서 유턴하여 왼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호텔은 도로의 왼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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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
Hotel Management
General Manager
Clustor Director of
Sales and Marketing

:
:
:
:

EGS Assets Co., Ltd.
Absolute Hotel Services Company Limited
John Westoby
Supachai Punja-apisith

객실 형태
390 개 객실 및 스위트
슈페리어 (32 평방미터 크기 객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하는 모던 디자인. 전용면적은 LCD TV, 무료 인터넷 연결, 직통전화,
객실 내 차와 커피 음료, 객실 내 엔터테인먼트, 국제 위성 채널 등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선택된 휴식 시설을 갖추고 용도에 맞게 이상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슈페리어 스카이 (32 평방미터 크기 객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하는 모던 디자인으로 고층에 위치합니다. 전용면적은 LCD TV, 무료
인터넷 연결, 직통 전화, 객실 내 차와 커피 음료, 객실 내 엔터테인먼트, 국제 위성 채널 등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선택된 휴식 시설을 갖추고 용도에 맞게 이상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슈페리어 스카이 – 클럽 라운지 혜택 포함 (32 평방미터 크기 객실)
30-32 층의 이규제큐티브 플로어에 위치하며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특전 서비스를 비롯 LCD TV,
무료 인터넷 연결, 직통 전화, 객실 내 차와 커피 음료, 객실 내 엔터테인먼트, 국제 위성 채널 등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선택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는
아침식사는 물론 커피와 차, 음료수를 드실수 있으며 오후 17.30-19.30 에는 와인, 맥주, 칵테일을
제공해드립니다. 킹 사이즈 침대와 욕조가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디럭스 – 클럽 라운지 혜택 포함 (43 평방미터 크기 객실)
모든 이그제큐티브 딜럭스 객실은 해당 층코너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특전
서비스를 비롯 LCD TV, 무료 인터넷 연결, 직통 전화, 객실 내 차와 커피 음료, 객실 내엔터테인먼트,
국제 위성 채널 등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선택된 시설을 완벽하게갖추고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는 아침식사는 물론 커피와 차, 음료수를 드실수 있으며 오후 17.3019.30 에는 와인, 맥주, 칵테일을 제공해드립니다. 킹 사이즈 침대와 욕조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디럭스 - 클럽 라운지 혜택 포함 (48 평방미터 크기 객실)
모든 프리미엄 딜럭스 객실은 해당 층의 코너에 위치하며 더욱 큰 규모와 사생활 보호를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특전 서비스를 비롯 LCD TV, 무료 인터넷 연결, 직통 전화, 객실
내 차와 커피 음료, 객실 내엔터테인먼트, 국제 위성 채널 등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선택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는 아침식사는 물론 커피와 차, 음료수를
드실수 있으며 오후 17.30-19.30 에는 와인, 맥주, 칵테일을 제공해드립니다. 킹 사이즈 침대와
욕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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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스위트 – 클럽 라운지 혜택 포함 (76 평방미터 크기 객실)
주니어 스위트는 쾌적함과 럭셔리함을 향상시켜주는 넓은 공간 때문에 독보적입니다.침실과 거실로
구성되며,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특전 서비스를 비롯 LCD TV, 무료 인터넷 연결, 직통 전화, 객실 내
차와 커피 음료, 객실 내엔터테인먼트, 국제 위성 채널 등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선택된 시설을
완벽하게갖추고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는 아침식사는 물론 커피와 차, 음료수를 드실수
있으며 오후 17.30-19.30 에는 와인, 맥주, 칵테일을 제공해드립니다. 킹 사이즈 침대와 욕조가
있습니다.

주의: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 방콕은 금연 호텔이며 모든 객실에서 금연해야 합니다.
객실 시설
• 에어컨
• 직통 전화
• 미니바
• LCD TV, 현지 및 국제 채널
• 객실 내 금고
• 광대역 인터넷
• 객실 내 차와 커피 음료
• 헤어 드라이어
• 다리미와 다리미판 (요청 시 이용 가능)
• 객실 내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테크놀로지
품격 있는 서비스
• 호텔 내 모든 지역에서 모든 객실 고객을 위한 무료 인터넷 연결
• 오전 11 시 30 분까지 이용 가능한 아침 식사
기타 서비스
• 24 시간 룸 서비스
• 환전
• 연회장 및 세미나실
•
•
•
•
•
•
•

수영장
휘트니스 센터
금고
세탁 서비스
리무진과 렌터카 서비스
특송 및 우편 서비스
비즈니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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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 호출 서비스 (24 시간)

•
•
•
•

탁아 서비스 및 아기용 침대
주차장
컨시어지, 투어 데스크
신문제공

이그제큐티브 플로어
이그제큐티브 방의 고객인 경우, 개인 체크인 및 체크아웃, 아침식사, 스낵 서비스 및 이브닝
칵테일,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 있는 회의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수영장
실외 수영장은 14 층에 있으며 맛있는 스낵과 음료와 함께 방콕의 멋진 뷰를 감상하실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14 층에는 방콕 시티뷰를 감상하며 운동을 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TV
스크린과 각종 최신식 운동 기구들이 잘 갖추어 있으며 음악을 들으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06.00-22.00

레스토랑 및 라운지
저희 호텔에서는 네 가지 다른 분위기의 레스토랑과 라운지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여러 요리
스타일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The Glass House – 가성비 좋은 뷔페
이 레스토랑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시아 및 서양 요리를 제공합니다. 일품 요리 메뉴부터
인터내셔널 뷔페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과 같은 다양한 음료 및 칵테일과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 솜씨를 뽐내는 셰프를 열린 주방에서 볼 수 있습니다. The Glass House 는
호텔의 5 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모던 스타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 일품요리 06.00-23.30
조식 뷔페및 일품요리 06.00-11.30. 점심 뷔페 12.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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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nos – 미식가들의 판타지
14 층에 있는 브루노즈 레스토랑은 셰프 마틴 브루노즈와 그의 재능있는 팀이 인터네셔널 홈
스타일의 요리를 클래식 하면서도 특색있게 만들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과 여유로운 분위기,
훌륭한 요리가 잘 어우러져 미식가들의 판타지를 완벽히 충족시켜 드릴것입니다.
운영시간: 09.00-24.00
Chef Man – 정통 중식의 진수
이 레스토랑은 BTS Sky 열차 역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텔 3 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현대
중국식 스타일 분위기에서 최고의 재료로 조리된 중국 음식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점심 11.30-14.30 저녁 18.00-22.00
SWIZZLES
Swizzles 바 라운지에서는 모닝 커피, 애프터눈 티, 이브닝 비어와 칵테일 등 하루 내내 인기 있는
음료와 맛있는 스낵을 제공합니다.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비즈니스 미팅이나 친목회 등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운영시간:10.00-24.00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이그제큐티브 레벨의 고객인 경우, 개인 체크인 및 체크아웃, 아침식사, 전일 커피와 차 서비스,
32 층에서 방콕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회의실 이용 등의 특별 서비스와 특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17.30-19.30 에는 와인, 맥주, 칵테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운영시간: 06.00-22.00
회의실과 세미나실
저희 호텔은 1,800 평방 미터가 넘는 면적에서 다양한 연회, 미팅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완전한
시설과 첨단 기술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Surasak Ballroom 은 최대 600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3 개의 룸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7 개의 컨퍼런스 룸과 2 개의 보드룸이 있습니다.
모든 룸은 넓고 투명하여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중 4 개의 컨퍼런스 룸은
33 층에 위치하여 차오 프라야 강과 장대한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룸은 어떠한
형태의 회의에도 적합하도록 완전한 장비와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텔 차량
호텔은 영어가 가능한 운전 기사를 동반한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완나품 또는 돈무앙
국제공항에서 이스틴 그랜드 호텔 사톤 방콕까지 편도 1,850 밧 왕복 3,600 밧 (최대 3 명) 입니다.
인원이 여러명일 경우 Commuter Van 을 편도 2,400 밧 왕복 4,600 밧 (최대 8 명)에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전압
220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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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유효기간이 6 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입국
비자의 필요 유무는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싱가폴, 일본,
말레이시아 국적은 체류기간 30 일 내에 한하여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밖의 국적을 소지한
여행객들은 태국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텔 위치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Ms. Paranee Wisate – Senior Public Relations Manager Tel +66 2 210 8100 Fax +66 210 8155
Email: sprmgr@eastingrandsathor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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