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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Own Hideout

고즈넉한 자연 풍광. 울림이 있는 공간. 예술적인 영감과 사색. 네스트호텔은 자신만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현대인들의 은신처로 탄생했습니다. 도시의 속도전,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수시로 울리는 스마트폰으로 혼
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오늘, 자연 속에서 재충전하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호텔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객들의 안락한 둥지가 되고 나아가 이곳을 찾은 고객들이 창조적인 생각을
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스트는 시작되었습니다.

Surrounded by serene and awe-inspiring scenery, Nest Hotel serves modern-day hideout for anyone who
wants to get away from the hustle and bustle of the city. In today’s fast-paced society, where we are constantly
bombarded by information and distracted by our smartphones, it has become increasingly more difficult to
have that much-needed alone time, and we believed that a hotel amidst nature would be the perfect place
where people can recharge and gain inspirations they need. In hopes of providing a cozy nest for our guests
and allowing our guests to incubate and hatch their creative ideas, Nest Hotel came into existence.

Partnership

네스트호텔의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호텔 플랫폼인 디자인 호텔스 Design
Hot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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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재되어있습니다.
또한 네스트호텔은 제이오에이치 JOH & Company 와의 파트너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네스트호텔의 전체 컨
셉, 브랜딩, 건축 디자인과 공간 기획, 인테리어 등을 총괄한 제이오에이치는 미디어, 외식, 패션 분야의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며 동시에 브랜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는 크리에이티브 / 전략 컨설팅 회사입니다.

Nest Hotel gained recognition for its original architectural style, design and services from Design Hotels,
one of the world's most prestigious hotel platforms, and became Korea’s first to gain membership. Design
Hotel grants membership based on a strict set of standards in relation to the overall concept, aesthetics, and
originality of the architecture and design. This is why there are only around 300 hotels in some 50 countries
that have made it on their membership list.
Our membership with Design Hotels was made possible due to our partnership with JOH & Company, which
oversaw our overall concept, branding process, architectural design, spatial planning and interior design.
JOH & Company is a creative and strategy consulting firm that has its own brands in the media, food and
beverage, and fashion industries, and at the same time, offers branding consulting services.

SECOND HOME FOR URBANITES

TRAVEL DESTINATION

SPECIAL MEETING PLACE

UNIQUE AIRPORT HOTEL

도시인의 안식처

여행의 목적지

특별한 미팅 플레이스

유니크한 에어포트 호텔

네스트호텔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숨을 고르는 안

네스트호텔은 오픈과 동시에 국내 호텔 최초로 디자

네스트호텔의 훌륭한 레스토랑과 연회장은 일반 방

네스트호텔은 인천국제공항과 자기부상열차로 연결

식처입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떠날 여유

인 호텔스 멤버로 선정되었습니다. 호텔 내부의 모든

문객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파노라

되어 있어 공항 이용객들에게는 위치만으로도 매력

는 없지만 잠깐이라도 고요한 자연 속에 머무르고 싶

시설과 어매니티는 제이오에이치가 직접 선별하고

마 뷰를 감상하며 고급 식사를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적인 곳입니다. 호텔 제공 셔틀버스와 택시 등의 교

은 이들, 감각적인 건축 공간에서 창조적인 생각에

디자인했습니다. 색다른 디자인 호텔을 경험하고자

네스트호텔의 레스토랑은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

통 편을 이용해 10분 내외의 근접성을 자랑하는 동시

몰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네스트호텔은 자신만의

하는 트렌드 세터 또는 건축이나 디자인에 관심이 많

니다. 컨퍼런스 장소로 최적화되어 있는 호텔 대연회

에 자연과 함께하는 주변 환경은 분주함이 가득한 다

휴식 공간이 됩니다.

은 크리에이터에게 네스트호텔은 그 자체로 훌륭한

장은 6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특히 인천 공항과의

른 에어포트 호텔과 차별화됩니다. 나음보다 다름을

여행의 목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하여 국제 컨퍼러스를 여유 있게 진행

추구하는 고객분들께 네스트호텔은 최고의 위치이자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입니다.

Nest Hotel can be a second home to anyone who

Nest Hotel became the first hotel in Korea to

Nest Hotel’s outstanding restaurants and banquet

Nest Hotel is connected to Incheon International

wants to take a temporary break from the everyday

register as a member of Design Hotels upon its

halls are open to all visitors. Those of you who wish

Airport by a maglev train line, making our hotel

life. If you want to stay amidst the serene natural

opening. All of the indoor facilities and amenities

to enjoy fine dining, while taking in the panoramic

more appealing to airport users. Located in the

environment without having to travel very far, or

were directly designed and selected by JOH. Nest

view of the sea and the sky, will be presented with

vicinity of the airport, it only takes around 10

need to be immersed in creative thoughts, while

Hotel is an excellent travel destination in its own

an unforgettable experience at our restaurant. The

min. to get to our hotel by taxi or the shuttle bus

being surrounded by inspiring architecture, then

right for trendsetters, who wish to experience a

banquet hall, designed to serve as a venue for

operated by our hotel, yet at the same time, we are

Nest Hotel will be the perfect place to relax for you.

unique design hotel, or creators, who are interested

conferences, can hold up to 600 people, and thanks

located amidst nature, away from the hustle and

in architecture and design.

to the easy access to and from Incheon Airport, you

bustle, unlike many other airport hotels. If you want

can better accommodate your guests flying in from

a differentiated hotel experience, Nest Hotel is the

other regions.

best choice for you.

OVERVIEW
DELUXE
FLOOR

KIDS ZONE

THE STRAND
POOL

PUBLIC AREA

THE PLATZ
RESTAURANT

THE AUDITORIUM
STEIN HALL

QTY
QTY
QTY
QTY
QTY
QTY

7 QTY

STANDARD TWIN
STANDARD DOUBLE
DELUXE TWIN
DELUXE DOUBLE
DELUXE FAMILY

THE AUDITORIUM
BAUM HALL

NEST GARDEN

김포국제공항
GIMPO INTERNATIONAL AIRPORT

ACCOMMODATION

BAUM HALL
1
STEIN HALL
2
THE PLATZ RESTAURANT 1
THE KUNST LOUNGE
1
FITNESS & SAUNA
1
THE STRAND POOL
1
TOTAL

STANDARD
FLOOR

103
109
34
114
4

QTY
QTY
QTY
QTY
QTY

STUDIO SUITE
REED SUITE
PATIO SUITE
PANORAMA SUITE

TOTAL

2
2
1
1

QTY
QTY
QTY
QTY

370 QTY

인천국제공항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11분
7KM

38분
45KM

서울 여의도
seoul Yeouido

45분
57KM

Rooms and Suites

개인의 은신처를 지향하는 네스트호텔에서 객실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객실을 중심으로 시작된 설계는 객실 내부에 빛을 풍부하게 들이는 방법을 모색하게 했고
전면 유리창의 각도를 사선으로 틀어 객실 전체가 채광을 받는 네스트호텔만의 독특한 입면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객실을 아늑한 개인 공간으로 구현하기 위해 전 객실에 작은
테라스를 마련하였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나무와 부드러운 촉감의 패브릭을 사용해 편
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였습니다.

As Nest hotel aims to be a personal hideout, the room has more importance. The layout
of Nest hotel was focused on rooms. As we searched ways to let more light in the rooms,
we came to the idea of facade windows and diagonal angle. These windows were resulted
in the unique elevation of Nest hotel. With an aim to make rooms a cozy personal space,
rooms are equipped woods with warm feelings, soft fabric and original design ame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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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ROOM
스탠다드 룸은 고즈넉한 느낌의 공간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사선의 창으로부터 들어오는 채광과 독립된 개인 책상, 세심하게 구성한 어매니티, 작은 테라스는 은신처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The Standard Room was designed to exude a peaceful atmosphere. The natural light entering through the
diagonally placed windows, the private desk, the carefully organized amenities, and the small terrace form
the archetype of a secret hideout.

DELUXE ROOM
디럭스 룸은 네스트호텔의 컨셉을 극대화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습니다.
창과 마주 보게 침대를 배치하여 객실 내의 다른 공간과 분리된 곳에서 자연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실과 화장실, 파우더룸, 옷장 등 비슷한 기능의 영역을 통합하여 별도의 공간에 두어 개인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했습니다. 욕조의 창을 통해 서해의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목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The Deluxe Room has a unique layout that accentuates the concept of Nest Hotel. The bed was placed
across from the window so that our guests could view the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 more closely in
private, away from other area of the guest room. Also, the bathroom, powder room, and closet were placed
within the same space to create a more private space. Guests can enjoy the breathtaking view of the West
Sea from the bathroom window, while relaxing in a hot bath.

STUDIO SUITE

REED SUITE

PATIO SUITE

PANORAMA SUITE

스튜디오 스위트는 콘크리트와 우드로 마감된 독특

리드 스위트는 사색과 여유로운 쉼을 위한 공간입니

파티오 스위트는 특별한 파티를 열거나 잊지 못할 추

파노라마 스위트는 드넓게 펼쳐진 서해의 풍광을 파

한 인테리어로 넓은 거실과 욕실이 매력입니다. 오리

다. 마음의 평온과 진정한 휴식을 위해 창가에 히노

억을 만들고 싶은 이들에게 최적의 공간입니다. 전망

노라마 뷰로 감상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입니다. 조

지널 디자인 가구와 조명, 프리미엄 어매니티로 만

끼 목재로 마감한 욕조가 있어 햇살을 맞으며 목욕을

좋은 테라스는 자연 속에서 파티를 하는 듯한 느낌과

용하고 한적한 공간에서 여유로운 사색의 시간을 보

족감을 높여 주며 프라이빗 라운지로 사용하기에도

즐길 수 있습니다.

탁 트인 공간감을 주며 낮은 소파와 테이블은 친밀감

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을 한층 높여 줍니다.

The Studio Suite has a large living room and

The Reed Suite is a perfect place for those who want

The Patio Suite is the ideal place for those who

The Panorama Suite is the best place to enjoy a

bathroom, and a unique interior with concrete and

to relax and engage in peaceful contemplation.

want to throw a special party or create unforgettable

panoramic view of the jaw-dropping landscape of

wood finishes. The original design furniture and

The bathtub finished hinoki wood is located near

memories. The terrace offers a spectacular view,

the vast West Sea. You will be able to relax and clear

lighting as well as premium amenities ensure guest

the window for our guests to enjoy a peaceful and

and it will feel as though you are partying amidst

your head in this quiet and serene place.

satisfaction. It is also an ideal place to be used as a

relaxing bath, while basking in the sunlight.

nature. The cozy vibe created by the low sofa and

private lounge.

table will bring you and your party guests closer
together.

The Lobby

네스트호텔의 로비 공간은 웅장하면서도 심플한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7m의 높은 층고
는 공간감을 극대화하며 큰 장식 없이 콘크리트의 물성 자체를 살린 공간에 천장의 대담한
와플 구조가 더해져 특유의 담백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전면 유리창을 통해 빛이 가득 들
어오며 창밖으로는 서해가 펼쳐집니다.

The lobby has a grand yet simple appearance, without exuding an air of extravagance.
The 7m-high ceiling makes the lobby appear very spacious, while a pleasantly unique
ambience is created by the bold waffle structure on the ceiling and the concrete properties
that have been accentuated by eliminating noticeable decorations. Abundant natural light
enters the lobby through the full-sized windows, beyond which the West Sea stretches on
for m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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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tz

로비 층에 위치한 레스토랑 플라츠는 독일어로 광장의 뜻을 갖고 있으며 품격 있는 올데이
다이닝 메뉴를 선보입니다. 네스트호텔은 개인의 은신처를 표방하지만 많은 이들이 함께 모
이는 공간인 레스토랑은 모두가 동일하게 하늘과 바다가 이어지는 파노라마 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바다를 향해 전면 유리창을 내고 계단식으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The Platz, meaning plaza in German, is a restaurant located on the lobby floor that offers
an all-day dining menu. While Nest Hotel aims to offer a private hideout for our guests,
the Platz, where numerous people come to dine, features full-sized windows allowing
every patron to enjoy a panoramic view of the sea and the sky together. The unique
restaurant layout is characterized by a terrace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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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unst Lounge

쿤스트 라운지는 문화를 향유하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 켠엔 격조 높은 문학
과 예술 서적으로 채워져 있으며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뛰어난 음색의 음악
과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음료와 주류를 마실 수 있는 바도 마련되어 있으며
대관이 가능해 프라이빗 파티, 전시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The Kunst Lounge is a place of cultural refinement and inspirations. One side of the
lounge is filled with high-class literature and arts books, and it is equipped with the finest
audio system, allowing guests to enjoy videos and music with top-quality sound. There is
a bar, where you can order alcohol and other types of beverage. The lounge is available for
rent for those of you wishing to hold a private party or exhibition among other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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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ditorium

최대 6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연회장 바움 홀은 대규모 컨퍼런스에 최적화된 공간입니
다. 최신 AV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세 개의 독립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외부 정원과 바로
연결되어 야외 연회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연회장 슈타인 홀은 세미나와 비즈니스
미팅에 최적화된 공간이며 참석자들의 집중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블랙 앤 화이트로 모던하
고 심플하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파티션을 활용하여 네 개의 독립 공간으로도 사용 가능합
니다.

The Baum Hall, designed to serve as a venue for large conferences, can accommodate up
to 600 people. It is equipped with the latest audiovisual system, and can be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sections. It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outdoor garden, making it possible
to host an outdoor banquet. The Stein Hall is a medium-sized banquet hall designed
to host seminars and business meetings. Decorated in black and white, it allows the
attendees to better concentrate on the actual content of the meeting. Partitions can be
used to divide the hall into four distinct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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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 HALL

STEIN HALL

LOCATION : LEVEL G
AREA : 1056m2
TOTAL 600 SEATS

FACILITY & SERVICE :
LCD PROJECTOR with screen
SURROUND SOUND SYSTEM
LED WAll 12m x 4.5m
INFORMATION DID

BAUM HALL A

LOCATION : LEVEL G
AREA : 356m2
TOTAL 200 SEATS

BAUM HALL B

BAUM HALL C

LED wall

FACILITY & SERVICE :
LCD PROJECTOR with screen
SURROUND SOUND SYSTEM
INFORMATION DID

STEIN HALL A

STEIN HALL B

STEIN HALL C

STEIN HALL D

CAR LIFT
BAUM HALL
DID

DID

BAUM HALL
DID

DID

DID

NEST GARDEN

STEIN HALL

NEST GARDEN

VIP ROOM

Room

Room Dimension & Capacity

Room

Baum A+B+C

Dimensions

LENGTH X WIDTH X HEIGHT

33.5 X 26.0 X 6.75

Room Dimension & Capacity

Theater	

750

Class	Hollow

600

156

Dimensions

LENGTH X WIDTH X HEIGHT

Theater	

Class	Hollow

U

Board(I)

Banquet

Cocktail

90

Stein A+B

17.2 X 8.7 X 3.1

120

90

60

51

50

100

Stein A

7.9 X 8.7 X 3.1

50

36

24

21

20

40

35

Stein B

9.3 X 8.7 X 3.1

70

54

36

30

30

60

55
80

U

Board(I)

Banquet

Cocktail

120

360

600

750

Stein C+D

15.4 X 8.7 X 3.1

110

81

52

45

42

90

8.3 X 8.7 X 3.1

50

36

24

21

22

40

35

7.1 X 8.7 X 3.1

60

45

38

24

20

50

45

Baum A+B/ B+C

22.2 X 26.0 X 6.75

500

420

120

90

240

420

500

STein C

Baum A/ B/ C

11.1 X 26.0 X 6.75

250

210

90

75

120

210

250

Stein D

The Strand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이곳,
독일어로 해변을 뜻하는 STRAND는 네스트호텔이 새롭게 제안하는 휴양의 공간입니다.
자연의 사계절과 함께 온수풀로 운영되며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핀란드 사우나와
간단한 스낵을 즐길 수 있는 루프트 더 바는 한층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제공합니다.
수평선과 맞닿은 인피니티 풀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듯한 이국적인 평온함을 선사
하며 환상적인 석양이 파노라마 뷰로 펼쳐지는 최고의 전망을 자랑합니다.

A place where the sky meets the sea,
STRAND, which means beach in German, is a new recreational space presented by Nest
Hotel.
Operating all year round are supplied with heated water and The Finland sauna with
warm temperature and snacks at the Luft the bar are available for more relaxing time.
The Infinity Pool that meets the horizon presents a serene environment, making you
feel as though you are floating in the middle of the ocean, while a panoramic view of a
fantastic sunset can be enjoyed every evening.
34

Other Facilities

네스트호텔은 고요한 자연 속에 머무르고 싶은 휴식공간으로 가득합니다.
부모님의 온전한 휴식을 돕고자 마련한 인도어 키즈존 크림하우스 인 네스트를 비롯해 건강
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천연 잔디 위 설치한 아웃도어 키즈존 씨더웍스가 마련되어 있습
니다. 묵직한 석재로 외부와 차단된 고즈넉한 노천탕은 영종도의 빛과 공기를 고스란히 느
낄 수 있으며 호텔을 둘러싸고 있는 산책로 등 자연 그대로의 휴식공간이 충분하게 마련되
어 있습니다.

Nest Hotel contains numerous places of relaxation, surrounded by the serene natural
environment. The Cream Haus in Nest, an indoor kid zone, and Cedar Works, an outdoor
kid zone created on a natural grass field, allows our guests with young children to truly
unwind during their stay at our hotel. In the open-air bath, where privacy is maintained
with a stone wall, you can enjoy the beautiful lights and fresh air of Yeongjong-do. There
are even trails around the hotel grounds that will help you enjoy your getaway i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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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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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영종도

19-5 Yeongjonghaeannam-ro (Wunseo - Dong), Jung-gu, Incheon City, Korea 22382

YEONGJONG-DO

스카이72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19-5(운서동) 22382

SKY72 GOLF CLUB

용유도

T +82 32 743 9000 / F +82 32 743 9300

YONGYU-DO

info@nesthotel.co.kr / www.nesthotel.co.kr

인천국제공항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7km (10 min) from the Incheon Int’l Airport

용유역
YONGYU STATION

대교
인천
DO
NG
SO

을왕리해변
EURWANG BEACH

송도

BY CAR
43km (30 min) from the Gimpo Int’l Airport

110

BY airport railway
From Seoul Station to Incheon Int’l Airport (43 min)
FREE SHUTTLE BUS

무의도

Hotel > Incheon Int’l Airport 6:00 to 22:30

MUUI-DO

Incheon Int’l Airport > Hotel 6:15 to 22:45
Shuttle bus stop is located at Gate 14c.(Passenger’s terminal 1st floor)
Operate intervals are 45 minutes
It takes 10 minutes from the Incheon Int’l Airport to the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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