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합니다
인터네셔널한 천진니코호텔은 쇼핑센터와 각종 엔터테인먼트가 몰려있는 남경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천진에서
입지적 조건이 가장 우수하고 편리한 호텔 입니다. 총 373개의 객실수와 스위트룸의 보유로 보다 다양하고,
럭셔리한 최신식 테크놀로지를 경험 하실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천진에서 유일하게 메트로역이 바로 호텔의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 주요 역과의 이동이 용이하며, 호텔 내 1개의
레스토랑과 1개의 바, 그리고 호텔에서 제공되는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여러분들의 여행을 보다 즐겁고 편안하게
해 드릴 것입니다.

중국 천진시 화평구 남경로 189 호 (天津市 和平區 南京路 189 號)
주 소

전화: +86-22-8319-8888
팩스: +86-22-8319-2266
http://www.nikkotianjin.com

접근성

위 치

주요 비즈니스 빌딩들과 쇼핑센터들과의 가까운 도보거리 위치
ISETAN 럭셔리 백화점과의 도보 5 분거리
인접 쇼핑몰을 통해 바로 접근 가능한 지하철역 1 호선과 3 호선, 천진 기차역까지 바로 운행.
천진 기차역에서 15 분거리 , 4km
천진 빈해 국제공항에서 30 분거리, 15km
북경 수도국제공항에서 140km

373 개의 넓은 객실과 호화로운 스위트룸은 여러분의 비지니스 혹은 레저의 수요에 맞춰 투숙하시는 동안
고객님께서 최대한 편안하게 묵으실 수 있도록 설계•디자인되었습니다.
숙 박

또한 이그제큐티브 플로어에 묵으시는 한분 한분의 소중한 고객님께 최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님 개개인의 특별함과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 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174m²의 널직한 공간미와 호화로운 인테리어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시는 당신의

하이엔드적 센스를 만족시켜드리며, 투숙하시는 동안 스타일리쉬함과 집 같은 편안함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객실 사항
넓은 객실
킹사이즈 베드 혹은 트윈베드 중 선택 가능
푹신한 깃털 베개 혹은 딱딱한 베개 중 선택 가능
객실 안 온도조절 가능
센서 터치 스위치 시스템
객실 내 넓직하고 안전한 전자식 금고
무료 커피/차 제공
다리미와 다림판
커피 포트
미니바
무료 생수 제공

비즈니스와 각종 편의시설
넓은 사무용 책상
인터내셔널 표준 아답터
브로드밴드 인터넷 연결
객실당 3 개의 전화기 구비
보이스 메일 서비스
IDD & DDD 전화
32 인치 LCD 컬러 텔레비전
38 개의 국내외 다양한 위성채널(한국 TV: MBC, KBS1, KBS World, SBS 및 CNN, ESPN, NHK, HBO
등)
무료 신문 구독
무료 휘트니스 센터 이용

욕실 사항
넓은 대리석 재질의 화장실
욕조와 별도의 분리형 레인샤워 시스템
목욕가운과 슬리퍼
헤어 드라이어
면도/화장용 확대경
럭셔리 세면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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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제큐티브 룸 …………………………………………73
이그제큐티브 딜럭스 룸 ………………………………29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6
스피어 스위트 (코너 스위트) …………………………12
프레지덴셜 스위트………………………………………1

천진니코호텔은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울 레스토랑이 갖춰져 있습니다. 고급 식자재를 사용해 진한 맛과 화려한
시각적 만족까지 추구하는 중국 최고급 요리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광동식 요리등 국제적 비지니스 트래블러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다양한 미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즐기시면서 무선 인터넷도 함께 이용 가능
하십니다.
레스토랑 & 라운지

7 층 스펙트럼 올 데이 다이닝 뷔페
편안하고 밝은 분위기와 더불어, 중식과 컨템퍼러리 양식을 선보이는 스펙트럼 올 데이 다이닝은
100 명의 수용 가능한 넓고 쾌적한 공간 덕에 웨딩과 그룹 연회등 다양한 장소로 활용, 선호 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06:00-24:00
예약문의: (86 22) 8319-8888

내선번호: 3570

라운지
7층 로비 라운지

아늑한 라운지는 고객 여러분의 비지니스 미팅에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애프터눈 티, 가벼운
스낵, 커피, 차, 맥주 그리고 칵테일 등의 다양한 장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 11:00a.m.- 11:00 p.m.
예약문의 : (86 22) 8319-8888 내선번호3576

존경하는 고객님:

그 밖의 시설

2017년1월15일부터,화평 조이시티 6층에 위치하여 있는GYM Powerhouse가 오픈합니다.
모든게 새롭게 변한 헬스시설,넓은 실내 수영장이 고객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동시
에 활력을 유지해 드립니다.(14세이상 부터 헬스 사용가능)
영업시간:10:00-22:00 (2월4일부터 7:00-22:00)
또한 호텔8층에 준비해 놓은 간단한 헬스기구도 사용가능합니다.
장소:801,802와803호
영업시간:6:00~22:00

연락처 및 문의
주소 : 중국 천진시 화평구 남경로 189 호 300051 (天津市 和平區 南京路 189 號)
전화: +86-22-8319-8888
팩스: +86-22-8319-2266
홈페이지: www.nikkotianjin.com
E-mail: rsvn@nikkotianjin.com
ABOUT US
OKURA NIKKO HOTEL MANAGEMENT, 일본 예약 센터
Toll Free: 0120-58-2586
홈페이지: www.jalhotels.com
중 국(Toll Free):
10800-650-0584(남쪽)
10800-265-2556(북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