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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 hello to a whole new way of feeling welcome.



라마다 바이 윈덤 구미 호텔은 전 세계 9,000개 이상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대 호텔 기업 윈덤 호텔 앤 리조트 (Wyndham Hotels and Resorts) 의 

브랜드 중 하나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객실, 품격 있는 레스토랑, 고급스러운 

미팅 공간과 함께 한발 먼저 다가서는 최상의 서비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멋진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곳, 라마다 바이 윈덤 구미 호텔에서 의미 있

고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실 수 있도록 정성으로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구미에서 처음 만나는 월드클래스,
라마다 바이 윈덤 구미 호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Ramada by Wyndham Gumi is one of the brands of Wyndham Hotels and 

Resorts, the world’s largest hotel chain company operating more than 

9,000 hotels around the world, with pleasant and comfortable rooms, classy 

restaurants, and luxurious meeting spaces. We will come to you with the best 

service that takes one step ahead to you. 

At Ramada by Wyndham Gumi where a great lifestyle is offered, we promise to 

serve you with great care to make your trip a meaningful and memorable one.



GUEST ROOM
당신이 꿈꾸던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

36개의 스위트룸을 포함한 총 213개의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

합니다.

생애 최고의 숙면을 도와줄 최고급 헝가리 구스 침구와 매

트리스, 청결한 객실은 모든 고객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투숙할 수 있도록 내 집과 같은 편안함을 드리기 위한 라

마다 바이 윈덤 구미 호텔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긴 공간

입니다. 

A total of 213 guest rooms, including 36 suites, are 

designed with modern style to provide a cozy and 

comfortable resting area.

The finest Hungarian Goosedown, Mattress, and 

clean rooms that will help you experience great   

quality of sleep will ensure that all guests can stay 

safely at any time.

This is a space filled with the sincerity of Ramada 

by Wyndham Gumi to provide you with the same    

comfort as your own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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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29.09m²     Type 침실, 화장실 겸 욕실 (bedroom, toilet and bathroom)

Dimension 31.73m²     Type 침실, 화장실 겸 욕실 (bedroom, toilet and bathroom)

Standard
스탠다드: 더블, 트윈, 킹

Double, Twin
Hollywood

·다국적 방송 및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한 TV 

·무료 무선 WIFI

·냉난방 시스템

·업무 데스크 및 의자 

·안전 금고

·전자레인지

·미니 냉장고, 전기 주전자

·비데

·목욕 가운 및 슬리퍼 

·욕실 어메니티 

·헤어 드라이어

·무료 생수 ,커피, 차

·다국적 방송 및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한 TV 

·무료 무선 WIFI 

·냉난방 시스템

·업무 데스크 및 의자 

·안전 금고

·전자레인지

·미니 냉장고, 전기 주전자

·비데

·목욕 가운 및 슬리퍼 

·욕실 어메니티 

·헤어 드라이어

·무료 생수 ,커피, 차

Family Twin 
패밀리트윈

Multinational and cable TV / Free WIFI /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system / Work desk and chair / In-room safety deposit 
box / Mini refrigerator, electric pot / Bidet / Bathrobe and 
slippers / Full bath amenities / Hair dryer / Complimentary of 
water and tea and coffee / Microwave

Multinational and cable TV / Free WIFI /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system / Work desk and chair / In-room safety deposit 
box / Mini refrigerator, electric pot / Bidet / Bathrobe and 
slippers / Full bath amenities / Hair dryer / Complimentary of 
water and tea and coffee / Microwave

Features and Services

Feature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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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35.70m²     Type 침실, 거실, 화장실 겸 욕실 (bedroom, living room, toilet and bathroom)

Dimension 47.77m²     Type 침실, 거실, 화장실 겸 욕실 (bedroom, living room, toilet and bathroom)

Deluxe

Corner Suite

디럭스

코너 스위트

Multinational and cable TV / Free WIFI /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system / Sofa / In-room safety deposit box / Mini 
refrigerator, electric pot / Bidet / Bathrobe and slippers / Full 
bath amenities / Hair dryer / Complimentary of water and tea 
and coffee / Microwave

Multinational and cable TV / Free WIFI /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system / Sofa / Work desk and chair / In-room safety 
deposit box / Mini refrigerator, electric pot / Bidet / Bathrobe 
and slippers / Full bath amenities / Hair dryer / Complimentary 
of water and tea and coffee / Microwave

Features and Services

Features and Services

·다국적 방송 및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한 TV 

·무료 무선 WIFI 

·냉난방 시스템

·소파 

·안전 금고

·전자레인지

·미니 냉장고, 전기 주전자

·비데

·목욕 가운 및 슬리퍼 

·욕실 어메니티 

·헤어 드라이어

·무료 생수 ,커피, 차

·다국적 방송 및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한 TV 

·무료 무선 WIFI 

·냉난방 시스템

·소파

·업무 데스크 및 의자

·안전 금고

·미니 냉장고, 전기 주전자

·비데

·목욕 가운 및 슬리퍼 

·욕실 어메니티 

·헤어 드라이어

·무료 생수 ,커피, 차

·전자레인지



Business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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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스위트

Dimension 54.23m²     Type 침실, 거실, 화장실 겸 욕실 (bedroom, living room, toilet and bathroom)

Multinational and cable TV / Free WIFI /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system / Sofa / Work desk and chair / In-room 
safety deposit box / Mini refrigerator, electric pot / Bidet and 
bathtub / Bathrobe and slippers / Full bath amenities / Hair 
dryer / Complimentary of water and tea and coffee / Microwave

Features and Services

·다국적 방송 및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한 TV 

·무료 무선 WIFI 

·냉난방 시스템

·소파

·업무 데스크 및 의자

·안전 금고

·미니 냉장고, 전기 주전자

·비데, 욕조

·목욕 가운 및 슬리퍼 

·욕실 어메니티 

·헤어 드라이어

·무료 생수 ,커피, 차

·전자레인지



MEETINGS & EVENTS
성공정인 비즈니스를 위한 현명한 선택

4개의 컨퍼런스룸 봄, 여름, 가을, 겨울  (BOM, YEO·RM, GA·EUL, GYEO·UL) 은 각종 비즈니스 미팅과 

세미나, 중소 규모의 기업 행사를 비롯하여 칠순연 및 돌잔치와 같은 가족 연회를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4 conference rooms that can accommodate up to 120 people at the same time Spring, Summer, 

Fall, Winter (BOM, YEO·RM, GA·EUL, GYEO·UL) are the perfect venues for various business meet-

ings, seminars, small and medium-sized corporate events, as well as family banqu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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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목적 및 규모에 맞게 통합,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며, 현대

적 감각의 인테리어, 최신식 시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특별하고 소중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

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Four conference rooms,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are designed to be integrated and 

separated to suit the purpose and scale of events, enabling efficient space utilization.

With the high quality of service, modern interiors, and  facilities, we promise to provide continous 

support for your special and valuabl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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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룸
Conference Room

규모
Dimension

라운드 
Round

U자형
 U-Shape

할로우 
Hollow

스쿨 (세미나) 
School (Seminar)

보드룸
Board Room

극장식 
Theatre

길이 X 너비 X 높이
Length X Width X Height

1600 1800*900 1800*900 1800*450 1800*900 1800*900

봄 +여름 +가을
(BOM + YEO·RM + 

GA·EUL) 
22.2 X 8.3 X 2.3(m) 96 60 96 108 81 X 120

봄+여름 / 여름+가을
(BOM + YEO·RM 

 YEO·RM + GA·EUL) 
14.8 X 8.3 X 2.3(m) 64 40 64 72 54 X 80

봄 / 여름 / 가을 
BOM / YEO·RM / 

GA·EUL
7.4 X 8.3 X 2.3(m) 각 32 각 20 각 32 각 36 각 27 각 17 각 40 

겨울 I + II 
(GYEO·UL  I + II) 

3.4 X 6.6 X 2.3(m) X X X X X 각 12 X 

Scale of events



The Seasons
품격있는 맛의 감동 ‘더 시즌스’레스토랑

80석 (80 Seats)

라마다 바이 윈덤 구미 호텔 2층에 위치한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더 시즌스 (The Seasons)’는 사계절의 다양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한식, 양식 코스 및 고급 단품 요리 등 다채로운 요리를 

선보입니다. 또한 소규모의 모임을 진행 할 수 있는 프라이빗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he Seasons’, the all-day dining restaurant located on the 

2nd floor of the Ramada by Wyndham Gumi, serves a va-

riety of dishes, including Korean, Western, and high-end a 

la carte dishes using a variety of fresh ingredients from the 

four seasons. 

A separate space is available for group meetings as well as 

small private gatherings.

15 RAMADA BY WYNDHAM GUMI



17 RAMADA BY WYNDHAM GUMI

CAFÉ DROPTOP
도심 속 특별한 쉼터‘카페 드롭탑’

카페 드롭탑은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을 위한 도심 속의 쉼터로 재해석하여 Drop in a top place라는 명

제를 바탕으로“최고의 장소에서 최상의 커피를 즐긴다”는 컨셉으로 라마다 바이 윈덤 구미 호텔을 이용하

시는 모든 고객분들의 쉼터가 되어 줄 것입니다.  보장된 퀄리티의 향긋한 커피와 음료,  편안한 분위기 속에

서 잠깐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Cafe Droptop is reinterpreted as a shelter in the city for digital nomads, based on its unique theme 

“Drop in a top place”.

With the concept of “Enjoying the best coffee in the best place”, it will serve as a shelter for 

all guests of the Ramada by Wyndham Gumi. Take a moment to relax in a comfortable 

atmosphere with fragrant coffee and beverages of guaranteed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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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부대시설

라마다 바이 윈덤 구미 호텔에서는 고객님께서 머무시는 동안 최상의 여행

과 휴식이 되실 수 있도록 세심한 서비스와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바쁜 현대 생활 속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운동시설

을 갖추고 있는 피트니스, 쾌적한 여행을 위해 빠르고 편리하게 세탁물의 세

탁과 건조가 가능한 코인세탁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층 로비 내 위치한 비즈니스 센터는 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고객들

을 위해 마련된 작은 공간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팩스 및 프린트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는 간단한 식음료와 일회용품을 가깝고 편

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 2층에는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고

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누구나 쉽게 충전 가능한 전기차 충전 설비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Ramada by Wyndham Gumi offers attentive service and a 

variety of amenities to ensure the best stay and relaxation during 

your stay.

Fitness Center equipped with equipments to relieve stress and to 

vitalize your busy modern life.

Coin laundry is available for quick and convenient laundry and 

drying for a comfortable trip.

The business center located in the lobby on the 1st floor is a 

small space reserved for guests in need of access to their work. 

You can use high speed internet service, fax and print, and you 

can conveniently purchase simple food and beverages and 

disposable items at convenience stores. On the 2nd basement 

floor,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is located, so you can 

easily and conveniently charge your EV without difficulty.



Floor Guide
층별 소개

14F

4F

3F

2F

1F

B1

B2

5F

6F

7F

8F

9F

10F

11F

12F

13F

객실, 더 라운지 어반 바

Guest Rooms, The Lounge Urban Bar

객실

Guest Rooms

객실, 피트니스, 코인세탁실

Guest Rooms, Fitness, Coin Laundry

레스토랑 더 시즌스,

컨퍼런스 룸 - 봄, 여름, 가을, 겨울

The Seasons Restaurant

Conference Room – BOM, YEO·RM, 

GA·EUL, GYEO·UL

로비, 프론트 데스크, 카페 드롭탑,

비즈니스 센터, 편의점

Lobby, Front Desk, Cafe Droptop,

Business Center, Convenience Store

주차장

Parking Lot

주차장, 전기차 충전 설비

Parking Lot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3F

14F

2F

1F

B1

B2

13F

I

4F

Service & Facilities
서비스 및 편의시설

·무료주차

·하우스키핑

·비즈니스센터

·24시간 프런트 운영

·다국어서비스

·무료 WIFI

·구미역 (경부선) : 9km 

·김천구미역 (KTX) : 21km

·구미종합터미널 : 7km 

·GUMICO (컨벤션센터) : 4km 

·대구국제공항 : 30km 

·구미 IC : 5.2km 

·Gumi Train Station (Gyeongbu) : 9km 

·Gimcheon-Gumi Station (KTX) : 21km

·Gumi Bus Terminal : 7km 

·GUMICO (Convention Center) : 4km

·Daegu International Airport : 30km

·Gumi IC : 5.2km

·Free-Parking

·Housekeeping

·Business Center

·24/7 Front Desk

·Multilingual support 

·Free WIFI

·택시호출

·룸서비스

·모닝콜 서비스

·짐 보관 서비스   

·얼음 정수기

·드라이 클리닝 및 세탁서비스

·Taxi

·In-room dining 

·Wake-up Calls

·Luggage Service

·Ice Water Purifier

·Laund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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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Information 여행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