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 VV V V V V V VV V V V V
V V V VV VV V V



구분 STD

BED TYPE 1 DOUBLE

객실정원 기준 2명 , 최대 2명

전망 랜덤배정

위치 2~5층

객실 수 26

면적 6평

취사여부 불가

정상가격 \ 150,000

아늑하고 심플한 스탠다드 더블

비스타케이 호텔 월드컵의 기본 객실로 넓은 더블베드와 모던한 인테리어

로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기출장고객, 친구, 부부가이용하시기에 좋습니다.

Standard Double



구분 STT

BED TYPE 2 SINGLE

객실정원 기준 2명 , 최대 2명

전망 랜덤배정

위치 2~5층

객실 수 19

면적 6평

취사여부 불가

정상가격 \ 150,000

아늑하고 심플한 스탠다드 트윈

비스타케이 호텔 월드컵의 기본 객실로 두 개의 싱글베드가 비치된 모

던한 인테리어로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기출장고객, 친구가이용하시기에 좋습니다.

Standard Twin



구분 DXQ

BED TYPE
1 DOUBLE OR 

1 QUEEN

객실정원 기준 2명 , 최대 2명

전망 랜덤배정

위치 3~6층

객실 수 14

면적 10평

취사여부 불가

정상가격 \ 220,000

컴팩트하고 품격있는 디럭스 더블

공간의 가치는 높이고, 행복의 크기는 키우고 보다 편안한 휴식을 실현합

니다.

단기출장고객, 부부,  연인들의여행시 이용하시기에 좋은객실입니다.

Deluxe Double



구분 DXT

BED TYPE 1 DOUBLE + 1 SINGLE

객실정원 기준 2명 , 최대 3명

전망 랜덤배정

위치 3~6층

객실 수 24

면적 10평

취사여부 불가

정상가격 \ 220,000

컴팩트하고 품격있는 디럭스 트윈

공간의 가치는 높이고, 행복의 크기는 키우고 보다 편안한 휴식을 실현합

니다.

단기출장고객, 부부,  연인들의여행시 이용하시기에 좋은객실입니다.

Deluxe Twin



구분 PRM

BED TYPE 2 DOUBLE

객실정원 기준 2명 , 최대 4명

전망 랜덤배정

위치 6~10층

객실 수 24

면적 12평

취사여부 불가

정상가격 \ 250,000

최고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프리미어 룸

탁 트인 제주의 도시경관이 조화로워 매력적인 객실타입으로,

부부, 친구들, 아이와함께하는가족여행시이용하시기에 좋습니다.Premier Twin



구분 PRO

BED TYPE 온돌(침구1세트)

객실정원 기준 2명 , 최대 4명

전망 No view

위치 6층

객실 수 4

면적 12평

취사여부 불가

정상가격 \ 250,000

최고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프리미어 룸

탁 트인 제주의 도시경관이 조화로워 매력적인 객실타입으로,

부부, 친구들, 아이와함께하는가족여행시이용하시기에 좋습니다.
Premier Ondol



구분 JUS

BED TYPE DOUBLE+DOUBLE

객실정원 기준 4명 , 최대 6명

전망 랜덤배정

위치 6~10층

객실 수 26

면적 13평

취사여부 불가

정상가격 \ 300,000

클래식과 모던한 느낌의 주니어 스위트 트윈

대지 위의 자연이 전하는 편안함을 담았습니다.

주니어 스위트 객실은 품격 높은 여행을 즐기시는 모든 고객께서 선호하

시는 객실입니다.

Junior Suite Twin



구분 JUO

BED TYPE 온돌(침구2세트)

객실정원 기준 4명 , 최대 6명

전망 랜덤배정

위치 6층

객실 수 6

면적 13평

취사여부 불가

정상가격 \ 300,000

클래식과 모던한 느낌의 주니어 스위트 온돌

한국 전통의 난방방식인 온돌방으로써, 최대 6명까지 한 개 객실에서 투숙

가능하며, 단체, 가족여행중인 고객께서 이용하시기에 좋은 객실 입니다.Junior Suite Ondol



구분 PDS

BED TYPE 2 QUEEN

객실정원 기준 4명 , 최대 6명

전망 랜덤배정

위치 8~9층

객실 수 8

면적 17평

취사여부 불가

정상가격 \ 350,000

클래식과 모던한 느낌의 프레지덴셜 스위트

대지위의 자연이 전하는 편안함을 담았습니다.

최고급 객실로써 품격 높은 여행을 즐기시는 모든 고객께서 선호하시는

객실입니다.

Presidential Suite



스카이풀

옥상 미온수풀(5~10월 오픈), 옥상정원 개방

마드레 레스토랑

조식시간 : 07:00 ~ 09:30

조식요금
성인(8세~) 13,000원
소인(5~7세) 7 ,000원

5세 미만 무료

좌석 수 : 150석

10층에 위치한 비스타케이호텔 월드컵 만의 장점인

스카이풀 과, 1층에 위치한 마드레 레스토랑에서 고객님들의 여행에

더욱 행복하고 좋은 추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Sky Pool
Madre Restaurant



비스타 케이 호텔 월드컵이
당신의 휴식을 위한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The Vistacay Hotel World Cup will 
be a haven for you to rel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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