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lub Wan Chai Hotel, Hong Kong’s First Carbon Neutral Hotel, is a contemporary 
select-service hotel and centrally located amidst Hong Kong's famed Wan Chai 
district, a prime centre for business and entertainment. The hotel offers a quick 
access to nearby transportation links and shopping centres, as well as completely 
smoke-free and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Driving distanc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40km (40 minutes)
AsiaWorld-Expo: 39.7km (45 minutes)
Hong Kong Disneyland: 26.6km (25 minutes)
Ocean Park: 4.8km (10 minutes)
Lan Kwai Fong: 2.6km (10 minutes)
Airport Express Station - Hong Kong Station: 2.5km (7 minutes)

Walking distance:
Hong 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1km (10 minutes)
Wan Chai Ferry Pier: 1 km (10 minutes)
Wan Chai MTR Station (Exit A3): 400m (5 minutes)

Hotel Fact Sheeticlub Wan Chai Hotel

211 Johnston Road, Wan Chai, Hong Kong

T : (852) 3963 6000  F : (852) 3963 6022  W : www.iclub-hotels.com  E : info@wanchai.iclub-hotels.com

Hotel Location

Accommodation:
As a select-service hotel in Hong Kong, we offer 99 chic and trendy 

guestrooms and suites with striking decoration. The 

contemporary, sleek design features plenty of glass and diffused 

lighting, creating a refreshing and dynamic environment.

In-room amenities:

ü  In-room safe

ü  Writing desk

ü  Hair dryer

ü  Cable TV channels

ü  LCD TV

ü  Rain shower

ü  Mini fridge

ü  Microwave (available to selected rooms)

ü  Electric kettle

ü   Iron and iron board

iLounge:

iLounge on 5/F is a cozy lounge that provides complimentary coffee 

& tea on a 24-hour basis.

Dining out:

iclub Wan Chai Hotel is surrounded by many well known restaurants 

and bars within an easy walk.

Other facilities & services:
ü  Accessible / physically challenged rooms and facilities
ü  Round-the-clock security service
ü  Lift access to guest floors  
ü  Fitness facilities in Sweat Zone

ü  iEngage with business service

ü  Wi-Fi access

ü  Local telephone call

Nearby attractions:

ü  Happy Valley Racecourse

ü  Golden Bauhinia Square

ü  Hong K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ü  Hung Shing Temple

ü  The Blue House

ü  Old Wan Chai Post Office

ü  Hong Kong Arts Centre

For reservations or enquiry, please contact iclub Hotels at tel: 3963 6388 or email: stay@wanchai.iclub-hot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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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최초의 탄소 중립 호텔인 iclub Wan Chai Hotel 은 현대적인 Select-Service 호텔로서 

홍콩의 유명한 비즈니스-엔터테인먼트 중심지인 완차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공 교통 

수단과 쇼핑 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텔 전역 금연과 편안한 공간이 

제공되는 호텔입니다. 

호텔까지 차량 이동 거리:

홍콩 국제공항: 40km (40분)

아시아월드 엑스포: 39.7km (45분)

홍콩 디즈니랜드: 26.6km (25분)

오션 파크: 4.8km (10분)

란콰이퐁: 2.6km (10분)

공항 고속철도역 – 홍콩역: 2.5km (7분)

도보 거리:

홍콩 컨벤션 센터: 1km (10분)

완차이 페리 부두: 1 km (10분)

완차이 MTR 역 (A3 출구): 400m (5분)

iclub Wan Chai Hotel

211 Johnston Road, Wan Chai, Hong Kong

T : (852) 3963 6000  F : (852) 3963 6022  W : www.iclub-hotels.com  E : info@wanchai.iclub-hotels.com

Hotel Location

객실:

홍콩의 Select-Service 호텔로서 99개의 쉬크하고 트렌디한 객실을 

제공해 드립니다. 현대적이고 매끈한 인테리어에는 유리와 분산 

조명이 많이 사용되어 생기있고 역동적인 공간을 만들어 냅니다.

객실 내 시설:

ü 금고

ü 책상

ü 헤어 드라이어

ü 유선 TV 채널

ü LCD TV

ü 레인 샤워기

ü 미니 냉장고

ü 전자레인지(일부 객실에 제공됨)

ü 전기 주전자

ü  다리미 및 다리미대

iLounge:

5층에 위치한 iLounge는 아늑한 라운지로서 24시간 커피 및티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이닝:

iclub Wan Chai Hotel 주변에는 도보로 닿을 수 있는 유명 

레스토랑과 바들이 많습니다.

기타 시설 및 서비스:

ü 장애인용 객실 및 시설

ü 24시간 보안 서비스

ü 객실 층까지 엘리베이터 연결

ü 비즈니스 서비스가 제공되는 iEngage

ü 시내 전화

ü Wi-Fi 연결

ü 익스프레스 체크아웃

근처 명소:

ü 해피 밸리 경마장

ü 골든 보히니아 광장

ü 홍콩 컨벤션 센터

ü 훙싱 사원

ü 블루 하우스

ü 구 완차이 우체국

ü 홍콩 아트 센터

예약 및 문의: iclub Hotels 전화 3963 6388번 또는 이메일  stay@wanchai.iclub-hotels.com

호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