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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속의 안락한 휴양지  ”
부산의 새로운 혁신도시, 산업과 문화의 도시 센텀시티 그 중심에 해운대센텀호텔이 있습니다.

지하철 센텀시티역 3번 출구 도보 1분, 부산 전시컨벤션센터(BEXCO)와 가장 인접한 호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신세계백화점 및 롯데백화점, 대형 할인마트가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전당을 비롯 부산 시립미술관, 수영만 요트경기장, APEC 나루공원 등

호텔 주변에서 쇼핑부터 문화생활, 레저 체험과 휴식까지 생활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모두 누리 실 수 있습니다.

ABOUT HOTEL

비즈니스 교 통 쇼 핑 문 화

부산

전시컨벤션센터

센텀시티역

3번 출구 도보 1분

세계 최대 규모 백화점

대형마트

BIFF 영화의전당

부산시립미술관



투숙객을 위한 서비스“ ”

전 객실 욕조 및 주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호텔에서 내 집 같은 편안함으로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투숙객은 컨시어지 짐 보관, 주차, 셔틀버스 서비스 등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호텔 내 입점한 다양한 업종의 상가는 투숙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ABOUT HOTEL

· 전 객실 욕조 · 짐보관 서비스 · 편의점, 식당

마사지샵, 헤어샵, 네일샵

병원, 운동센터 등

· 체크인 시 등록 차량

· 비즈니스센터

· 식기류 추가 (유료)

(유료)

· 라운드리 서비스 (유료)

· Wi-Fi / 유선랜 (무료)

· 전 객실 주방시설
  (개수대, 대형 냉장고)

· 호텔 ↔ 해운대해수욕장
  (하계기간 운행)

- 복사

- 스캐닝 및 프린트

- 팩스 송수신

객 실 24시간 컨시어지 무료 셔틀버스 다양한 상가투숙객 무료주차



디럭스룸, 거실과 침실의 분리된 구조로 보다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빌트인 주방시설로 투숙의 편리를 제공합니다.

패밀리룸,  3인을 위한 일반 객실로, 유아동 동반 고객 및 실속을 추구하는 고객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스위트룸, 5가지 다양한 구조와 평수의 스위트룸에 마련된 취사&세탁시설로 머무르는 동안 최상의 편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편의성을 높인 넓고 편안한 객실  ”

ROOMS

디럭스룸 패밀리룸 스위트룸

35 m² (11평) 35 m² (11평) 60 m² ~ 99 m² (19평 ~ 30평)

기준인원  2인 기준인원  3인 기준인원  3인  /  4인

더블 (더블침대 1) 트윈 (싱글침대 2) 패밀리 더블 (더블침대 1, 싱글침대 1) 패밀리 트윈 (싱글침대 3) 스위트 (침실 2, 거실, 주방)



사파이어 홀

“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시작  ”
소규모 미팅에서 협약식, 세미나 등

각종 행사의 성격에 맞게 갖추어진 중·소규모 3개의 미팅룸으로 최적의 비즈니스의 장을 제공하며 여러분의 최상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MEETING ROOMS

에메랄드 홀미팅룸 로비

제이드 홀



일반객실   스탠다드 / 디럭스 / 레지던스 / 패밀리

스위트객실   코너 / 스카이블루 / 가든 / 파크 / 패밀리

층별안내

B2 ~ B5지하주차장

프런트&컨시어지

객 실

상 가

웨딩홀 & 뷔페

(1~3F : 편의점, 식당, 병원, 헤어샵 등)

상 가

(B1 : 골프존 GDR아카데미/실내골프연습장)
B1

1F

3F

~

4F

5F

20F

~

18F
미팅룸
중·소 미팅룸

이용 시간  24시간

구비 물품  세탁기, 건조기, 전자레인지, 제빙기

에메랄드홀, 제이드홀, 사파이어홀

FACILITIES

11F
코인세탁실

5F ~ 20F
객실

운영 시간  평일(월~금)  06:30 ~ 10:00

                 주말(토, 일)   06:30 ~ 09:30

4F
조식 뷔페



해운대 방면

동해선
벡스코역

수영 방면

벡스코 오디토리움

벡스코

벡스코 제2전시장 부산시립미술관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3로 20

오시는길

LOCATION

김해공항 리무진 버스

해운대센텀호텔 정문 앞 승차 / 정문 맞은편 하차

※운행시간표는 변동 될 수 있음

김해공항 → 해운대 방면

첫차  06 : 50

막차  22 : 20

호텔 → 김해공항

첫차  05 : 16

막차  20 : 20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하차) - 3번 출구 (도보 1분)

버　스

센텀시티역 벡스코, 벡스코 정류장 하차

5-1, 39, 40, 63, 115, 139, 141, 155, 181, 307, 1001, 1002

김해공항에서 호텔까지  ~40분 부산역에서 호텔까지  ~40분 하차 후 호텔까지 ~2분 해운대센텀호텔

항 공 기 차 시내교통

3

부산역

센텀역 동해선

버　스 : 센텀시티역 벡스코, 벡스코 정류장 하차

             5-1, 107, 307, 155, 1002

지하철 : 부산역(1호선) - 서면역(2호선) - 센텀시티역(하차)

버　스 : 1001번 센텀시티 벡스코역 하차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