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llenge conventions. Make big moves.
Innovate, surprise, shake things up

that’s our vision of hospitality.”
관습에 도전하십시오.

큰 움직임을 만들어 봅시다.
혁신, 놀라움, (기존의 것을) 뒤흔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환대)의 비전입니다.

채용 정보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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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 설립일자

모집학과

모집인원

연 봉

기 업 비 전

051-901-1100

홍 진 유☞ 대표이사

2014년12월10일

2명

협상후 결정

모집분야 호텔업무 전반 (객실, 식음, 조리)

우대사항 외국어 우수자, 관련 자격증, 동종업계 근무 경력

복리후생 4대보험 / 중식 / 아코르체인호텔 할인숙박프로그램 / 워라벨지원 등

▶기타사항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인 아코르호텔의 이코노미 브랜드로 체계적인 호텔리어로서의
성장이 가능한 호텔입니다

스마트호스피탈리티학과
(호텔.관광.외식.조리&창업)

업종 호텔업

이비스버젯앰배서더부산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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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아코르호텔 분포

아코르호텔의 브랜드



부산 레저의 중심 해운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이비스 버젯 앰배서더 부산 해운대는 전 세계 4,300여 개의 호텔을 보유한 아
코르 그룹 산하의 브랜드로, 국내 유일의 호텔 전문 기업인 앰배서더 그룹에서 운영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아름
다운 해운대 바다를 앞에 둔 호텔은 편안한 객실과 함께,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레스토랑과 사우나, 비즈니스 센터 등을 갖추
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선보일 회의시설은 각종 워크샵과 학회, 소규모 세미나에 최적화 되어 있어 비즈니스 여행객에게
탁월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MEETING ROOM

2018년 4월, 새롭게선보일이비스 버젯앰배서더부산 해운
대의 회의실은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전문 회의 시설로서 빔
프로젝터, 글라스보드, 유무선 마이크 등의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각종 워크샵과 학회, 소규모 세미나 등 프라이빗한
행사에 최적화 되어 있어, 행사의 목적과 기획에 따라 맞춤형
선택이가능합니다.

ROOM

총 177개의 객실은 최고급 매트리스와 침구로 달콤한 숙면
을 제공합니다. 객실에는 무료 와이파이와 32인치 LCD TV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심플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와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감상하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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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l Informati

김해공항30km
기차역 (부산 역) 17km  
기차역 (신해운대 역)4km  
지하철 (동백 역) 0.8km  
지하철 (해운대 역)0.7km  
버스 정류장0.4km

플래닛 21은 아코르 그룹의 녹색성장을추구하는지속 가능 개발프로 그
램으로이비스 버젯 앰배서더부산 해운대는사회적 책임감을갖고자 연
을보호에 앞장서는호텔이 되겠습니다.

객실타입 시티뷰 오션뷰 합계

더블 43 20 63

트윈 22 38 60

퀸 22 22

패밀리 11 19 30

슈페리어 1 1

슈페리어패밀리 1 1

Room

eeting RoomLa Matinee M

프랑스어로 ‘아침나절’이라는 뜻을 담은 ‘라 마띠
네’는 유러피안 레스토랑으로서 건강하고 트렌디
한 조식과 브런치 메뉴를 선보입니다. 또한, 최신
빔 프로젝터 시스템과 대형 스크린을 통해 세련된
연회 및 세미나시설로도이용이가능하여가족 모
임, 소규모 비즈니스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
장소로도인기입니다.

Facilities Tr

피트니스 센터, 비즈니스 코너, 남녀 사우나, 코
인 세탁기는 모든 호텔 숙박 고객에게 무료로 제
공하는 서비스로, 비즈니스와 여행으로 지친 고
객님들께편리하고활기찬휴식 공간을제공합니
다. 객실키 도어락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에 뛰
어나며, 프론트 데스크에서 카드키를 발급받아
사용이가능합니다.

총 177객실

세미나형 :수용인원 30명
(교육, 강연, 연구발표등 일반적인행사)

회의형(Square) : 수용인원30명

소그룹형 : 수용인원 30명 (대학
교 조별회의등 그룹형행사)

※ 가격은별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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