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핵심 관광지인 남포, 해운대, 부산역에 총 3개의 호텔을 직접 또는 위탁 운
영하고 있는 ‘㈜IHM 호텔포레’는 호텔운영 뿐만 아니라 호텔개발, 입지선정, 시장
조사, 경영 컨설팅 등 호텔의 시작부터 성장까지 모든 과정을 컨트롤 하는 ‘호텔개
발운영 전문기업’입니다. 
‘호텔포레’의 FORÊT은 프랑스어로 숲이라는 뜻으로 ㈜IHM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비즈니스호텔그룹 브랜드이며, 투숙객에게 숲과 같이 편하고 아늑한 공간과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레저관광산업’의 대표격인 호텔업에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리어’를 꿈꾸거나 향후 호텔을 직접 운영하는 ‘호텔 총괄지배인’을 꿈꾸는 모든 이
에게 ‘㈜IHM 호텔포레’는 미래의 꿈꾸는 자신의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
는 가장 현실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채용 정보

기업 정보

동의대학교 조기취업형계약학과

㈜IHM호텔포레

[남포점] 중구 구덕로 54-1

[해운대점]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265번길 13-20

[부산역점]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6

기업명

☞ 설립일자

모집학과
모집인원

연 봉

기 업 비 전

051-242-2200

신 재 원☞ 대표이사

2013년03월01일

00 명

협상후 결정

모집분야 호텔업무 전반 (객실, 식음, 조리)

우대사항 외국어 우수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복리후생 4대 보험 / 카페테리아 이용 / 경조사비 / 식사제공 등

▶기타사항

호텔 방문 시 보았던 호텔리어의 표면적인 모습이 아닌, 다양한 업무와 지식을 다루며 각
양각색의 고객들을 응대하고 각 팀의 수 많은 직원들과 협업해야 하는 호텔리어업무를 직
접 수행해보면서, 본인의 적성도 찾고 색다른 흥미도 갖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호스피탈리티학과
(호텔.관광.외식.조리&창업)

㈜IHM호텔포레
(남포, 해운대, 부산역점)

☞ 업 종 호 텔 업

www.hotelfor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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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혁

2013.03

2014.10

2015.07

2016.02

2016.04

2017.02

2018.02

2020.07    

호텔포레 해운대점 전체 리모델링 후 오픈

호텔포레 부산역점 전체 리모델링 후 오픈

호텔개발운영 전문기업 ㈜아이에이치엠 설립

호텔 유니크바이포레 동대문점 위탁운영 계약

호텔 유니크바이포레 동대문점 소프트 리모델링 후 오픈

호텔포레 프리미어 남포점 전체 리모델링 후 오픈

호텔포레 프리미어 해운대점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 후 재오픈

호텔 유니크바이포레 동대문점 위탁운영 계약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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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텔 명 호텔포레 프리미어 남포점

오 픈 2017.02

성 급 4성급

객 실 수 107객실 (일반 숙박업)

층 소 개

3층: 조식당 (아웃백 레스토랑)
4층: 프런트 데스크, Back Office

테라스, 컨퍼런스 룸 등
5층~14층 : 객실

부대시설 로비라운지, 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룸, 테라스, 주차시설

객실타입 스탠다드트윈, 스탠다드더블, 
디럭스더블, 패밀리트윈, 스위트

주요고객 일본, 중국 및 한국인 관광객

호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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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텔 명 호텔포레 프리미어 남포점

수상이력

2017 Booking.com 고객후기 우수상 8.5 수상
2017 Rakuten Travel Award 브론즈 상
2018 Agoda [Gold Circle Award] 수상
2018 Rakuten Travel Award 브론즈 상
2019 2년 연속 Agoda [Gold Circle Award] 수상
2019 3년 연속 Rakuten Travel Award 브론즈 상 수상

호텔특징

1976년에 개관하여 40여 년간 운영되었던 부산의 ‘피닉스 관광호
텔’은 2017년 2월 ‘호텔포레 프리미어 남포점’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였다.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오랜 기간 동안 자리를 지켰던 호텔
이니 만큼 아직도 부산 토박이들, 일본의 연세가 지긋하신 관광객분
들은 옛 피닉스 호텔의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방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 지하 2층부터 3층은 스타벅스, 아웃백, CU, 마사지샵, 미스터
힐링, 양실내양궁장 등이 위치하고 있고, 4층부터 14층은 호텔포레
프리미어 남포점의 부대시설과 객실이 자리잡고 있으며, 15층은 요
리주점이 위치하고 있다. 식사 및 디저트부터 오락, 숙박, 마사지 등
모든 편의시설을 한 건물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남항대교가 보이는 남포동 대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남포동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호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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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텔 명 호텔포레 프리미어 해운대점

오 픈 2013.03 (2018.02 재오픈)

성 급 3성급 (한국관광공사 인증)

객 실 수 67객실 (관광숙박업)

층 소 개

1층: 프런트 데스크, 로비, 
조식 레스토랑 LE LOFT

2층: 사무실, 객실
3층~9층: 객실

부대시설
로비라운지, 조식레스토랑, 

비즈니스센터, 미팅룸, 주차시설, 
세탁실

객실타입
스탠다드더블, 스탠다드트윈, 
온돌, 디럭스더블, 디럭스트윈,
패밀리트윈, 패밀리스위트

주요고객 한국 및 영어권 관광객

호텔 정보



동의대학교 조기취업형계약학과

호 텔 명 호텔포레 프리미어 해운대점

수상이력

2018 Booking.com 고객후기 우수상 8.1 수상
2018 ‘한국리모델링건축대전’ 준공부문 ‘우수상-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상’ 수상
2019 Agoda [Gold Circle Award] 수상

호텔특징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해운대에 2013년 3월
기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호텔포레 해운대점’을 오픈하였고
조식이 맛있는 레스토랑 ‘Le Loft’를 운영하는 호텔로 유명했다. 해
운대 해수욕장에서 도보로 2~3분 거리인 해운대 우체국 맞은편 골
목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다양한 중소형 숙박시설들이 모여
있어 숙박촌으로 유명했던 지역이다. 2017년 해운대 구남로가 지어
지면서 호텔 주변이 재정비되었고, 이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
으며 1년 365일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2월 증축 및 리
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오픈하였고, ‘한국리모델링건축대전’에서
쟁쟁한 대기업들의 건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수상-서울주택
도시공사 사장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였다. 모던하고 깔끔한 실
내외 디자인과 전문 호텔서비스로 호텔포레 프리미어 남포점과 더
불어 ‘비즈니스호텔 전문 브랜드’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호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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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텔 명 호텔포레 부산역점

오 픈 2014.07

성 급 2성급 (한국관광공사 인증)

객 실 수 47객실 (관광숙박업)

층 소 개

1층: 프런트 데스크, 로비, 
비즈니스센터

2층: 레스토랑 LE LOFT, 사무실
3층~9층: 객실
10층: 세탁실

부대시설 비즈니스센터, 조식 레스토랑,
미팅룸, 갤러리, 세탁실, 주차타워

객실타입
싱글, 스탠다드더블, 스탠다드
트윈, 디럭스더블, 디럭스트윈, 
할리우드트윈, 테라스트윈

주요고객 일본 및 한국인 관광객

호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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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정보

호 텔 명 호텔포레 부산역점

수상이력
2016 Agoda 우수고객리뷰 호텔 8.2 선정
2018 Booking.com 고객후기 우수상 8.2 수상
2018 Agoda [Gold Circle Award] 수상

호텔특징

‘호텔포레 1호점’인 ‘호텔포레 해운대점’이 2013년에 오픈한 이후, 기
존 숙박시설을 인수하여 대대적인 리모델링 후 2014년 오픈한 호텔
포레 2호점 ‘호텔포레 부산역점’은 부산교통의 중심지인 KTX부산역
에서 도보거리에 위치하여 이른 아침 혹은 늦은 저녁 KTX를 이용해
야 하는 여행객이나 비즈니스를 위하여 부산을 방문하는 출장고객에
게 인기있는 호텔이다. 최근 오픈한 비즈니스호텔의 객실들이 일본식
비즈니스 호텔을 표방하며 객실 공간이 많이 협소한 것과 비교해볼
때, 객실이 넓고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으면서도 가
격이 저렴하여 가성비와 위치를 호텔선정의 중요요소로 생각하는 일
본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장기 투숙고객을 위하여 무료 세탁
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층에는 계절별로 국내외 유명 사진작가들의
실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비즈니스 호텔로서 꼭 필요한 모든 시
설을 갖추고 있는 깔끔한 호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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