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EY TO
DELIGHTFUL MOMENTS
즐거움의 여정,
그랜드 조선

신세계조선호텔이 새롭게 선보이는

고전적인 우아함과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그랜드 조선 부산,
그 특별한 경험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5성급 호텔, 그랜드 조선 부산은

330객실, 4개의 레스토랑 및 바를 가지고 있으며

수영장, 사우나 등 다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절제된 세련미의 화이트 톤 인테리어 속에

드넓게 펼쳐진 바다가 전하는 신선한 휴식과

뷔페, 중식당, 라운지 & 바가 전하는 미식의 즐거움까지 모두 만끽해보세요.

ACCOMMODATION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의 조합과

포인트 컬러로 사용된 감각적인 그린은 당신의 여정을

잊지 못할 순간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족과의 여행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줄 키즈 객실은

여행을 더 큰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이끕니다.

* 객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ACCOMODATION

Superior Room
화사함과 모던함이 공존하는 슈페리어 룸은

기본에 충실한 그랜드 조선 부산의 디자인 철학을 반영했으며

특별히 제작된 베드와 최고급 침구는 가장 안락한

휴식의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 객실 크기

약 27.6m２

| 전망

시티뷰

| 룸 구성

침실 1, 화장실 1

Deluxe Room
디럭스 룸은 시티뷰와 오션뷰 두 가지 전망을 제공합니다.

시티뷰는 아름다운 야경과 감각적인 도시의 매력을 전하며

오션뷰는 탁트인 통유리를 통해 따스한 햇살과 바다 조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객실 크기

약 33.0m２

| 전망

시티뷰, 파셜 오션뷰, 오션뷰

| 룸 구성

침실 1, 화장실 1

ACCOMODATION

Premier Room
프리미어 객실은 여유있는 거실 공간을 자랑합니다.

프라이빗한 휴식과 비즈니스 업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객실입니다.
| 객실 크기

약 43.8m２

| 전망

시티뷰, 오션뷰

| 룸 구성

침실 1, 화장실 1

Corner Suite
코너 스위트 객실은 복도 가장 안쪽에 위치해
조용하고 안락한 분위기의 객실입니다.
더블 베드 2개가 비치된 객실 또는

더블 베드 1개와 싱글 베드가 비치된 온돌 객실

두 가지 타입이 있어 여행의 목적에 따라 객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객실 크기

약 58.2m２

| 전망

시티뷰, 오션뷰

| 룸 구성

침실 1, 거실 1, 화장실 1

ACCOMODATION

Executive Suite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는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어

보다 여유로운 공간에서 해운대 바다의 조망이 가능합니다.

일반 객실보다 더욱 넓어 넉넉함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객실 크기

약 72.1m２

| 전망

오션뷰

| 룸 구성

침실 1, 거실 1, 화장실 2

Royal Suite
로얄 스위트는 침실을 제외한 객실 내부가 벽이 아닌 공간별로 분리되어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거실 공간이 메인 거실과 서브 거실로 구성되어 있어
객실 내에서 비즈니스 미팅도 가능합니다.

여행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여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 객실 크기

약 99.0m２

| 전망

오션뷰

| 룸 구성

침실 1, 거실 1, 화장실 2

ACCOMODATION

Grand Suite
그랜드 스위트는 전세계 각국의 국빈과 VVIP를 위해

그랜드 조선 부산에서 준비한 단 하나의 최상급 스위트입니다.
침실과 거실이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과 최대 열 명이

회의할 수 있는 미팅 룸 겸 다이닝 공간이 특별함을 더합니다.
| 객실 크기

약 143.4m２

| 전망

오션뷰

| 룸 구성

침실 1, 거실 1, 응접실 1, 화장실 3

ACCOMODATION

Kids Room
여유로움을 선사할 키즈 전용 플로어와 조선 주니어만을 위해

특화된 테마의 키즈룸이 꿈과 모험이 가득한 순간을 더합니다.
| 객실 크기

약 24.8 ~ 79.8m２

| 전망

시티뷰, 파셜 오션뷰, 오션뷰

| 룸 구성

키즈 슈페리어 / 키즈 디럭스 / 키즈 스위트

MEETING
그랜드 조선 부산 5층에 위치한 3개의 연회장 (볼룸 / 미팅룸 / 보드룸)은
행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 바닷가가 배경으로 펼쳐진 볼룸은 웅장하고 화려한
연회를 위한 최적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MEETING

Ballroom

Class Type

해운대 바닷가 조망이 인상적인 볼룸은 VIP 초청 행사, 국제 회의 등 행사 성격 및 규모에 맞게 변경이 가능한 구조이며

라운드 테이블 기준 최대 130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첨단 기술과 숙련된 서비스로 성공적인 행사를 지원합니다.
[Capacity Chart]
Venue

Size(m２)

Class

Round

Ballroom (I + II)

357

140

130

250

Ballroom I

198

70

60

100

Ballroom II

158

50

50

100

Theater

Round Type

MEETING

Meeting Room

Class Type

50명 ~ 60명 규모의 행사에 적격으로 심플함이 돋보이는 미팅룸입니다.
[Capacity Chart]
Venue

Size(m２)

Class

Meeting Room

128.9

50

Round
60

Theater
70

Round Type

MEETING

Boardroom

Class Type

소규모 행사에 적격인 보드룸은

파티션을 이용하여 두 개의 룸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Capacity Chart]
Venue

Size(m２)

Class

Round

Theater

Boardroom (I+II)

92.5

45

40

40

Boardroom I

46.2

20

16

20

Boardroom II

46.2

20

16

20

Round Type

DINING
객실 안에서의 휴식뿐 아니라 그랜드 조선 부산의 다이닝과 함께
여행의 순간을 더욱 즐겨보세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의 ‘아리아’ 뷔페를 이제 부산에서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중식당 ‘팔레드 신’에서 트렌디한 모던 차이니즈 메뉴를 맛보고,

‘라운지 & 바’에서는 해운대 바다를 감상하며, 숙련된 바텐더의 칵테일을

만나보세요.

DINING

Buﬀet Restaurant Aria
개방감이 느껴지는 높은 층고와 탁트인 해변이 인상적인

그릴 & 해산물 뷔페에서 다채로운 미식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아리아의 노하우와 부산 지역의 제철 해산물이 만나
그랜드 조선 부산의 대표 레스토랑이 될 것입니다.
| 위치

그랜드 조선 부산 2층

| 좌석수

총 175석

| 운영 시간

Breakfast 6:30AM - 10:00AM
Lunch 주중 및 토요일 11:30 - 14:30
공휴일 및 일요일 1부 11:30 - 14:30 | 2부 13:50 ‒ 15:40
Dinner 주중 및 일요일 17:30 - 21:30
공휴일 및 토요일 1부 17:20 - 19:20 | 2부 19:50 - 21:50

Chinese Restaurant Palais de Chine
팔레드 신(Palais de Chine)의 시그니처 메뉴인 북경 오리는 물론,
딤섬 및 광동식 정통 메뉴와 트렌디한 홍콩식을 기반으로 한

모던 차이니즈 요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캐주얼 중식 다이닝입니다.
| 위치

그랜드 조선 부산 5층

| 좌석수

총 100석 (12인용 별실 2개 / 6인용 별실 4개 / 4인용 별실 1개)

| 운영 시간

Lunch 주중 12:00PM - 2:30PM | 주말 12:00PM - 3:00PM
Dinner 주중 6:00PM - 9:30PM | 주말 5:30PM - 9:30PM

DINING

Lounge & Bar
해운대 바닷가 뷰와 함께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라운지 & 바에서는
프리미엄 브런치, 애프터눈 티 세트부터 독창적인 칵테일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 위치

| 운영 시간

| 좌석수

그랜드 조선 부산 2층

Breakfast : 08:00 ‒ 10:00
Day Time : 10:00 ‒ 18:00

Dinner : Sun - Fri 18:00 ‒ 24:00 | Sat 18:00 - 01:00
총 57석 (Hall 48석 / Bar 9석)

Gifts & Patisserie Josun Deli
조선델리는 조선호텔의 100년 노하우에 전문 파티시에의
정성이 담긴 스위트 기프트 & 파티세리입니다.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 매일 만드는 케이크와 페이스트리는
고객께 차별화된 건강과 맛을 제공하고,

트렌디한 미적 감각이 살아 있는 고급스러운 패키지는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의 품격을 높여 줍니다.

| 위치

| 운영 시간

그랜드 조선 부산 2층
8:00AM - 9:30PM

FACILITY
해운대 바닷가를 향해 펼쳐진 인도어, 아웃도어 수영장 그리고 사우나에서
가장 특별하고 프라이빗한 휴식을 경험하세요.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스파에서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프로그램 및 마사지 트리트먼트가 제공됩니다.

FACILIT Y

Fitness Center
그랜드 조선 부산은 고객의 건강을 위하여

유산소 운동기구와 다양한 웨이트 기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성분 분석과 체력 검진 시스템을 통한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한 여행을 돕습니다.
| 위치

| 운영 시간

그랜드 조선 부산 7층
6:00AM - 10:00PM

Sauna
해운대 바다 조망이 가능한 사우나는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편안하게 풀어 드립니다.
| 위치

| 운영 시간

그랜드 조선 부산 6층
6:00AM - 10:00PM

FACILIT Y

Heavenly Pool
해운대 바닷가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웃도어 수영장과

사계절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인도어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치

| 운영 시간

그랜드 조선 부산 7층
6:00AM - 10:00PM

8 ~ 16F
15F
7F
6F
5F
LF

1F

B2 ~ B4

객실

그랑�제이

수영장, 피트니스, 쥬스바
사우나

2호선
2호선
스타벅스

팔레드신, 연회장, 연회예약실
로비, 뷔페, 라운지 & 바, 델리

주차장(발렛전용), 전기차�충전소

주차장

Grand Josun Busan 292, Haeundaehaebyeon-ro, Haeundae-gu, Busan, Korea Tel +82 51 922 5000
부산시�해운대구�해운대해변로 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