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홈포레스트 호텔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로 145 (장승포동 426-33) / 145, JANGSEUNG-RO, GEOJE-SI, GYEONGSANGNAM-DO, KOREA (53322)
T +82 (0)55 681 9700

I 홈포레스트 리조트
경상남도 거제시 국산로 24-17 (옥포동 1266) / 24-17, GUKSAN-RO, GEOJE-SI, GYEONGSANGNAM-DO, KOREA (53218)
T +82 (0)55 687 0998

I 홈포레스트 레지던스
WEST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4길 20 (옥포동 1958-1) / 20, OKPO-RO 4-GIL, GEOJE-SI, GYEONGSANGNAM-DO, KOREA (53231)
EAST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4길 42 (옥포동 1912-3) / 42, OKPO-RO 4-GIL, GEOJE-SI, GYEONGSANGNAM-DO, KOREA (53231)
T +82 (0)55 687 9633

www.homefour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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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과 내 집 같은

편안함 을

기업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저 장소만을 제공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어느 지역에서든 홈포레스트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시는 모든 피드백을 모아서 매일 발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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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TYPE

DELUXE TWIN ㅣ디럭스 트윈

KOREAN SUITE ㅣ코리안 스위트 (온돌)

가족 단위의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쾌적함과 시원한 바다조망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시기에 손색이 없는 품격 높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 멋이 담겨있는 코리안 스위트룸은 한국 전통 스타일인 따뜻한 온돌과 전통가구,
소품을 두루 갖춤과 동시에 거제도 장승포항 앞의 운치 있는 자연경관도 함께 선사합니다.

ㅣ홈포레스트 호텔
뛰어난 경관과 온화한 날씨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제도에서
호텔 홈포레스트는 장승포항의 운치 있는 자연 경관과 최고의 위치를 선사합니다.

STANDARD DOUBLEㅣ스탠다드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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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TWINㅣ스탠다드 트윈

ROYAL SUITEㅣ로얄 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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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C I L I T I E S

BANQUET HALL ㅣ연회장(4F)

CAFETERIAㅣ카페

BUSINESS ROOM ㅣ비지니스 룸

GYM ㅣ헬스장

SWIMMING·SPA ㅣ수영·스파

LOBBYㅣ로비
TERRACEㅣ연회장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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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TYPE

스위트

프리미어 스위트

테라스 스위트

24평형 / 인원 : 4인

30평형 / 인원 : 6인

44평형 / 인원 : 8인

ㅣ홈포레스트 리조트
홈포레스트 리조트는 국내에서 느낄 수 없는 이국적인 풍경과 경험을 선사하고 있어
가족 및 단체에게 사랑 받는 리조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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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난로 스위트

복층 스위트

온돌 스위트

44평형 / 인원 : 8인

44평형 / 인원 : 8인

30평형 / 인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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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C I L I T I E S
ㅣ홈포레스트 레지던스
내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과 깨끗함,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행을 만족시켜드립니다.
또한 홈포레스트 레지던스는 웨스트(WEST)동, 이스트(EAST)동, 총 2곳으로 거제도의 옥포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AST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4길 42
스위트
24평형 / 인원 : 4인

SWIMMING POOL ㅣ수영장

프리미엄 스위트

INFANT FACILITYㅣ유아놀이방

BBQ AREAㅣ바베큐장

LOUNGEㅣ라운지

34평형 / 인원 :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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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4길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