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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올거제는 전 객실이 뛰어난 바다 조망과 신선한 바람,
그리고 아름다운 일출로 최고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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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 TRAVEL

| 마이스 앤 트래블

Room Type

코너 로얄 스위트

Family Premier Twin 킹 프리미어 트윈 | Family Premier Connecting 패밀리 프리미어 커넥팅 | King Premier Double 킹 프리미어 더블
King Premier Jacuzzi 킹 프리미어 자쿠지 | Loft Executive Suite 로프트 익스큐트 스위트 | Corner Royal Suite 코너 로얄 스위트

킹 프리미어 자쿠지

패밀리 프리미어 트윈

코너 로얄 스위트

로프트 익스큐트 스위트

킹 프리미어 자쿠지

Facilities

Rooftop Observatory 루프탑 전망대 | Spa 스파
Fitness Room 피트니스룸 | swimming pool 수영장

로비
루프탑 전망대

피트니스룸

스파

수영장

장승포항에 위치한 홈포레스트 호텔은
대형 주차장, 조식, 연회장 등 최고의 편리와 만족을 선사합니다.

Room Type

Deluxe Twin 디럭트 트윈 | Standard Double 스탠다드 더블 | Standard Twin 스탠다드 트윈
Family Suite 패밀리 온돌 | Korean Suite 온돌 | Royal Suite 로열 스위트

한실온돌

패밀리 온돌

스탠다드 더블
디럭스 트윈

Facilities

Lobby&Cafe 로비&커피숍 | Business Room 비지니스룸 | Swimming pool 수영장 | Spa 스파
Hall/Terrace 연회장/테라스 | Fitness Room 피트니스룸

로비&커피숍

수영장

연회장/테라스

조식

Room Type

홈포레스트 리조트는 이국적인 풍경과 다양한 편의 시설로
가족 및 단체에게 사랑받는 리조트입니다.

Suite 스위트 | Premier Suite 프리미어 스위트 | Terrace Suite 테라스 스위트
Fireplace Suite 벽난로 스위트 | Duplex Suite 복층 스위트 | Ondol Suite 온돌 스위트

프리미어 스위트

프리미어 스위트

테라스 스위트

테라스 스위트

Facilities

Swimming pool 수영장(성인/아동) | Lounge retail shop 라운지/소매점
Barbecue ground 바베큐장 | Playroom 유아놀이방

Facilities

수영장

라운지/소매점

프리미엄 스위트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의 추억, 홈포스테이
바베큐장

유아놀이방

홈포스테이

신규 건물로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실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친 심신을 쾌적한 홈포스테이에서 마음껏 풀고 가십시오.

무역 사절단

로드쇼 & 전시회

인센티브

8개국 해외 지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바이어 상담회 및 산업시찰 기획

국가별 산업 정책을 고려한 국내
기업 소개 및 제품 홍보를 위한
맞춤형 행사 기획

다양한 단체 및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포상관광
프로그램 기획

연수 프로그램

지역관광 특화

골프여행사

기업 및 학교, 각종 단체의 조직
커뮤니케이션과 화합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과
새로운 패러다임(역사 탐방, 교육, 휴양 등)
의 관광 트렌드 구성

부산경남
골프/숙박 패키지 판매

스위트/프리미엄 스위트

홈포레스트 레지던스는
내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과 깨끗함,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행을 만족시켜드립니다.

www.homefourest.co.kr / team@homefourest.com
@home4rest
blog.naver.com/home4rest

| 호텔 올거제
경남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2631 (장승포동 426-33) / Hotel Allgeoje 2631, Geoje-daero, Irun-myeon Geoje-si, Gyeongsangnam-do, Korea (53322)
T +82 (0)55 736 3666 F +82 (0)55 736 6572

| 홈포레스트 호텔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로 145 (장승포동 426-33) / 145, Jangseung-ro, Geoje-si, Gyeongsangnam-do, Korea (53322)
T +82 (0)55 681 9700 F +82 (0)55 681 9711

| 홈포레스트 리조트
경상남도 거제시 국산로 24-25 (옥포동 1266) / 24-25, Guksan-ro, Geoje-si, Gyeongsangnam-do, Korea (53218)
T +82 (0)55 687 0998

| 홈포스테이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성안로 71(옥포동 542-8) / 71 Okposeongan-ro, Geoje-si, Gyeongsangnam-do, Korea (53229)
T +82 (0)55 687 9633

| 홈포레스트 레지던스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4길 42 (옥포동 1912-3) / 42, Okpo-ro 4-gil, Geoje-si, Gyeongsangnam-do, Korea (53231)
T +82 (0)55 687 9633

| 홈포레스트 여행사
T +82 (0)55 687 0998 / 010 8549 7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