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khyattbusan 파크�하얏트�부산facebook.com/ParkHyattBusan

파크 하얏트 부산의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PLEASE HELP CONSERVE

파크 하얏트 부산은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침대 린넨과 타월을 이틀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침대 린넨과 타월을 매일 교체하기 원하는 
고객님께서는 고객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내선번호

고객 서비스 센터 0

룸서비스 1300

다이닝룸 1300

리빙룸 1300

리빙룸 바 1300

라운지 1300

파티세리 1300

루미 스파 피트니스 1440

https://www.facebook.com/ParkHyattBusan
https://www.instagram.com/parkhyattbusan/
https://pf.kakao.com/_DlXVj


다이닝룸 (32F)

조식 6:30 AM - 10:30 AM

중식
11:30 AM - 2:30 PM (월 - 금)

12:00 PM - 3:00 PM (토 - 일)

석식 5:30 PM - 10:00 PM

리빙룸 (31F)

중식 11:30 AM - 2:30 PM (수 - 월)

석식 5:30 PM - 9:00 PM (목 - 토)

리빙룸 바 (31F)

6:00 PM - 1:00 AM (목 - 토)

라운지 (30F)

올데이 다이닝 10:00 AM - 12:00 AM

애프터눈 티 세트 2:00 PM - 6:00 PM

디너 세트 6:00 PM - 10:00 PM

파티세리 (1F)

10:30 AM - 6:30 PM (월 - 금)

9:00 AM - 6:30 PM (토 - 일)

식음료 업장 운영 시간

루미 스파 피트니스
피트니스 센터 (5F) 24시간

수영장 (4F)
6:00 AM - 10:00 PM

1:00 PM - 2:00 PM (브레이크 타임)

사우나 (4F) 6:00 AM - 10:00 PM | KRW 44,000 

스파 트리트먼트룸 (3F) 10:00 AM - 10:00 PM

시설 운영 시간 



MASTER
전체조명제어

ROOM
밝기조절

READING
독서조명

NIGHT
취침조명

BLACKOUT
암막커튼

CURTAIN
커튼

DO NOT DISTURB
방해하지마세요

객실 버튼 사용 안내

MASTER
객실 내 모든 전원 장치 제어 
(이 버튼이 꺼지면 모든 조명 및 냉/난방 시설 
작동이 멈춥니다.)

ROOM
▲▼

침실 조명 밝기 조절

READING 독서 조명 (침대 위쪽)

NIGHT 취침 조명 (침대 옆 테이블 아래쪽 및 욕실)

DO NOT 
DISTURB

개인 사생활 보호
(이 버튼이 켜져 있으면 객실 청소가 
불가합니다. 객실 청소를 원하시면 입구 
옆에 있는 MAKE UP ROOM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CURTAIN
▲▼

블라인드 커튼
(커튼이 작동 중일 때 같은 방향 버튼을 한번 
더 누르시면 작동이 중지됩니다.)

BLACKOUT
▲▼

암막 커튼
(커튼이 작동 중일 때 같은 방향 버튼을 한번 
더 누르시면 작동이 중지됩니다.)



객실 버튼 사용 안내

FAN 냉/난방 전원

MODE 풍량 조절

TEMP
▲▼

온도 조절
(온도를 현재 온도와 33도 이상 낮게/높게 
설정하시면 냉/난방이 작동됩니다.)

이브닝 서비스

하우스키핑에서는 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8시 사이에 
객실을 방문하여 더욱 안락한 투숙을 위한 이브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브닝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입구에 있는 DO NOT DISTURB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역 유료 수화물 운반 서비스 이용 안내 
(ZIMCARRY)

기차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유료 수화물 운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예약은 1층 컨시어지 
데스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ASTER
전체조명제어

TEMP
온도조절

DO NOT
DISTURB
방해하지마세요

NIGHT
취침조명

READING
독서조명

ROOM
밝기조절

FAN
냉/난방 전원

MODE
풍량조절



해운대 해수욕장 
넓은 백사장, 아름다운 해안선과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해변가에는 각종 
행사와 축제가 개최되며,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의 
레스토랑과 카페가 위치해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세계 최대 백화점으로 기네스에 등재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은 명품관 21개와 622개 유명 브랜드가 
입점해있어 쇼핑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스링크장, 영화관, 골프 레인지, 스파랜드, 
갤러리 등 각종 문화 시설을 갖춘 아시아 최대의 
복합쇼핑센터입니다.

부산시립미술관 
18개의 전시실과 어린이 갤러리, 교육연구실 등을 
갖추고 있는 부산시립미술관은 1년 내내 기획전, 
소장품전, 해외 미술전 등이 열려 시민들에게 예술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산 여행 관광 명소 

해운대 해수욕장

파크 하얏트 부산

부산시립미술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문탠로드
달맞이길은 달맞이고개라고도 불리며, 벚나무와 
소나무가 늘어선 8km에 이르는 유명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달맞이고개에는 유명 카페, 갤러리,

레스토랑 등이 줄지어 있으며, 달맞이길 월출은 
대한팔경의 하나입니다.

황령산
황령산 정상에는 해운대구에서 금정구에 이르는 
부산의 경치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특히, 산 
중턱에 있는 전망대는 야경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황홀한 빛의 세계를 선사합니다.

동백공원 해안산책로
해운대 해수욕장 끝자락에 위치한 동백섬은 울창한 
동백나무와 소나무 주변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산책로로 유명한 자연공원입니다. 달맞이길부터 
해운대 해수욕장과 광안대교까지 이어지는 동백섬의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산책해보세요.

부산 여행 관광 명소 

문탠로드

동백공원 해안산책로

황령산

파크 하얏트 부산



하얏트의 로열티 프로그램 ‘하얏트 월드’에 
가입하시고 세계 곳곳의 다양한 사람, 장소, 

스토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포인트 적립  투숙, 식사, 스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 
됩니다(사용한 정규 요금 미화 1달러 당 기본 
포인트 5점 적립).

•  포인트 사용  적립된 포인트로 전 세계 하얏트 숙박, 객실 
업그레이드, 식사, 스파, 미팅 및 이벤트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 획득  매년 새로운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 더 많은 리워드 
및 엘리트 특전을 만나보세요. 점점 풍성해지는 
여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얏트 월드 회원이라면 전 세계 참여 하얏트 호텔에서 최대 
10% 할인된 요금으로 투숙 가능한 ‘회원 전용 요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얏트 월드 홈페이지 worldofhyatt.

com을 방문하시거나 호텔 직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얏트 월드

회원 전용 요금

멤버십 등급 정규 숙박 기본 포인트 정규 미팅/이벤트

멤버 N/A 무료 가입 N/A

디스커버리스트 5 12,500 3

익스플로리스트 15 25,000 10

글로벌리스트 30 50,00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