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기간: 22년 6월 1일~ 6월 5일

2022 한국자동차공학회 춘계학술대회
특별요금 안내

상품 및 가격

▶ 이용안내

* 예약문의 : 051-922-1111 / 이메일 : rsv.signiel.busan@lotte.net

* 해당 특별요금은 2022 한국자동차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참가객을 위한 요금으로 해당목적 외 이용 불가능 합니다. 

* 예약 취소 및 변경은 체크인 1일 전 18:00까지 가능하며, 체크인 1일전 18:00이후는 예약일 수의 100% Penalty가 부과됩니다.

* 체크인 당일에 사전 취소 없이 체크인 하지 않으셨을 경우, 자동적으로 숙박비 100%가 청구됩니다.

* 객실 상황에 따라 예약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해당요금은 Daily 최대 6객실 까지만 유효 합니다. 7객실 이상의 경우 그룹요금이 적용 됩니다. 

* 대표번호 : 051-922-1000 / 홈페이지 : www.lottehotel.com/busan-signiel/ko.html

*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1:00 

* 조식 : 성인 ￦38,720 / 소인 ￦25,410

* 인원 추가 비용 : 성인 \60,500, 소인 ￦30,250 

* 투숙 기준인원

- 더블 / 트윈: 2인 (최대 성인 2인, 소인 1인)

- 패밀리트윈: 3인 (최대 성인 3인, 소인 1인)

* Extra Bed 이용 시 : \60,500 (Grand Deluxe & Premier 객실은 Extra Bed 이용 불가)

* VAT 포함금액은 21%의 세금 및 봉사료 포함 된 금액 입니다. 

▶ 특전제공사항

- Welcome TEA 1회 제공

- Salon de SIGNIEL (In House Guest Lounge) 2인 무료 이용

- 프레싱 서비스(셔츠 2벌/Daily)

- 슈폴리싱 서비스

- 휘트니스 센터 무료 이용 (만16세 미만 이용 불가) 

- 실내외 수영장 무료 이용 (13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시 이용 가능)

- 객실 내 Evian 생수 2병 제공

- 호텔 내 전 지역 무료 Wi-Fi 제공 시그니엘 부산판촉지배인 이효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30
D. +82 51 922 1024 C. +82 10-3047-0056 
E. hyoseok.lee@lotte.net

< UNIT : KRW >

객 실 타 입
Room Type

베드타입
Beds

전 망
View

정 상 가
Rack Rate

평일 토요일~일요일

NET 세금/봉사료 포함 NET 세금/봉사료 포함

Grand Deluxe Harbor View
그랜드 디럭스 미포 하버뷰

더블 or 트윈 미포 하버뷰 700,000 270,000 326,700 470,000 568,700 

Premier Twin Harbor View
프리미어 트윈 미포 하버뷰

트윈 (싱글 2) 미포 하버뷰 750,000 310,000 375,100 510,000 617,100 

Premier Family Twin
프리미어 패밀리 트윈

패밀리 트윈
(더블 1, 싱글 1)

달맞이뷰 800,000 340,000 411,400 540,000 653,400 

Premier Double Ocean View
프리미어 더블 오션뷰

더블 (킹 1) 해운대 오션뷰 800,000 340,000 411,400 540,000 653,400 

SIGNIEL Premier Harbor View
시그니엘 프리미어 더블/트윈

더블 or 트윈 미포 하버뷰 850,000 360,000 435,600 560,000 677,600 

SIGNIEL Premier Family Twin
시그니엘 프리미어 패밀리 트윈

패밀리 트윈
(더블 1, 싱글 1)

해운대 오션뷰 1,000,000 470,000 568,700 670,000 810,700 

Deluxe Suite Harbor View
디럭스 스위트 미포 하버뷰

더블 (킹 1) 미포 하버뷰 1,500,000 620,000 750,200 820,000 992,200 

Premier Suite Ocean View
프리미어 스위트 오션뷰

더블 (킹 1) 해운대 오션뷰 2,000,000 1,070,000 1,294,700 1,270,000 1,53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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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EL BUSAN

GRAND DELUXE DOUBLE / TWIN

PREMIER DOUBLE / TWIN

SIGNIEL PREMIER DOUBLE / TWIN

FACILITIES

ROOM & FACILITIES

Indoor Swimming Pool Infinity Pool 

Salon de SIGNIEL Kid’s Lou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