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학교 조기취업형계약학과

크라운 하버 호텔 부산
기업 비전
부산 원도심 최대 규모 프리미엄 호텔 크라운 하버 호텔 부산은
북항 재개발,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다시금 각광받고 있는 부산 중구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4층, 지상 27층, 500개의 객실로
구성되어있으며, 크라운을 형상화한 아치형 디자인과 최고급 자연석
으로 꾸며진 현대식 건물입니다.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에서 출자한 호텔로
설립자의 뜻에 따라 수익금 전액은 장학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단순 호텔 사업을 넘어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
리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업 정보
크라운 하버 호텔 부산

기업명

설립일자

2014년 12월 20일

www.crownharborhotel.com

대표이사

양영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14

업

호텔업

종

051-678-1000

채용 정보
모집학과

스마트호스피탈리티학과

모집인원 2023학년도 모집 예정
연

봉 협상 후 결정

모집분야

호텔업무 전반 (객실, 식음, 조리)

우대사항

외국어 우수자, 관련 자격증

복리후생

4대 보험 / 식사 제공 / 경조사비 지원 / 체력단련실 / 휴게실

▶기타사항 취업 및 복리후생 문의 :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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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정보
호 텔 명

크라운 하버 호텔 부산

오

픈

2014년 12월

성

급

4성급 (일반숙박업)

객 실 수

500실

층 소 개

- 1층: 로비, 프런트데스크
비즈니스코너, 카페, 편의점
- 2층: 레스토랑, 마사지샵, 바
치킨 매장
- 3층: 미팅룸, 피트니스센터
- 4~27층: 객실

부대시설

미팅룸, 피트니스센터
비즈니스코너
식음료(카페, 레스토랑, 바, 치킨 매장)
마사지샵, 비즈니스코너, 주차시설

객실타입

슈페리어, 디럭스,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패밀리, 주니어, 다이아몬드, 프레지덴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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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정보
호 텔 명

수상 이력

크라운 하버 호텔 부산
- 2017년 개관 이후 각종 국내외 OTA 어워드 상 수상
(Booking.com, Hotels.com, AGODA, Expedia etc)
- Hotels.com Loved by Guest Award Winner 2020 8.8 수상

크라운 하버 호텔 부산은 「집과 같은 편안함 Home away from
Home」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느낌의 골드와 브라운 컬러를 사
용하였으며, 실속형 여행객을 비롯하여 가족, 연인, 비즈니스 고객들
을 위한 다양한 객실 타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텔특징

더불어 부산역, 여객터미널, 김해공항과 인접하여 국내외에서의 접
근이 매우 용이하며, 다양한 주변 환경으로 관광, 쇼핑, 문화, 역사
등 부산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 광안리와 같은 동남권 관광단지는 '브릿지 오브 브릿지
Bridge of Bridge' 부산의 대표적인 다리를 통해 환상적인 오션 라인
을 보며 보다 더 가깝게 만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