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지 1

NO. 호텔명
객실수
(등급)

객실유형
정상요금/원

(세금,vat포함)
할인객실가/ 원
(세금,vat포함)

조식/원
(세금,vat포함)

추가 제공 사항 객실 예약 문의 / 홈페이지 판촉 담당
CECO와의 거리

(승용차)
상세주소

디럭스 더블 387,200 145,200 

디럭스 트윈 387,200 155,000 

이그제큐티브 447,700 214,500 

R 스위트 726,000 363,000 

비즈니스 더블 169,400 80,000 

비즈니스 트윈 208,000 119,000 

슈페리어 더블 208,000 90,000 

주니어 스위트 338,800 200,000 

인터내셔널 스위트 580,800 260,000 

슈페리얼 더블_232실 198,000 90,000 

슈페리얼 트윈_31실 208,000 100,000 

더 그랜드젠틀 더블_15실 252,000 120,000 

더 그랜드젠틀 트윈_4실 262,000 130,000 

싱글 55,000 49,500 

더블 66,000 59,400 

트윈 77,000 69,300 

디럭스더블

레지던스타입 더블
88,000 79,200 

트리플

패밀리트윈

레지던스타입 디럭스더블

99,000 89,100 

더블 360,000 95,000 

퀸 400,000 105,000 

킹 440,000 130,000 

트윈 480,000 159,900 

더블 90,000 50,000 

트윈 110,000 65,000 

온돌 한실 110,000 65,000 

수페리얼 더블 110,000 80,000 

디럭스 더블 132,000 105,600 

디럭스 트윈 132,000 105,600 

슈페리어 패밀리 트윈 165,000 132,000 

디럭스 패밀리 트윈 198,000 158,400 

스탠다드 더블 165,000 75,000 

디럭스 더블 177,000 79,000 

디럭스 퀸 189,000 85,000 

프리미어 퀸 189,000 85,000 

디럭스 트윈 189,000 95,000 

주니어 스위트 209,000 110,000 

코너 스위트 329,000 198,000 

스탠다드 70,000 60,000 

디럭스 80,000 70,000 

스위트 90,000 80,000 

프리미엄 스위트 100,000 90,000 

스탠다드 바다 전망              150,000 85,000 

슈페리어 도시 전망              180,000 89,000 

슈페리어 코너 바다 전망              180,000 89,000 

슈페리어 바다 전망              220,000 89,000 

디럭스 더블 바다 전망              220,000 89,000 

디럭스 트윈 바다 전망              220,000 89,000 

주니어 스위트 도시 전망              250,000 120,000 

로열 스위트              450,000 180,000            

※ 2022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호텔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055-600-0700

https://www.ambatel.com/grand

mercure/changwon/ko/

main.do

rsvn@grandmercurechangwon.c

om

23,000원

(1층 블루핀)

도보1분

(3층 연결다리)

객실 수 및 예산에 따른 네고 가능/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객실사용시 조식 1인무료

박주향 총지배인

(010-4054-1045)

joohyang.park@toyoko-inn.com

5분

(성산구 중앙동)

무료제공

(1F 조식장)

무료조식, 생수

스킨케어세트(클렌징폼, 스킨, 로션, 크림)

샴푸, 린스, 바디워시 비치

055-282-1045

http://toyoko-inn.com

10분

(의창구 팔용동)

창원시외버스

터미널 근접 위치

임봉현 부장

(010-3552-6377)

ibh6377@naver.com

055-237-1001

http://crownhotel.kr

임하니 팀장

(010-9521-1215)

webmaster

@hotelavenue.co.kr

10분

(의창구 용호동)

베스트루이스

해밀턴호텔
10,000원

70실

(3성급)

크라운호텔

10분

(성산구 중앙동)

 055-288-1112

rmfkdvmfl4173@naver.com

객실료는 2인기준이며,

추가 1인당 10,000원 부가

055-263-7200

www.hotelavenue.co.kr

주차; 380여대 시설

객실 내 와이파이 및 랜선 이용

헬스 무료이용 / 사우나 50% 할인

※ 객실 요금은 이용 객실 수 또는

이용 시기에 따라 협의 가능함.

강리나 부지배인

(010-7119-2760)

inter@hi1001.co.kr

김지연 부총지배인

(010-8746-7177)

jiyoun.kim@grandcityhotel.co.kr

▶무료 와이파이 제공

▶무료 Gym.(헬스) 이용

▶무료 런드리 카페 이용(세탁/건조/PC)

▶무료 객실 내 칫솔, 치약 제공

▶주차: 객실 당 1대 무료(객실 상황에 따라 제공 불가)

※특가: 유료 미팅룸(Plan B: 최대 10명)

※특가: 유료 PDR 미팅룸(Grand Platform: 최대 30~50명)

055-285-3331

http://www.olympichotel.co.kr

1

그랜드시티호텔
357실

(비즈니스)

▶조식 10,000원

▶특전: Happy

Hour 맥주 무제한

이용(20:00~21:00)

※ 제시한 모든객실

타입은 객실가에

조식 1명 포함

▶객실 수, 이용시

기 및 예산에 따라

조정 가능

조용화 부사장

(010-5584-8677)

crownh2015@naver.com

주차 및 와이파이 무료 제공,

객실 수 및 투숙 일정에 따라 가격 협의 가능,

호텔인터내셔널

그랜드 머큐어
앰버서더 호텔

321실

(4성급)

김유근 지배인

(010-9618-0783)

sales2@grandmercurechangwon.c

om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1 올림픽상가

055-281-1001

www.hotelinternational.co.kr

10분

(의창구 상남동)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78

10분

(의창구 팔용동)

창원시외버스

터미널 근접 위치

3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93
4

토요코인호텔 창원

(3/25오픈)
339실

(3성급)

6

▶조식 : 1인당 10,000원(월요일 휴무)

▶무료 와이파이 제공

▶휘트니스 무료 이용

▶비즈니스룸 무료 이용

 055-288-1112

http://praha-hotel.co.k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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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262-9090

 rsvn@grandcityhotel.co.kr

www.grandcityhotel.co.kr

121실

(4성급)

15,000원

(1층 라운지)

올림픽관광호텔

CECO 주변 숙박안내 (호텔) _ 2022년

호텔 에비뉴
60실

(3성급)
7

13,500원

(2층 쿠버스

그릴)

10분

(성산구 중앙동)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169번길 5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10

무료제공

(5층 라운지)

055-261-2525

www.bestlouishamiltonchangwo

n.com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32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69

86실

(3성급)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63번길 22-11

54실

(미정)

무료제공

(1층 식당)

72실

(3성급)

인증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63번길 22-5

박지은 실장

(055-261-2525)

louishamilton7373@gmail.com

10분

(의창구 상남동)

스카이뷰 호텔10

성인13,000

소인 10,000

2F 레스토랑

뷔페X.

한상차림

11,000원8

9 프라하호텔

객실료는 2인(성인)기준이며,

동반입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까지(총3인)가능.

디럭스더블 or 트윈,

단체(10객실)이상이면 객실가

절충 조율가능성有

055-248-2700

https://www.skyviewhotel.kr/

조민수 지배인

(010-8686-8416)

lcthotelfront@naver.com

25분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안대로 317

94실

(3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