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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호텔경주

신라천년의 고도 보문관광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대 2,000명 수용이 가능한 컨벤션홀과 함께 17개의 다양한 중·소 연회장, 
304실의 객실, 예식홀, 약 600대 주차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고객을
비롯하여 국·내외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호텔입니다. 

신라천년의 신비로운 역사여행이 시작되는 곳 “경주”
고객이 꿈꾸시는 추억여행과 함께하는 “더케이호텔경주”



준특실  Sky Deluxe Twin

객 실   Guest Room
아름다운 전망, 쾌적함과 안락함으로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실 Ondol deluxe 양실 Deluxe twin온돌 트윈 Ondol Twin

객실타입 보유실수 객실위치 수용인원 형태 비고

한실

일반실
Ondol deluxe 98 3~4층 4인 이불4채 301호~349호, 401호~450호(444×)

Ondol double 5 8층 4인 더블베드 1, 이불 2채 819호~823호

가족실 Family ondol 12 8층 7인 이불 7채 801호~812호, 중간 미닫이 문

특실 Ondol double suite 4 8층 6인 더블베드 1, 이불 4채 813, 814, 824, 825호, 중간 미닫이 문

양실

일반실

Deluxe twin 77 6, 7층 2~3인 더블베드 1, 싱글베드 1 622호~649호, 701호~749호

Triple 21 6층 3인 싱글베드 3 601호~621호

Ondol Twin 49 5층 2~3인 더블베드 1, 싱글베드 1 501호~549호

준특실 Sky deluxe twin 32 9층 2~3인 더블베드 1, 싱글베드 1 901호~927호, 929호~933호

특실

Twin suite 3 8층 2~4인 퀸베드 1. 더블베드 1 815호~817호

Double suite 1 8층 1~2인 킹베드 1 818호

Sky double suite 1 9층 1~2인 킹베드 1 928호

Sky twin suite 1 9층 2~3인 더블베드1, 싱글베드 1 934호

합계 304실 최대                      1,100명



레스토랑   Restaurants

요리의 미학, 당신의 오감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매일 엄선된 신선한 식재료와 조리사들의 손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최고의 요리를 제공합니다.

에델바이스 (뷔페식당/생맥주광장) Buffet서라벌 대식당  Group Restaurant 아이리스 (커피숍/양식당) Coffee shop/Western Restaurant

구 분 위 치 면적(평) 수용인원(명) 영업시간 메 뉴
커피숍 아이리스 본관 1층 125 60 07:00~24:00 커피, 양식류, 제과류

한식당 무궁화 본관 1층 87 148 07:00~21:00 한식류

대식당 서라벌 본관 1층 311 700 07:00~21:00 단체 식사류

뷔페식당 에델바이스 본관 2층 125 170
17:30~21:00 (토요일)

상설뷔페
07:00~10:30 (일요일)

생맥주광장 에델바이스 본관 2층 125 170 19:00~24:00 생맥주 및 각종 음주류

야외비어가든 야외운동장 30 50 19:00~24:00 (토요일) 생맥주 및 각종 음주류

무궁화(한식당) Korean Restaurant



컨벤션홀   Convention  Hall 

보문관광단지 내 특급호텔 중 가장 큰 컨벤션홀과 다양한 크기의 중·소 연회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갖추어 모임이나 세미나를 더욱 더 품위있게 빛내 드립니다.

대연회장 중연회장 소연회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높이(m) 수용인원(명)
극장식 교실식 만찬식 스탠딩 리셉션

본관

거문고A,B,C 2F 1,607 6.4 2,000 1,200 1,000 1,200
거문고A 2F 445 6.4 400 200 160 200
거문고B 2F 634 6.4 750 400 320 400
거문고C 2F 528 6.4 600 300 260 300

가야금A,B,C,D 2F 122 2.8 90 54 50 60
향비파A 2F 63 2.7 50 24 - -
향비파B 2F 63 2.7 50 24 - -

해금 1F 175 3.4 150 70 60 80
대금A B1F 162 3.3 130 70 60 80
대금B B1F 142 3.3 100 60 50 70

신관

화랑BC 3F 496 3.7 500 240 220 260
화랑A,B,C 3F 248 3.7 200 100 80 120

원화A 3F 304 3.7 240 130 120 180
원화B 3F 122 3 90 54 50 60

컨벤션홀  Convention Hall



스파월드   Spa World

온천사우나 지하 630m에서 용출되는 100% 알카리성 천연온천수를 사용하며 숲으로 우거진 노천온천욕은 색다른 체험이 될 것입니다.

실내수영장 1.2m × 25m의 5개 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자연채광과 최상의 수질유지를 위한 
  오존살균 정화시스템 및 순환펌프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휘트니스 클럽 러닝머신, 렛풀다운 등 최첨단 장비 30여종이 구비되어 있으며 트레이너의 친절한 지도로 건강한 활력을 되찾아 드립니다.

구분 위치 면적(평) 수용인원(명) 영업시간
온천 사우나(여) 신관 1층 340 250 06:00 - 21:00

온천 사우나(남) 신관 2층 380 250 06:00 - 21:00

실·내외 수영장 신관 1층 230 200 06:00 - 20:30

헬스장 신관 2층 57 50 06:00 - 20:30

사우나 Sauna 실내수영장 Indoor swimming pool 휘트니스 클럽 Fitness club
신관 스파월드  New Building Spa world



웨딩홀  Wedding Hall
신부대기실 Bride Waiting Room 폐백실 Pyebaek Room 메이크업실 Makeup Room

웨 딩  Wedding  

우아하고 로맨틱한 분위기와  정성어린 서비스로 “누구나 꿈꾸는 특별한 결혼”을 실현시켜 드립니다.

예식홀 위치 면적(평) 수용인원(명) 타입
거문고 B 본관 2층 200 250 분리형 예식홀

거문고 C 본관 2층 160 200 분리형 예식홀



운동장  Play Ground

족구장  Foot Volleyball

레져 & 스포츠  Leisure & Sports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다양한 운동과 레크레이션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조깅으로 시작하여 산책으로 마무리하는 진정한 휴식이 
있는 공간입니다.

호텔 맵  Hotel  Map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시설로 고객님을 맞이하겠습니다.

9F

8F

7F

6F

5F

4F

3F

2F

1F

B1F

객실 (준특실)

객실 (특실)

객실 (양실)

객실 (양실)

객실 (양실)

객실 (한실)

객실 (한실)

거문고홀, 가야금홀, 향비파홀,  에델바이스

대식당, 한식당, 커피숍, 해금홀, 기념품점, 여행사, 전시장

대금홀, 웨딩샵, 폐백실, 주차장, 매점

화랑홀, 원화홀

온천사우나(남), 노천탕, 휘트니스센타, 이용실

온천사우나(여), 노천탕, 스낵프라자, 중식당

노래방

호텔본관 MAIN BUILDING

스파월드(신관) NEW BUILDING

신관연결통로 NEW BUILDING TRANSFER PORT

야외공연장 OPEN-AIR STAGE

야외운동장 LAWN STADIUM

실내·외
수영장



찾아오시는 길  Location Guide

서울

대전

대구

포항

울산

부산

광주

경주

2시간 30분

4시간 30분

30분

40분

1시간

1시간
3시간 50분

자가용 이용 시

서울 ▶ 더케이호텔경주 (소요시간 : 3시간 40분) 
서울 → 경부고속도로 → 청주IC → 당진영덕고속도로 → 낙동JCT → 상주영천고속도로 → 영천JCT → 
경부고속도로 → 경주IC → 서라벌대로 → 보문로 → 더케이호텔경주

부산 ▶ 더케이호텔경주 (소요시간 : 1시간) 
부산 → 경부고속도로 → 경주 IC → 서라벌대로 → 보문로 → 더케이호텔경주

대구 ▶ 더케이호텔경주 (소요시간 : 1시간) 
대구 → 경부고속도로 → 경주 IC → 서라벌대로 → 보문로 → 더케이호텔경주

대전 ▶ 더케이호텔경주 (소요시간 : 2시간 30분) 
대전 → 경부고속도로 → 대구 → 경주 IC → 서라벌대로 → 보문로 → 더케이호텔경주

광주 ▶ 더케이호텔경주 (소요시간 : 3시간 20분) 
광주 → 광주대구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지선 → 금호IC → 경부고속도로 → 경주IC → 서라벌대로 → 
보문로  → 더케이호텔경주

KTX 이용 시

서울                   신경주역                   호텔 (소요시간 : 2시간 43분) 

대전                   신경주역                   호텔 (소요시간 : 1시간 43분) 

대구                   신경주역                   호텔 (소요시간 : 52분) 

부산                   신경주역                   호텔 (소요시간 : 1시간 2분) 

광주                   오송역                   신경주역                   호텔 (소요시간 : 2시간 59분)

2시간 8분

1시간 8분

17분

27분

1시간

35분

35분

35분

35분

1시간 24분 35분

경주 관광지  Gyeongju Tourist Attraction  

신라 천년고도 경주의 아름다운 명소와 함께 추억을 만드세요.

 1  석굴암 소요시간 약 15㎞ (약 24분)

석굴암 석굴은 신라 불교예술의 전성기에 이룩된 최고 걸작으로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더욱 돋보인다. 석굴암은 1995년 12월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
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공동 등록되었다.

 4  첨성대 소요시간 약 9㎞ (약 19분)

첨성대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천문관측소이자 제일 오래된 것
으로 독특한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미적인 업적, 즉 창조적인 
재능의 걸작품으로 대표로한 것이다. 유네스코 문화재 관리로
부터 인정받아 선정된 우리나라의 국보 제 31호이다.

 2  안압지  소요시간 약 9㎞ (약 16분)

월성(月城)의 북동쪽에 인접하였다. 삼국사기 674년(문무왕 
14) 조를 보면 궁성 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기르고 
진금이 수를 양육하였다고 하였는데, 안압지는 바로 그때 판 
못이며 임해전에 딸린 것으로 추정된다. 1974년 이래의 준설
공사와 고고학적 조사에 의하여 주목할 만한 유구와 유물이 발
견되었다. 동서 200m, 남북 180m의 구형으로 조성되었는데, 
크고 작은 3개의 섬이 배치되었다.

 5  주상절리  소요시간 약 32㎞ (약 47분)
                               네비게이션에서 읍천항 검색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은 발달규모와 발달크기 및 형태의 다양
성에 있어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타 지역 주상절리 천연기념
물과는 뚜렷한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부채꼴 모
양의 특이 주상절리를 비롯한 수평 방향의 주상절리가 대규
모로 발달되어 있다. 화산암의 냉각과정 및 특성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연구 및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데에 부족
함이 없으며, 동해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학술자
료를 제공한다 .

 3  교촌마을 / 월정교  소요시간 약 10㎞ (약 19분)

중요민속자료 제27호인 경주최씨고택과 중요무형문화재 제 86-
다호인 경주교동법주가 자리잡고 있는 교촌마을은 12대 동안 만
석지기 재산을 지켰고 학문에도 힘써 9대에 걸쳐 진사를 배출한 
경주 최부자의 얼이 서린 곳이다. 특히 최부자집에서 가훈처럼 
내려온 원칙인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
입하지 말라, 최씨가문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3 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진정한 노
블레스 오블리주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6  양동마을  소요시간 약 23㎞ (약 36분)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수백년 된 기와집과 나지막한 돌담
길이 이어지며, 전통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마을 전
체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천군로

보문삼거리

한화콘도

현대호텔

힐튼호텔

경주월드

한국콘도

천
북

경주관광호텔
경주조선온천호텔

경주보문
관광단지

경주세계문화
엑스포공원

불국사, 감포방면

코모도호텔
보문교

신평교

신라교

보문호



층별 평면도 안내  Hotel  Floor  Plan

단체식당

예약사무실

커피숍

프론트

해금

한식당

본관 Main 1F

회의장 영문표기  ㅣ  거문고홀 GeoMunGo Hall   ㅣ  가야금홀 GaYaGum Hall   ㅣ  향비파홀 HyangBiPa Hall   ㅣ  해금홀 HaeGeum Hall

본관 Main 2F

거문고A 거문고B

에델바이스

거문고C

향비파A 향비파B

가야금C가
야금D

가야금A가야금B

회의장 영문표기  ㅣ  화랑홀 HwaRang Hall  ㅣ  원화홀 WonHwa Hall  ㅣ  대금홀 DaeGeum Hall 

본관 Main B1

대금B

대금A

폐백실

폐백실

폐백실

신관 New Building 3F

화랑C

화랑B

화랑A

원화A 원화B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