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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요트라이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요트경기장 8L - 4

최고의 순간을 위한 최선의 선택!

요트온

부산     해운대
부산요트라이프



영국정통 럭셔리 파워요트 브랜드 FAIRLINE(페어라인)은  최신기술력과 스타일리쉬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전세계 요트시장서 최고의 파워요트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중 페어라인의 최고급 플래그쉽 라인인 Squadron시리즈 이다.

“  파워풀한 드라이빙에 쾌적한 스포츠 크루징까지 만끽하다. ”

Squadron 54
Fairline Classic Power Yacht 

부산요트라이프 보유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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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내부구조 설계로 동급 파워요트 대비 

최대실내공간을 제공해줌으로써 공간활용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킨다.

격조 높은 인테리어도 큰 매력이다. 

페어라인 요트는 내부인테리어 작업시, 

사내의 장인들이 천연목재를 토대로 

100% 수공예작업을 통해 경쟁브랜드의 100% 수공예작업을 통해 경쟁브랜드의 

파워요트와 현저히 차이나는 월등한 디테일의 

내부 인테리어 마감을 보여줌으로써 

오너의 만족감이 매우 높다. 

혁신적 레이아웃은 자연채광이 충분히 

선실내부를 밝혀주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부산요트라이프 보유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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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요트 :    Fairline Squadron 54 외 다수

운항시간 :     09:00~22:00 (수시운항) (고객센터 문의)

휴        무 :     연중무휴 ( 단, 기상악화, 장마 침수시 폐점 )

탐승지점 :    부산요트경기장

주        차 :     부산요트경기장 주차장 ( 주차시설 무료이용 )

*  운항시간 :   09:00 ~ 22:00

*  운항구간 :   요트경기장 – 마린시티 – 동백섬 – 오륙도(회항) – 이기대자연공원 - 광안대교

1                                                     2                                                     3                                                       4                                                    5출발

수상레져 서비스 제공

제트스키                                      립(고무)보트

땅콩보트                                         바다낚시

요트경기장

마린시티

동백섬

오륙도(회항)

이기대
자연공원

광안대교

출발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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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 Sailing Course

요트운항코스
요트 운항코스



Fairline Squadron 54, Lagoon 420 프리미엄, 오션킹 등

파워요트에서 세일요트까지 다양한 요트보유

부산요트라이프

부산요트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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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요트라이프



철저히 고객의 요구를 파악, 고객마다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코스와 이벤트가 특징이다.

요트뿐만 아니라 광안대교에 정박해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가 높다. 이러한 부산요트라이프의 

기업이념은 다양한 요트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Fairline Squadron 54, Lagoon 420 프리미엄, 

오션킹 등 파워요트에서 세일요트까지 고객에 요구에 오션킹 등 파워요트에서 세일요트까지 고객에 요구에 

항상 준비되어있다는 인상이 강렬하다. 

부산요트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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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베이101, 부산시 해운대구 동백로 52(우동)

최고의 순간을 위한 최선의 선택!

요트온

부산     해운대구
더베이101



Matrix Yachts 는 아름답고, 럭셔리한 메가 요트로 세계에서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요트입니다. 각종 보트쇼

와 국제 세일링 파트 부문에서 올해의 상을 많이 수상했으며 Mirage 760 sailing catamaran 은 120명 정도

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빠른 스피드, 안정된 요팅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 되어진 것이 특징입니

다. 프로모션 및 단체행사, 회사 워크샵 등의 큰 행사에 최고의 만족을 드릴 요트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요트로 파티, 회의, 촬영 등 다용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대 승선인원 70명으로 넓은 공간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Matrix 760 (매트릭스 760)
( 최대 승선인원 7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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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760는 DJ  BOX,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있어 넓은 스테이지에서 단체행사, 회사 워크샵,

 파티 등의 큰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뷔페식, 코스식의 다양한 케이터링 서비스로 

럭셔리 요트에서 천천히 마시고, 드시면서 노래

와 춤, 다양한 이벤트 등을 즐기세요~

제원

길이 × 폭   :   23m  ×  12m

최대승선인원   :   70명

속도   :   15Knot

부대시설

DJ  BOX, 노래방 시설, 스테이지, 갤러리, 미니바, 바비큐

더베이101 보유요트 - Matrix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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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ring Service

맞춤식 케이터링 서비스

뷔페식 케이터링

코스식 케이터링

더베이101 보유요트 - Matrix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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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 Yachts 는 세계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

이게 요팅을 즐길 수 있는 럭셔리 요트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요트계를 이끌어가는 선도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연회 및 각종 행사, 가족나들이에 꼭 필요한 

시설 및 넓은 실내를 자랑하며 고객님들의 최대

의 만족을 선사하는 의 만족을 선사하는 world-class요트입니다. 

최상의 품격을 가진 파워요트입니다.

바다위의 호텔로 불릴 만큼 럭셔리한 내부와 외부를 자랑합니다.

( 최대 승선인원 28명 )

Dyna 70

더베이101 보유요트 - Dyna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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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길이 × 폭   :   21m  ×  5.4m

최대승선인원   :   26명

속도   :   32Knot

부대시설

침실 4개, 화장실, 홈시어터, 노래방 시설, 

월풀 욕조, 스카이라운지, 스위밍 플랫폼월풀 욕조, 스카이라운지, 스위밍 플랫폼

더베이101 보유요트 - Dyna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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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pard Catamaran은 세계에서 올해의 

보트상에 여러번 수상할만큼 우수한 세일 

요트입니다. 여태까지의 Catamaran요트

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대적인 특징을 갖춘 

혁신적인 실외관을 자랑하며 회사연회 및 

각종 행사 가족 나들이에 어울리는 최적의 

요트입니다.요트입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요트브랜드이며,

연인과 함께 특별한 이벤트, 파티를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Leopard 44
(최대 승선인원 28명)

더베이101 보유요트 - Leopard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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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길이 × 폭   :   13m  ×  7.3m

최대승선인원   :   30명

속도   :   12Knot

부대시설

침실 3개, 화장실 3개, 노래방 시설

더베이101 보유요트 - Leopard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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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요트 :    Matrix 760, Dyna 70, Leopard 44

운항시간 :     10:30, 13:30, 15:30, 17:30 (성수기 주말운항) (고객센터 문의)

탐승지점 :    마리나

*  운항구간 :   

     마리나   >   누리마루   >   동백섬   >   해운대   >   오륙도   >   이기대산책로   >   광안대교   >   광안리   >   마린시티

Yacht Sailing Course

요트운항코스
요트 운항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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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y 101 은 우수한 시설과 장비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퍼블릭 마리나 시설인 Club101과 

세련된 디자인, 화려한 야간조명을 자랑하는 클럽하우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신식의 마리나 시설과 편안한 휴식공간, 다양한 외식공간, 그리고 감각적인 문화공간으로 어우러진 

The Bay 101은 세계적인 휴양지 해운대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The Bay 101은 해운대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레저시설입니다.

더베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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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급 원두와 최적의 배전을 통해 깊고 풍부한 맛의 커피, 

싸이드만의 디자인 특허를 보유한 뻥튀기 기계를 이용해 

국내산 백미와 현미로 만들어 낸 뻥튀기와, 첨가물 없이 

순수한 우유로 만든 밀크아이스크림은 이미 싸이드 대표

하는 인기메뉴입니다. 뻥튀기와 함께 잊을 수 없는 하모니를 

즐겨보세요.

50년 전통의 등심전문 식당

해외 스타 쉐프들의 스테이크도 흔히 팬 프라이로 요리되

는 것처럼 엄선한 등심을 무쇠팬을 사용하여 풍부한 육즙

의 등심을 맛볼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등심 전문 식당

입니다.

Gallery 101은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트렌디한 제품들을 부산에서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복합전시문화공간입니다.

Gallery 101에서는 단순 쇼핑에서 벗어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시즌별 Gallery 101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The bay 101

복합문화공간
더베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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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동백섬에서 즐기는 여유로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새로운 개념의 레스토랑이 

탄생했습니다.

더베이101의 인기메뉴인 싱싱한 선어를 사

용한 피쉬앤칩스를 이제 자유롭고 고급스러

운 분위기의 펍 레스토랑에서도 만나보세요.

감각적인 공간에서 특제소스가 어우러진 감각적인 공간에서 특제소스가 어우러진 

바비큐를 얼음같이 차가운 생맥주와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더베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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