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를 담아 사람을 품은 휴양마을
한라산 중산간 자락에 자리한 ES 제주리조트는 ‘아련한 제주의 추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연과 삶의 풍취를 맛깔스럽게 담아내려 정성을 다했습니다.
제주의 옛 모습을 담은 밭담식 정원과 목장, 돌담길, 곶자왈 
그리고 때 묻지 않은 계곡을 품고 있습니다.

설립일: 2018년 4월 10일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501
부지면적: 29,900㎡
객실: 총 8동 153실
부대업장: 카페&레스토랑 , 라운지바, 편의점, 게임룸, 

키즈룸, 연회장, 세미나실, 미팅룸, 기프트샵
이용시설: 옥상 풀장, 돌담 산책길, 곶자왈 계곡, 

어린이 놀이터, 방목장 등



CLUB ES JEJU
클럽 ES 제주



가장 제주다운 멋
제주의 산과 바다를 한눈에 아우르는 조망과 
모던한 인테리어가 멋스러운 조화를 이루는 
마운틴 & 오션 뷰 객실입니다.

ROMANTIC ROOM
로맨틱 객실



ROMANTIC ROOM
로맨틱 객실



격조 있는 편안함
한라산과 제주 바다의 풍광을 한눈에 보이는 
거실과 침실, 편안한 분위기의 현실과 2개의 
개별 욕실을 갖춘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CLASSY ROOM
클래시 객실



CLASSY ROOM
클래시 객실



운영시간
조식(08:00~10:00) 상시운영
중식(12:00~14:00) 상시운영
석식(18:00~20:00) 금,토 운영(사전예약 시 다른요일 가능)
예약문의: 070-4549-3951, 내선 951

COCORI
코코리 한식 다이닝

LOCATION  Main building 1F
위치       본관동 1층



COCORI
코코리 뷔페

LOCATION  Main building 1F
위치       본관동 1층



COCORI
코코리 한식

LOCATION  Main building 1F
위치       본관동 1층



운영시간 
매일 08:00 ~ 21:00 상시운영/조식 08:00 ~11:00
예약문의 : 070-4549-3971, 내선번호 971

LOCATION  Main building 3F
위치       본관동 3층

PAPA’S BROT
파파스브로트



LOCATION  Main building 2F
위치       본관동 2층

SEMINAR HALL
세미나장 150석



SMALL CONFERENCE HALL
소회의장 30석

LOCATION  Main building 2F
위치       본관동 2층



‘O Sole Mio Cafe & Bar
오 솔레 미오 카페&바 

LOCATION  Front of Swimming pool
위치       수영장 앞

태평양 바다와 한라 큰 산을 담은 야외 풀장
운영시기
7월 중순 ~ 8월 말(개별공지) / 추후 온수풀 운영 예정

LOCATION  Main building 3F
위치       본관동 3층

SWIMMING POOL
야외 수영장



SWIMMING POOL
야외 수영장

LOCATION  Main building 3F
위치       본관동 3층



RANGELAND
방목장 

LOCATION  Front of building No.6~8
위치       6~8동 앞



LOCATION  Main building B1F
위치       본관동 B1층

KIDS CAFE
키즈카페



GAME ROOM
게임룸

LOCATION  Main building B1F
위치       본관동 B1층



LOCATION  Main building B1F
위치       본관동 B1층

CONVENIENCE STORE
편의점



STONE WALL TRAIL
돌담 산책길

LOCATION  Front of Main building
위치       본관동 앞



GOTJAWAL VALLEY
곶자왈 계곡

LOCATION  Between Maine~No.6 building
위치       본관동~6동 사이



도시는 비대해지고 문명은 발전했지만 사람은 점점 자연과 괴리되어 왔습니다.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콘크리트 대형 건물로 떠나 유흥을 즐기다 보니 휴가를 떠나서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도시인들에게 복잡한 현대사회를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하는 휴식을 선물하고 
유흥이 아닌 조용히 산책하고 사색하는 새로운 여가문화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담아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의 일부가 된 휴양촌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나무와 바람이 머무는 자연의 공간이자 매주 콘서트가 열리는 음악의 공간이며
책과 사색이 머무르는 문화의 공간입니다.
아울러 과거를 그리워하고 일탈을 꿈꾸는 여럿이 두루 어울려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멤버십 클럽입니다.

앞으로도 CLUB ES만의 멋과 맛을 담아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자연을 테마로 다채로운 문화예술 이벤트가 끊이지 않는 편안한 휴양촌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