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려해상 국립공원 가장 중심에 그림처럼 자리 잡은 ES 통영리조트는
이탈리아 샤르데냐섬의 풍광을 모티브로 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환상적인 절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 곳에서 경험하는 파도소리와 풍경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인상적입니다.
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고 유명 해변과 트레킹 코스가 근접해 있어 
가족 및 연인 방문객 모두에게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CLUB ES TONGYEONG
클럽 ES 통영



ROOM
객실



ROOM
객실



ROOM
객실



LUNA PIENA
루나피에나

LOCATION  Main building 2F
위치       본관동 2층



LUNA PIENA
루나피에나

LOCATION  Main building 2F
위치       본관동 2층



KOREAN RESTAURANT
한식당 달아

LOCATION  Subsidiary building 1F
위치       부대업장동 1층



KOREAN RESTAURANT
한식당 달아

LOCATION  Subsidiary building 1F
위치       부대업장동 1층



‘O Sole Mio Cafe & Bar
오 솔레 미오 카페&바 

LOCATION  Front of Swimming pool
위치       수영장 앞



‘O Sole Mio
오 솔레 미오

LOCATION  Front of Swimming pool
위치       수영장 앞



SWIMMING POOL
야외 수영장



SWIMMING POOL
야외 수영장



SEMINAR HALL
세미나장 80석

LOCATION  Subsidiary building
위치       부대업장동



TABLE TENNIS
탁구장

SINGING ROOM
노래방



CONVENIONCE STORE
편의점

LOCATION  Subsidiary building
위치       부대업장동



WALKING TRAIL
산책로



OBSERVATORY
일출  일몰 전망대

LOCATION  Next to Swimming pool
위치       야외 수영장 옆



GRASS SQUARE
잔디광장

LOCATION  Front of Main building
위치       본관동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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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