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을 초월한 휴식

품격이 다른 휴양

진정한 힐링의 시작

사계를 즐기는 테마파크

대자연을 품은 풍경

TIMELESS RELAXATION

THE ELEGANT REST

TRUE HEALING

FOUR SEASONS THEME PARK

SCENERY WITH NATURE

WO N D E R F U L  L I F E  I N  B E A U T I F U L  R E S O R T

삶 을  바 꾸 는  건 강 한  휴 식



진정한 휴식에 대한 오랜 고민 끝에 탄생한 포레스트 리솜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휴식과 건강,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명품 친환경 힐링리조트입니다.

힐링스파센터, 야외공연장, 자생하는 100여 종의 수목 등을 통해 원시 자연의 생명력 위에서 이루어지는

태초의 휴식과 문화, 예술의 향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FOREST RESOM

태초의 자연에서 얻은 진정한 쉼, 친환경 힐링리조트
객        실  Guest Rooms

연        회  Function Rooms

부 대 시 설  Facilities

해 브 나 인  Healing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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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창의적인, 보다 생산적인 기업행사를 약속합니다.
포레스트 리솜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힐링프로그램도 제안합니다.

때로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능률적인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물망초홀

모란홀

금낭화홀

채송화홀

워크숍·세미나의 변화, 힐링코드

단체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숲해설, 
걷기 명상, 팀빌딩,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공연이 함께 

하는 뮤직힐링 프로그램, 명상과 미술치유는 물론 스파를 
활용한 수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산의 기운과 맑은 공기 속에서 
동료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리조트의 백미 힐링프로그램

인위적인 조경이 아닌 천연 원시자연 속에서 누리는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힐링메이트와 함께 걸으며 자연과 

더불어 명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품에 조용히 안겨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돌, 나무, 황토로 이루어진 실내 디자인은 바깥 풍광과 어우러져 편안함과 아늑함을 선사합니다.
아무런 꾸밈도, 아무런 걱정도 없이 자연인이 되어 보는 시간입니다.

S25 (79.51㎡ / 24py)

G40 (121.73㎡ / 36py)

S30 (94.44㎡ / 28py)

G50 (180.55㎡ / 54py)

기자재

빔프로젝트 4800ANSI

이동식 스크린

오디오 믹서

유무선 마이크

유무선 인터넷 등

객실 타입

객실 현황 연회시설 현황

GUEST ROOMS   대자연에 둘러싸인, 프라이빗 산장빌라 FUNCTION ROOMS   힐링프로그램이 함께하는 세미나객 실 연 회

빌
라
동

객실명 전용면적(㎡) 객실타입 객실수 정원 침실타입

S25 79.51(24py)

클린형

46 5 침실 겸 거실+온돌

S30 94.44(28py) 90 5 거실+침실+온돌

G40 121.73(36py) 34 5 거실+침실+온돌

G50 180.55(54py) 25 6 복층형

구분 명칭 위치 치수(가로X세로X높이/m) 면적(㎡)
수용인원

Round School Theater

대/중연회장

물망초홀 스파센터 3F 22 X 14 X 3~3.5 330 130 135 150

채송화홀 스파센터 4F 18 X 14 X 3~3.5 270 110 106 120

금낭화홀 스파센터 3F 10 X 17 X 2.8 200 80 100 120

목련화홀 스파센터 3F 12 X 13 X 2.8 175 50~60 60 70

모란홀 스파센터 3F 14 X 7 X 3~3.5 115 30 45 60

소연회장
참나리홀 스파센터 2F 7 X 6 X 2.8 24 - 15 20

황매화홀 스파센터 2F 3 X 6 X 2.8 10 - 10 12

극장식연회장 라온홀 박달문화원 1F 6 X 8 X 3~3.5 35 -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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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브나인 힐링스파는 9가지 힐링을 주제로 약 3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파 브랜드입니다.
원시 자연의 멋진 풍경 속에서 자연요법, 대체요법, 한방요법, 테라피 등을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쿠아플레이존 해브나인 힐링스파

바데풀

에코힐링

아쿠아힐링

한방힐링

아로마힐링

마인드힐링

무브먼트힐링

푸드힐링

아트힐링

키즈힐링

해브나인의 9가지 힐링테마

인피니티 스파

최고의 리조트는 자연입니다.
경이로운 자연의 품속에서 제철 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으로 몸을 채우고 풍요로운 문화의 향기로 마음을 채웁니다.

엘라운지

별똥카페 별똥밭

조식뷔페

달빛BBQ

별똥카페 야경

·제철 음식재료,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는 건강한 식단 
·조식힐링뷔페, 바비큐 뷔페, 사상체질메뉴 등
   차별화된 먹거리
·봄~가을 전용 야외공연장에서 별빛과 함께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이벤트
·문화전문가와 함께하는 힐링토크콘서트

FACILITIES   대자연과 함께 풍요롭게 즐기는 레스토랑 HEALING SPA   숲에서 물에서 누리는 럭셔리 힐링스파부 대 시 설 해 브 나 인

주요프로그램

숲체험, 야외명상, 트래킹, 사상체질스파, 
인피니티풀&밸리스파존, 물에너지 스파, 바데풀, 

아쿠아플레이, 요가, 명상, 체질식단, 아로마 뷰티스파 

부대시설 현황 해브나인스파 현황

항목 위치 정원

해   밀 - 한식레스토랑 힐링스파센터 3F 156

노래방 힐링스파센터 3F -

탁구장 힐링스파센터 3F -

편의점 힐링스파센터 3F -

갤러리 힐링스파센터 3F -

엘라운지 - 양식레스토랑 힐링스파센터 2F 314

조식뷔페 힐링스파센터 2F 314

달빛BBQ 힐링스파센터 4F 야외 달빛광장 208

카페리솜 힐링스파센터 2F 로비 -

별똥카페 마루길 입구 -

별채 카트광장 앞 14동 가는 길목 -

항목 구분 위치 면적 (㎡)

해브나인 스파

실내스파

힐링스파존 해브나인 스파센터 B2 -

아쿠아키즈존 해브나인 스파센터 B2 -

사우나 / 찜질방 해브나인 스파센터 1F -

야외스파
인피니티스파존 해브나인 스파센터 야외 -

밸리스파존 해브나인 스파센터 야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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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에 위치한 스플라스 리솜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1시간 30분이면 닿을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리조트에서 30분 거리 안에 예산의 주요 역사 관광지와 자연 경관, 예산사과 관련 체험공간이 있어 보다 다양한 경험이 가능합니다.

25,000㎡ 규모의 온천 테마파크와 대규모 연회장, 조각공원과 산책로 등으로 구성된 사계절 온천 휴양 리조트입니다.

사계절 즐거움이 넘쳐나는 온천테마파크
객        실  Guest Rooms

연        회  Function Rooms

부 대 시 설  Facilities

워 터 파 크  Water Park

10

11

12

13

S P L A S  R E S O M



S20 (33.89㎡ / 18py) S25 (42.47㎡ / 23py) S30 (43.13㎡ / 27py) G40 (65.00㎡ / 36py)

플렉스타워

S20 (33.89㎡ / 18py) S25 (42.47㎡ / 23py) S30 (43.13㎡ / 27py) G40 (65.00㎡ / 36py)

중부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연회장은 넓은 공간에 최신 기자재와 첨단 음향·영상 장비·조명 시설까지 완벽히 갖추어 행사를
더욱 가치 있고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가족행사와 지인들과의 모임에도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영상관련  DVD combo 1EA, 
LCD projectoer 5000ANSI, 
Screen180' LED(FULL HD)

음향관련  CD player 1EA, 무선마
이크 2EA, 유선 마이크 15EA, 메인
스피커 LR, 사이드스피커 4EA, 우퍼 
2EA, 메인스피커 LR

조명관련  CD player 1EA, 무선마
이크 2EA, 유선마이크 15EA, 메인
스피커 LR, 사이드스피커 4EA, 우퍼 
2EA
※전 연회장 빔 프로젝터 완비 및 유·무선 인터넷 가능

S·T : 스테이타워 / P·T : 플렉스타워

스테이타워 L층(Lobby) 위치도 스테이타워 B1층 위치도

스플라스 리솜의 객실은 평형별로 다양한 컨셉으로 구성되어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스테이타워는 동일 평형 객실도 클린형·테마형·콘도형 등으로 인테리어에 차별화를 두어 색다른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GUEST ROOMS  덕산온천의 명소, 다양한 컨셉의 객실 FUNCTION ROOMS   중부권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대연회장객 실 연 회

객실 현황 연회시설 현황

스테이타워

플
렉
스
타
워

객실명 전용면적(㎡) 객실타입 객실수 정원 침실타입

S20 33.89(18py)

콘도형

6 4 더블베드형

S25 42.47(23py) 28 5
거실 겸 침실

(더블1+싱글1)+온돌

S30 43.13(27py) 72 5

A타입 거실 겸 침실
(더블/키즈룸)+온돌  

B타입 침실(더블1)+온돌 
C타입 거실 겸 침실(더블1)+온돌

G40 65.00(36py) 14 5 싱글베드 4개

구분 위치 치수(가로X세로X높이/m)
면적 수용인원 무대

(㎡) 평 Class Theater U shape □shape Banquet 폭X길이(m) 높이(m)

주 니 퍼 홀 S·T 로비 36.3 X 23.6 X 6.0 857 259.70 720 1,000 - - 660 12.7x7.3 5.1

루 비 노 홀 P·T 22 X 17.7 X 5.5 389 117.90 330 450 - - 250 11.7x5.0 5.0

로즈마리홀 S·T 22.5 X 12 X 3.0 270 81.80 180 250 60 50 150 6.4x2.8 -

제 라 늄 홀 S·T 21 X 11.2 X 3.0 235 71.20 150 180 60 50 150 5.6x3.2 -

메리골드홀 S·T 18 X 11 X 3.0 198 60.00 110 130 50 40 90 6.8x1.6 -

아이리스홀 S·T 15.3 X 4.8 X 3.0 192 58.00 90 120 48 36 60 4.8x1.6 -

세 이 지 홀 S·T 15 X 6.7 X 3.0 100.5 30.50 60 80 47 39 - 3.0x1.6 -

버 베 나 홀 S·T 15 X 6.2 X 3.0 93 28.20 50 70 36 30 - - -

자 스 민 홀 S·T 15 X 6.4 X 3.0 96 29.10 50 70 36 30 - - -

라 벤 더 홀 S·T 8.3 X 12.2 X 3.0 101 30.60 50 70 36 27 -

아 이 비 홀 S·T 8.3 X 8.8 X 3.0 73 22.12 36 50 30 20 -

스
테
이
타
워

객실명 전용면적(㎡) 객실타입 객실수
정
원

침실타입

S20 33.89(18py)

콘도형 20 4 트윈베드형 / 더블베드형

클린형 8 2 더블베드형

테마형 8 2 원형베드형

S25 42.47(23py)

콘도형 41 5 온돌형 / <침실(더블1)+온돌>형

클린형 22 2 더블베드형

테마형 23 2 더블베드형

S30 43.13(27py)
콘도형 85 5 <더블베드+온돌>형 / <트윈베드+온돌>형

클린형 56 4 <거실 겸 침실(더블)+온돌>형 / 더블베드형

S40 65.00(36py) 콘도형 4 5 더블베드형

루비노홀로즈마리홀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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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라스워터파크는 세계 각국의 스파를 컨셉으로 하며
2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스파와 남녀노소 즐기는 물놀이 시설을 자랑합니다.

짜릿한 즐거움과 편안한 여유로움이 공존하는 휴식처입니다.

25,000㎡ 규모에 다양한 스파 시설을 갖춘 온천 휴양지입니다.
49℃ 게르마늄 온천수가 공급되고 바데풀, 유수풀은 물론 1.8m 높이의 짜릿한 급류파도풀과

다양한 워터슬라이드, 테마 별로 구분된 이벤트탕과 찜질방까지 갖춘 웰빙 공간입니다.

실내스파바데풀

워터파크전경야외 테마스파

일상에 지친 심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전문 테라피스트의 세심한 손길과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편안한 휴식과 새로운 에너지를 전합니다.

일상에 지친 몸의 휴식, 바이탈테라피센터

49℃ 온천수로 사계절 즐거운 워터테마파크

바이탈테라피 급류파도풀

토렌트리버

대식당 <다빈>에서는 한식, 양식을 비롯한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습니다.
특급호텔 경력의 총괄세프가 선보이는 정갈한 요리와 정성이 담긴 서비스는 미식여행의 즐거움을 더해 줍니다.
2개의 VIP room을 보유하여 프라이빗한 모임도 가능합니다.

스피드 슬라이드

실내 키디풀

야외 키즈풀레스토랑 다빈

VIP룸 포티나인

FACILITIES   다양한 먹거리와 미각을 만족시키는 레스토랑 WATER PARK   남녀노소 사계절 즐거운 스플라스부 대 시 설 워 터 파 크

워터파크 현황부대시설 현황

구분 업장위치 면적 (㎡) 수용인원 (명)

레스토랑 다빈 한식, 양식, 뷔페 스테이타워 L 800 400

포티나인 BBQ 뷔페 플렉스타워 1F 520 250

카페리솜 커피, 음료, 베이커리 스테이타워 L 110 50

써퍼버거 / 농심가락 패스트푸드 / 분식 스테이타워 L - -

문어치킨 치킨, 맥주 스테이타워 P - -

고덕갈비 한우, 돼지갈비 플렉스타워 외부 - -

CU 편의점 스테이타워 L - -

콘서트 / 스윙 노래방 / 노래주점 스테이타워 L - -

구분 위치

온천테마파크(25,000㎡)

실내스파•바데풀

플렉스타워

야외스파•워터파크

바이탈테라피 센터(남성, 여성, 커플이용) 플렉스타워 B1

예당 기념품샵 플렉스타워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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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트 투 어  Yacht Tour

비바제트보트  VIVA Jet Boat

엘마리노뷔페  el Marino Buffet

마린스테이지  Marine Stage

16

17

18

19

한곳에서 보고, 먹고, 즐기는 원스톱 해양 종합 관광지 퍼시픽랜드.

제주도를 대표하는 필수 관광코스로 수십 년째 자리매김하고 퍼시픽랜드는 기업행사 등에 최적인 관광지입니다.

국내 최초의 럭셔리 요트투어와 스릴 넘치는 제트보트를 즐기실 수 있으며,

마리나 항구 내 최고의 바다전망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뷔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동심을 자극하는 돌고래와 바다사자, 원숭이가 함께하는 즐거운 공연까지,

제주 최고의 놀이공원인 퍼시픽랜드로 초대합니다.

PA C I F I C  L A N D

새로운 휴양문화로의 초대



요트웨딩 요트일몰

야생돌고래 주상절리대

제주도 유일무이한 잠수제트보트를 퍼시픽랜드에서 만나보세요.
더위를 한방에 날려버릴 완전시원 물벼락과 함께 트위스트 고속 주행, 360도 회전으로 스릴을 더합니다.

비바잠수제트

디제잉파티, 세미나, 프로포즈, 웨딩 등 각종 행사를 요트를 타고 즐기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동승 요리사와 전문 매니저가 서빙하는 품격있는 선상파티를 즐겨보십시오.

특별함이 더해지는 바다위 럭셔리 선상파티

YACHT TOUR   고품격의 여유로움을 즐기는 시간 JET BOAT   바람을 가르며 만끽하는 수상레포츠해 양 레 저 해 양 레 저

눈부신 청정 중문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새하얀 물살을 가르며 달리는 박진감 넘치는 해양 레포츠입니다.
바다 수면 위를 스치듯 달리고, 짜릿한 쾌감과 재미를 선사합니다.

제주도의 명소 주상절리, 범섬 형제섬 가파도 마라도를 운항하는 초호화 요트투어를 즐겨보세요.
야생돌고래와 함께하는 특별한 행운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바다 위를 여유롭게 운항하는 요트 위에서 와인을 곁들이 며,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는 
퍼블릭 투어와 선상파티, 만찬 등 원하는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럭셔리 프라이빗 투어까지 여러분을 환상의 요트투어  샹그릴라로 안내합니다.

짜릿한 익스트림 해양레포츠바다위의 별장 초호화 요트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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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클리프는 피자, 파스타, 수제버거, 브런치 등을 판매하는 
다이너와 라운지, 비치펍, 프라이빗 클럽을 포함한 복합 오뮤즈먼트 공간으로
중문 해변과 썬셋을 감상할 수 있는 환상적인 뷰를 가진 제주 최고의 잇 플레이스

요트마리나 항구의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카페 풍경은 
지친 발걸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감성이 살아있는 다양한 핸드메이드 작품과 공예품, 
편집샵 그리고 리빙, 패션잡화에 이르기까지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하는 장소로, 
지역의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주다움이 을 소개하는 플리마켓

더클리프

돌코롬살레 카페

퍼시픽마리나 플리마켓

새로운 스토리·무대·의상·조명으로 다시 단장한 마린스테이지가 여러분을 모험 속으로 초대합니다.
원숭이의 다채로운 장기를 선보이는 원숭이 마을·후쿠선장과 그의 부하 바다사자들이 펼치는 코믹한 스토리

돌고래의 아름다운 유영으로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통유리 너머 끝없이 펼쳐진 바다. 마라도와 가파도까지 보이는 광활한 전망과 해넘이의 장관을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 엘마리노.
편안함에 품격을 더한 독립적인 다이닝 공간과 200여 석의 쾌적하고 넓은 실내는 어떤 모임에도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특급호텔 경력의 쉐프가 선보이는 엄선된 한·중·일·양식 요리와 라이브로 제공하는 각종 요리와 화려한 디저트를 제공합니다.

EL MARINO   호텔쉐프가 선사하는 프리미엄 다이닝 MARINE STAGE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공연문화레 스 토 랑

스토리가 있는 돌고래·바다사자·원숭이와 함께 떠나는
모험이야기를 한 번에 모두 만나보세요.

한 번 입장으로 세가지 공연을 동시에 즐겨요!

눈과 귀가 즐거운 모험 이야기가 펼쳐진다.삼면이 바다 전망, 프리미엄 핫플레이스

공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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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퍼시픽랜드

주상절리대 천제연폭포 박물관은 살아있다 테디베어뮤지엄

충청남도 | 아일랜드 리솜

안면휴양림 간월암 ATV체험 갯벌체험

충청남도 | 스플라스 리솜

수덕사 가야산 추사고택 예당저수지

충청북도 | 포레스트 리솜

배론성지청풍호 송계계곡 월악산

스카이밸리 CC

서   서   울 CC 

덕        평 CC 

와 이 켈 레 CC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운촌길 254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324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장자터로 115

|  94-200 Paioa PI, Waipahu, HI 96797

아일랜드 리솜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204

스플라스 리솜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3로 45-7

포레스트 리솜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365

퍼 시 픽 랜 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아일랜드 리솜
리뉴얼 중(2020.6 오픈) 

리조트

리조트(예정지)

골프장(계열사)

스플라스 리솜

퍼시픽랜드

포레스트 리솜

덕평CC

하와이

와이켈레CC

화진포

서서울CC

스카이밸리CC

LOCATION TRAVEL GUIDE지 점 안 내 주 변 관 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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