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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리젠트마린

일상의 거친 파도를 헤쳐온 당신이 제주에서의 설레는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눈 앞의 펼쳐진 푸른 빛깔의 바다와 하늘 여행길에서 마주친 제주의 매력들이

당신의 마음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 채우는 순간 호텔 리젠트마린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호텔 리젠트마린의 섬세한 서비스와 아늑한 공간들이 환한 불빛이 되어 당신의

여행길을 비추면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제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치

제주시 탑동광장 앞, 푸른 빛깔의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곳에서

호텔 리젠트마린이 당신을 반기며 환한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호텔 주변에는 제주시 최대의 서부두 명품 횟집거리와 전통시장인 동문시장이

있으며 호텔 바로 앞에는 탑동광장과 해변산책로, 또한 그 외에도 차 없는 쇼핑 거리로

유명한 칠성통과 흑돼지거리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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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조식뷔페를 즐기는 순간, 그리고 밤이면 맥주 한 잔을 기울이는 모든 순간들은

호텔 리젠트마린의 레스토랑 라티프 Latif 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  1층 로비위치

 ●  바다전망 보유(레스토랑 내 2층 한정)

 ●  120석 보유

 ●  조 / 중식 뷔페, 석식 펍 운영

 ●  신선한 식자재를 사용한 30여가지 메뉴 구성

객실

호텔 리젠트마린은 휴식마저 즐거운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7개의 객실이 자랑하는 넉넉한 공간과 포근한 분위기, 안락한 침대,

그리고 눈을 떠 고개를 돌리면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제주의 푸른 빛깔 바다까지.

방문하시는 동안 제주 여행에 추억의 풍성함을 더할 매력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 327개의 객실

    ●  스탠다드, 슈페리어, 디럭스, 스위트의 4가지 객실타입 보유

       ▶ 스탠다드(시내전망)

          더블 / 트윈 / 패밀리더블 / 패밀리트윈 / 더블트윈

       ▶ 슈페리어(바다전망)

          더블 / 트윈 / 패밀리트윈

       ▶ 디럭스(바다전망)

          더블

       ▶ 스위트(바다전망)

          더블

    ●  평균 8평 이상의 넉넉한 객실

    ●  안락한 침대에서 보이는 제주바다 및 한라산 전망

    ●  무료인터넷(유, 무선) 제공

    ●  각종 편리를 위한 객실 내 어메니티 제공

    ●  카드키 인식 엘리베이터 운용으로 출입보안 유지

부대시설

■ 연회장

    블루홀

    ●  별관 1층에 위치

    ●  배치 별 최대 수용인원

      극장식 90석 / 강의식 60석 / 연회식 50석

      ‘ㄷ’ 회의 30석 /  ’ㅁ’ 회의 36석 /  ’ㅣ’ 회의 24석

    ●  빔프로젝터, 무선 와이파이, 마이크 및 음향설비 제공

■ 야외수영장

    ●  별관 옥상에 위치, 본관 3층에서 입장가능

    ●  총 2개풀 보유: 어덜트풀, 키즈풀

    ●  투숙객전용, 온수풀 호환

     * 하절기에만 운영되며 운영기간은 별도문의

■ 놀팡게임룸

    ●  로비층에 위치

    ●  운영시간: 07:00~24:00

    ●  철권, 숨은그림찾기 등 다양한 게임이용 가능

■ 아꼽지 베이커리샵

    ●  별관 1층에 위치

    ●  갓 구운 신선한 풍미의 식빵류

    ●  크림을 듬뿍넣은 크림소보로 및 수제쿠키

    ●  다양한 제과류 및 디저트 판매

■ 일리카페

    ●  로비층에 위치

    ●  이태리일리의 탁월한 블렌디드 커피

    ●  일리다크블랙, 일리콜롬비아, 일리디카페인 원두사용

    ●  시즌 별 다양한 음료 판매

■ 특산품홍보관(착한제주)

    ●  로비층에 위치

    ●  제주의 다양한 특산품 보유

    ●  운영시간: 09:00~21:00

■ 편의점

    ●  별관 1층에 위치

    ●  운영시간: 08:00~24:00 (연중무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