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시안 제주가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위치한 ‘켄싱턴 제주 호텔’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었다. 켄신텅 제주 호텔은 이랜드그룹 계열로 국내

에 5개 특급호텔과 13개 리조트, 해외에 4개 호텔과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제휴를 계기로 그룹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엘리시안 제주

켄싱턴 제주 호텔 업무 제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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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가 만난 플러스 알파 서비스   

_

엘리시안 제주와 켄싱턴 제주 호텔은 업무 제휴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으

로 국내외 VIP고객을 타깃으로 골프와 웨딩 및 파티문화 등의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생성하면서, 궁극적으로 양 사의 질적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엘리시안 제주와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된 켄싱턴 제주 호텔은 서귀포시 중

문동에 위치, 호텔 최초로 ‘올인클루시브’형 호텔로 총 221개의 객실을 갖

춘 특1급 호텔이다. 올인클루시브란 ‘모든 것이 포함됐다’는 의미로 가령, 

미니바의 맥주나 음료 등 객실 내 비치된 스낵류를 별도의 요금 없이 이용

할 수 있다. 

이 호텔은 ‘럭셔리 갤러리’라는 콘셉트 아래 세계적으로 진귀한 미술품들로 

차별화 된 뮤지엄 스타일의 호텔이다. 로비에 들어서면 1600개의 도판으로 

구성된 가로 24m, 세로 11m 크기로 웅장한 초대형 도예작품이 시선을 압

도한다. 세계적인 중국 도예가 주락경 작가의 ‘만개한 생명’이라는 작품이

다. 이외에도 국내 최고 사진작가 배병우와 동양화가 이왈종 작가의 미디어 

아트와 함께 옥장인 장주원 작가의 작품 등이 전시돼 있다.

또 루프탑은 바다와 한라산의 경관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됐고, 

루프탑 야외 수영장 ‘스카이피니티’와 ‘이탈리안 퀴진&바’ 등의 시설을 갖

추었으며 이국적인 정취의 가든풀에는 실내ㆍ외 수영장, 가제보 등의 다양

한 시설을 선보인다.

특히 켄싱턴 제주 호텔은 중문단지에 위치한 호텔 중에서 가장 많은 7개

의 전문 식음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휴를 통해 엘리시안 제주 고객은 

켄싱턴 제주 호텔의 객실 및 식음료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켄싱턴 제

주 호텔 회원에게도 역시 엘리시안 제주의 그린피와 골프텔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최근 골프회원권이 투자 개념에서 벗어나 라이프스타일에서의 이용 

개념으로 바뀜에 따라 엘리시안 제주는 회원들에게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켄싱턴과의 제휴 

역시 그 일환이다. 

켄싱턴 제주 호텔

켄싱턴 제주 호텔 루프탑

엘리시안 회원에게 어떤 혜택이 제공되나?

 켄싱턴 제주 호텔 객실 및 레스토랑

   •객실 주중 50%(주말 40%)

       - 디럭스객실 요금 우대

       - 성수기와 여름성수기, 휴일 시즌 별도 적용

   •레스토랑, 라운지 바 등 식음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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