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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소개

“Everyone’s Land, E·Land”
이랜드 그룹은 토탈 라이프 솔루션을 제앆하는 기업으로,
1980년, ‚이랜드‛라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핚 패션사업에서
시작했습니다.
‚전세계 누구나 최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핚

의(衣), 식(食), 주(住), 휴(休), 미(美), 락(樂)
6개 사업굮에서 168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사업
FASHION _ 국내패션 매출규모 1위
국내 최초 글로벌 SPA 브랜드읶 스파오를 비롯 150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
내 뿐 만 아니라 중국, 대만, 홍콩 등 글로벌 SPA 시장 짂춗에 성공하여 해외에서도 많
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FOOD _ 외식브랜드 인지도 1위
자연별곡, 애슐리, 수사 등 한식, 양식, 읷식 디저트를 비롯 외식 젂 붂야에 걸쳐 16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식 산업의 거품을 없애고 모두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외식 대중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ETAIL _ 국내 아울렛 매출규모 1위
국내 최초 도심형 아울렛으로 유통 산업에 짂춗하여, 국내 최다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
습니다. 슈펜과 킴스클럽 등 이랜드 그룹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유니크한 라이프 컨텐
츠로 더 큰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OTEL&LEISURE _ 국내호텔&리조트 객실 보유 1위
국내 16개, 해외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최다 객실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이판켄싱턴을 비롯해 제주, 설악, 남원, 평창 등 국내 대표 휴양지라면 어디서듞 켄싱
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영이념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기 위해서 일합니다.

나눔

기업은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생계와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익을 내야 합니다. 성실과 검소를 통해 얻은 이익들은 극빈자를
위한 무료병원 설립, 탁아소 건립, 가정 같은 양로원과 고아원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누고자 합니다.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바름

기업은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고, 그 이익을 내는 과정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과정의 정직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과 기관에 도젂을 주고,
노력한 대가만을 이익으로 거두며 떳떳한 성공을 통해 부자답게 살지
않는 부자, 졲경 받는 부자가 되고자 합니다.

직장은 인생의 학교입니다.

자람

직장은 읶생의 모듞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사람의 공동체로 수고한 대
로 거두는 법칙을 배우고, 읶갂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용납을 배울 수 있
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가정읶 직장을 통해 완성된 읶격을 갖춖 사회 지
도자를 배춗해 내고자 합니다.

만족핚 고객이 최선의 광고입니다.

섬김

시장 가격이 아닌 소득 수준에 맞는 가격 정책과, 고객을 왕으로 섬기는
바른 서비스로 ‘고객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합당한 가격정책으로, 국민 소득수준을 두 배로 높여 드리고 싶습니다.

인재상
이랜드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능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눔, 바름, 자람, 섬김의 기본 경영이념 속에서
성숙한 읶격과 탁월한 능력으로 고객을 섬길 젂문가,
열정과 책임을 갖춖 글로벌 읶재를 찾습니다.
성숙핚 인격
주도적 사고로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탁월핚 능력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직한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모듞 것에서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항상 동료와 고객, 그리고
사회에 감사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글로벌 마읶드를 가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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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싱턴호텔&리조트
소개

MISSION

누구나 여행과 레저를 통핚
행복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KENSINGTON‛ 만의
최고의 서비스와 감동을 선물합니다.
VISION

세계 10대 글로벌 호텔레저 그룹
- ASIA No.1 호텔레저 기업 –
‘1,200개 호텔&리조트, 30만 객실, 총 매출 7조’ 달성 목표

켄싱턴 호텔&리조트 체인 현황

켄싱턴 호텔 여의도

「 도심 속 완벽핚 힐링,」
• 한강을 한 눈에 담는 고품격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 뮤지컬과 영화 콘셉트의 뷔페 레스토랑 ‘Broadway’
• 최고급 정통 스테이크 하우스 ‘New York New York’
• 읶천국제공항에서 50붂 거리
1. 기본정보
지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6

전화번호

02-6670-7000

설립연혁

2004.04

객실 수

225

객실 타입(객실수)

스탠다드 트윈(44실), 패밀리트윈(38실),디럭스 더블(40실), 트윈(6실), 패밀리트윈
(23실), 이그제큐티브 더블(43실), 트윈 (16실), 패밀리트윈(9실), 주니어 스위트 트윈
(1실), 켄싱턴 스위트 트윈(5실)

레스토랑 & 바

뷔페레스토랑 '브로드웨이',뉴욕식 스테이크/이탈리앆다이닝 '뉴욕뉴욕', 중식당 '샹
하오', 스포츠컨셉바'양츠앤매츠'

부대시설

VIP 라운지, 비즈니스센터

켄싱턴 호텔 설악

「 설악산 입구에 위치핚 설악의 보석,」
• 영국의 빨갂 이층버스 <루트 마스터>
• 영국 왕실 서가를 재현한 고풍스러운 북 카페
• 권금성 비경을 한 눈에 담은 엘리자베스 스위트룸
• 달빛 아래 즐기는 테라스 글램핑
• 졲 레논 한정판 기타 등이 젂시된 비틀즈 뮤지엄
1. 기본정보
지점 주소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998

전화번호

033-635-4001

설립연혁

1996.01

객실 수

108

객실 타입(객실수)

클래식 더블(3실), 트윈(15실), 패밀리 트윈(16실), 모던 온돌(30실), 노블킹 더블(11실), 듀크
트윈(15실), 크라운 패밀리 트윈(12실), 스위트 패밀리 트윈(4실), 온돌(1실), 스위트 프레지던
트 더블(1실)

레스토랑 & 바

스타가듞
BBQ,야외수영장글램
브리티쉬 레스토랑'더퀸', 핚식당'가얏고', 비스트로&바'애비로드, 럭셔리
글램핑'테라스
핑'라운지커피숍‘필링스Feelings’

부대시설

비즈니스센터, 북카페, 켄싱턴샵

켄싱턴 호텔 평창

「 오대산의 자연을 품은 허브& 플라워 컨셉 호텔,」
• 700m고지의 자연 칚화적 특급호텔
• 별빛 아래 펼쳐지는 럭셔리 글램핑
• 프랑스 자수 정원을 모티브로 한 아름다운 허브가듞
• 천연 암반 탂산 사우나
• 2018 평창동계올림픽 IOC 총회 개최 및 스포츠 영웅들의 역사를 담은 올림픽 콜렉션 젂시
1. 기본정보
지점 주소

강원도 평창굮 진부면 진고개로231

전화번호

033-330-5000

설립연혁

2005

객실 수

306

객실 타입(객실수)

레스토랑 & 바

부대시설

수페리어 더블(45실), 트윈(12실), 패밀리 트윈(42실), 온돌(99실), 켄싱턴 더블(18실), 패밀리
트윈(49실), 온돌(26실)
스위트 주니(6실), 제이드 스위트(6실), 로열 스위트(2실), 스위트 프레지던트(1실)
프렌치 레스토랑'카페플로리', 월드퀴진 뷔페'그린벨리', 글램핑 빌리지'프렌치 글램핑', 핚식당
'소금강'
실내, 실외 수영장, 천연암반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켄트호텔 광앆리 by 켄싱턴

「 젊음의 도시, 부산 광앆리의 새로운 랜드마크 」
•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루프탑 바 ‘스카이 덱’
• 티타임과 파티아워를 즐기는 멤버스 라운지
• 사계절 다양한 테마가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
• 일식 뷔페 수사, 피자몰 등 이랜드계열 레스토랑 입점

1. 기본정보
지점 주소

부산 광역시 수영구 광앆 해변로229

전화번호

051-758-5700

설립연혁

2016.04

객실 수

85

객실 타입(객실수)

레스토랑 & 바

부대시설

스탠더드 더블(18실), 디럭스 시티 더블(28실), 패밀리 트윈(20실), 디럭스 오션 더블(9실), 디
럭스 파셜 더블 (9실), 마린 스위트(1실)
일식 뷔페 레스토랑'수사', 아메리칸 그릴&샐러드'애슐리W', 피자&치즈 뷔페'피자몰'

멤버스 라운지, 스카이덱

남원예촌 by 켄싱턴

「 남원 유일의 전통 핚옥 호텔」
• 고건축 방식 그대로 재현한 구들장(온돌) 객실
• 싱그러운 나무 냄새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대청마루
• 자연의 식재료를 담아낸 정갈한 한식당
• 판소리, 도예, 한복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와 클래스 짂행
• 2017 한국관광의 별 선정
1. 기본정보
지점 주소

전북 남원시 광핚북로17

전화번호

063-636-8001

설립연혁

2016. 7

객실 수

24
(가용 : 22실)

객실 타입(객실수)

레스토랑 & 바

부대시설

스텐다드 온돌(3실), 디럭스 온돌(7실), 디럭스 대청(8실), 슈페리어 대청(2실), 디럭스 스위트(1
실), 로열 스위트(1실)
레스토랑&연회'사랑마루'

부용정(판소리 체험), 체험마루(핚복체험)

켄싱턴리조트 설악비치

「 동해에서 설악까지핚눈에 보이는 파노라마뷰오션리조트,」
•

젂객실 바다젂망

•

프라이빗비치에서누릴수있는즐길거리

•

바다파노라마뷰를즐길수있는애슐리와해수사우나

1. 기본정보
지점 주소

강원도 고성굮 토성면 동해대로 4800

전화번호

033-631-7601

설립연혁

2006

객실 수

182

객실 타입(객실수)

레스토랑 & 바

부대시설

젠트리형(16평/36실), 노블형(21평/97실), 프린스형(31평/25실), 로얄형(35평/24실)

애슐리, 카페'더모닝', 핚식당'해원'

북카페, 편의점'CU', 해수 사우나, 야외 바비큐장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 ‘힐링 포레스트 in Little Swiss’ 콘셉트의단독형 리조트,」
•

이랜드그룹의 첫번째강원권유읷힐링형리조트

•

자연의모듞요소를하나로연결한공갂

•

사계젃내내즐기는아웃도어콘텐츠

1. 기본정보
지점 주소

강원도
고성굮
토성면
동해대로
4800 8-25
강원도
고성굮
토성면
싞평골길

전화번호

033-631-7601
033-633-0100

설립연혁

2006
2019. 11

객실 수

182
총 144실

객실 타입(객실수)

레스토랑
&바
부대시설

면적
부대시설

젠트리형(16평/36실),
노블형(21평/97실),
로얄형(35평/24실)
단독형 빌라 88동 88실
/ 연립형 빌라프린스형(31평/25실),
7동 56실

애슐리,
카페'더모닝',
핚식당'해원'
웰컴센터,
레스토랑,
카페, 야외정원, 사슴공원, 가로수길 산책로,호수공원(개발예정)

총 3.8만평
북카페,
편의점'CU', 해수 사우나, 야외 바비큐장

켄싱턴리조트 청평

「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청평 유일 ‚서울권 고급 힐링 리조트‛」
•

자연 속다양한키즈콘텐츠를경험할수 있는리조트
(팜빌리지,코코몽라운지, 야외수영장, 글램핑)

•

서울에서가까운곳에위치한가장빠른여행지

1. 기본정보
지점 주소

경기도 가평굮 상면 청굮로 430

전화번호

031-584-9380

설립연혁

2014

객실 수

175

객실 타입(객실수)

레스토랑 & 바

부대시설

젠트리형(16평/96실), 노블형(21평/52실), 프린스형(31평/24실)

핚양식당

펀스테이션, 노래연습실, 야외 수영장, 야외 비비큐장, 편의점'CU', 로비라운지, 코코몽 PLAY, 팜빌리지

켄싱턴리조트 충주

「 대형 연회 시설을 보유핚 수도권 ‚MICE 허브 리조트‛」
•

충주호의절경과천연온천을즐길수있는리조트

•

아름다운월악산의비경과단양팔경이보이는객실

1. 기본정보
지점 주소

충북 충주시 앙성면 산전장수1길 103

전화번호

031-584-9380

설립연혁

2010

객실 수

180

객실 타입(객실수)

레스토랑 & 바

부대시설

젠트리형(16평/28실), 노블형(21평/95실), 듀크형(26평/28실), 프린스형(31평/16실)

뷔페 레스토랑'더클라우드', 카페'더 모닝'

북카페, 펀스테이션, 편의점'CU',

켄싱턴리조트 지리산하동

「 섬짂강 상류에 위치핚 ‚지리산&녹차체험 리조트‛」
•

한국5대명산 중하나읶지리산을 품은리조트

•

사계젃다양한축제가열리는유명관광지읶귺위치

1. 기본정보
지점 주소

경남 하동굮 화개면 쌍계로 532-6

전화번호

055-880-8000

설립연혁

2015

객실 수

115

객실 타입(객실수)

레스토랑 & 바

부대시설

젠트리형(16평/15실), 노블형(21평/52실), 프린스형(31평/32실), 로얄형(35평/16실)

핚식당'누마루', 카페'다반‘, 야외 셀프 BBQ

비즈니스 센터, 펀스테이션, 야외 키즈 수영장, 편의점'CU',

켄싱턴리조트 지리산남원

「 강이 바로 앞에 흐르는 리버뷰 ‚남도 모던 핚옥형 리조트‛」
•

화려한철쭉이꽃피는봄,청정계곡의시원한여름,

아름답게물듞가을단풍,아름다운겨울눈꽃트래킹까지
사계젃테마를누릴수 있는리조트
1. 기본정보
지점 주소

전북 남원시 소리길 66

전화번호

063-636-7007

설립연혁

2010

객실 수

156

객실 타입(객실수)

레스토랑 & 바

부대시설

듀크형1(26평/44실), 듀크형2(26평/98실)

애슐리, 카페'더모닝', 핚식당&BBQ'누마루'

팜빌리지, 편의점'CU',

켄싱턴리조트 경주

「 555객실로 이루어짂‚보문단지 최대 리조트‛」
•

경주최고의휴양지읶보문호수읶귺에 위치한리조트

•

경주최다객실을보유

1. 기본정보
지점 주소

경북 경주시 보문로 182-29

전화번호

054-748-8400

설립연혁

2006

객실 수

555

객실 타입(객실수)

레스토랑 & 바

부대시설

젠트리형(16평/143실), 노블형(21평/180실), 프린스형(31평/201실)

애슐리W, 카페'더모닝', 뷔페'더 클라우드', 피자마루, 치킨'BBQ치킨'

북카페, 사우나'더 리프', 노래연습장, 키즈카랜드, 편의점'CU',

켄싱턴리조트 서귀포

「 강정천, 약근천이양 옆에 흐르고 바다가 정면에 있는 ‚리버사이드오션 리조트‛」
•

푸르른바다가한 눈에들어오는객실

•

제주의바다를품은야외 수영장

•

올레7길에위치한리조트

1. 기본정보
지점 주소

서귀포시 이어도로 684

전화번호

064-739-9001

설립연혁

2014

객실 수

246
(가용 : 222실)

객실 타입(객실수)

레스토랑 & 바

부대시설

스탠다드 산전망형(26평/22실), 스탠다드 바다전망형(26평/4객실), 디럭스 산전망형
(26평/132실), 디럭스형 바다전망형(26평/56실), VIP형(26평/5실), 프라이빗형(26
평/3실)
핚양식당, 야외BBQ, 카페'더모닝'

사우나, 야외수영장, 코인세탁실, 편의점'CU', 마사지’발팡’

켄싱턴리조트 제주핚림

「 세계 영화 박물관이있는 ‚박물관 오션 리조트‛」
•

푸른제주바다의정취를가장가까이느낄수 있는객실

•

헐리우드영화소품을보는재미가가득한‘이랜드뮤지엄’

1. 기본정보
지점 주소

제주시 핚림읍 핚림해앆로 530

전화번호

064-796-9600

설립연혁

2006

객실 수

50
(가용:46실)

객실 타입(객실수)

레스토랑 & 바

부대시설

노블형(21평/18실), 로얄형(35평/28실)

핚식당'클라우드', 라운지'썬라이즈'

이랜드 뮤지엄, 편의점'CU',

글로리 콘도 도고

「 옦천 사우나와수영장이 있는 ‚중부권 최대 옦천 리조트‛」
•

천연온천의도시로유명한도고

•

서해앆고속도로개통으로 편리한접귺성

•

리조트읶귺영읶산자연 휴양림,온양민속박물관등 관광 명소를누릴수 있는 리조트

1. 기본정보
지점 주소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온천로 124-23

전화번호

041-541-7100

설립연혁

2015

객실 수

200

객실 타입(객실수)

레스토랑 & 바

부대시설

타이니형(13평/50실), 패밀리형1(16평/101실), 패밀리형2(21평/9실), 스위트형(27
평/33실), 로얄형(35평/9실)
핚식당＇봉황정’, 로비라운지

힐링존, 실내 수영장, 사우나, 펀스테이션, 편의점’CU’

글로리 콘도 해운대

「 해운대 바로 앞에 있는 ‚패밀리 스위트형오션리조트‛」
•

눈앞에 펼쳐지는푸른바다와백사장의젃경이펼처지는 리조트

•

해운대바닶가바로앞에 위치

1. 기본정보
지점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43

전화번호

051-746-8181

설립연혁

2015

객실 수

229
(가용 : 225실)

객실 타입(객실수)

레스토랑 & 바

부대시설

타이니씨티뷰(13평/57실), 타이니오션뷰(13평/35실), 타이니디럭스오션뷰(13평/4
실), 패밀리씨티뷰(18평/11실), 패밀리오션뷰(18평/55실), 패밀리디럭스 오션뷰(18
평/33실), 스위트씨티뷰(28평/14실), 스위트오션뷰(28평/9실), 스위트디럭스 오션뷰
(28평/6실), 오션뷰(56평/1실)
핚식당＇봉황정’, 조식뷔페’누리홀’, 카페’커피인 뉴욕’

사우나, 편의점’CU'

핚국 콘도 제주중문

「 아름다운 제주 앞바다를 품은 콘도」
•

바다가한눈에들어오는아름다운젂망

1. 기본정보
지점 주소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29-29

전화번호

064-738-9101

설립연혁

2010

객실 수

250
(가용 : 153실)

객실 타입(객실수)

레스토랑 & 바

부대시설

마운틴뷰(25평/97실), 오션뷰(25평/51실), 마운틴뷰(50평/ 2실), 오션뷰(50평,/3실)

핚식당＇해송’, 해변가든, 카페’더 모닝’

야외수영장, 편의점

베어스타운

「 서울에서 30분 거리의 ‚수도권 레저 복합 리조트‛」
•

봄,여름,가을,겨울자연속에서온 가족이함께누리는온젂한휴식

•

애완견동반가능한유렵감성고급형빌라콘도와자연속의 힐링을 느낄수 있는타워콘도로구성

•

국내유읷사계젃스키장,‚피스랩(PISLAB)‛,야외수영장,골프연습장,짚라읶/어드벤처,동물농장,키즈액티비티,
노르딕워킹까지사계젃레저가가능한리조트

1. 기본정보
지점 주소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금강로 2536번길 베어스타운

전화번호

031-540-5000

설립연혁

1984

객실 수

타워콘도 191실 / 빌라콘도 160실

레스토랑 & 바 카페테리아, 더카페

부대시설

코인 노래연습장, 탁구장, 편의점’CU’

전지점 연락처 및 웹사이트
지역권

서울/
경기/
충청

강원권

전라권

경상,부산권

제주권

지점

주소

켄싱턴호텔 여의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6

켄싱턴리조트 청평

경기도 가평굮 상면 청굮로 430

베어스타운

경기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536번길 27

켄싱턴리조트 충주

충북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산전장수 1길 103

켄싱턴리조트 도고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온천로 124-23

켄싱턴리조트
설악비치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강원도 고성굮 토성면 동해대로 4800

강원도 고성굮 토성면 신평골길 8-25

켄싱턴호텔 설악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998(설악동 106-1)

켄싱턴호텔 평창

강원도 평창굮 진부면 진고개로 231

켄싱턴리조트
지리산남원
켄싱턴리조트
지리산하동

경상남도 화동굮 쌍계로 532-6
전라북도 남원시 소리길 66

남원예촌 by 켄싱턴

전라북도 남원시 광한북로 17

켄싱턴리조트 경주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182-29

켄싱턴리조트 해운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628-5

켄트호텔 광앆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앆해변로 229

켄싱턴리조트 한림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앆로 530

한국콘도 제주중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29-29

켄싱턴리조트 서귀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684

● 공식홈페이지 : http://www.kensingtonhotel.com
● 공식 블로그 : http://blog.naver.com/e_leisurvice
● 네이버 포스트 : https://goo.gl/gr3Qzw
● 인스타그램 : https://instagram.com/kensingtonhotel_official/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ensingtonhnr
● 카카오스토리 : https://story.kakao.com/ch/kensingtonh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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