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fe Style Curator



서울지역 강원지역

제주지역

Every GLAD moment! 

최고의가성비로고객이머무는모든시간과공간이
기쁘고만족스러운호텔 GLAD 입니다.





디자인ㅣDesign

숙면ㅣDeep Sleep



편리한 교통ㅣLocation

메종 글래드 제주ㅣ제주국제공항 10분 거리 글래드 강남 코엑스센터ㅣ삼성역

글래드 여의도ㅣ국회의사당역 글래드 마포ㅣ공덕역



브랜드 콜라보레이션ㅣBrand Collaboration
가장 트렌드한
브랜드와의 콜라보

리빙ㅣ슬로우, SK매직, 알로소
키즈ㅣ띠띠베드, 일룸
힐링ㅣ바디프랜드
뷰티ㅣ디어달리아, 라타플랑
패션ㅣ오아이오아이, 닥터마틴
식품ㅣ오뚜기, 블루보틀, 제주

맥주, 끌레도르, 앱솔루트
보드카, 롯데제과 등

기타ㅣOCN, 기가지니 등



이벤트ㅣEvent

Party

Glad Music Fest



All inclusive hotel for valuable travelers



All inclusive hotel for valuable trave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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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nclusive hotel for valuable travelers

사이즈: 24.9㎡ 베드 타입: 더블/트윈
구성: 침실, 욕실 전망: 시티

사이즈: 28.7㎡ 베드 타입: 더블/트윈
구성: 침실, 욕실 전망: 시티/가든

사이즈: 33.1㎡ 베드 타입: 더블/트윈
구성: 침실, 욕실 전망: 시티/가든

사이즈: 33.1㎡ 베드 타입: 온돌
구성: 침실, 욕실 전망: 가든

사이즈: 33.1㎡ 베드 타입: 트윈
구성: 침실, 욕실 전망: 가든



All inclusive hotel for valuable travelers

사이즈: 54.2㎡ 베드 타입: 더블/트윈
구성: 침실, 욕실 전망: 시티

사이즈: 54.8㎡ 베드 타입: 트윈
구성: 침실, 거실, 욕실 전망: 가든

사이즈: 54.2㎡ 베드 타입: 온돌
구성: 침실, 거실, 욕실 전망: 가든

사이즈: 57.84㎡ 베드 타입: 트윈
구성: 침실, 욕실 전망: 가든/시티

사이즈: 70.1㎡ 베드 타입: 트윈
구성: 침실, 거실, 욕실 전망: 가든

사이즈: 70.1㎡ 베드 타입: 트윈
구성: 침실, 거실, 욕실 전망: 가든



All inclusive hotel for valuable travelers

사이즈: 85㎡/102㎡ 베드 타입: 더블 구성: 침실 2개, 거실, 욕실 2개 전망: 가든/시티 사이즈: 166㎡ 베드 타입: 더블 구성: 침실 2개, 거실, 욕실 2개 전망: 가든



All inclusive hotel for valuable travelers

꿀잠컨셉룸

사이즈: 57.84㎡ (코너 스위트)   베드 타입: 트윈
구성: 침실, 욕실,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벤타스 브레인/하이키)                
전망: 가든/시티

사이즈: 57.84㎡ (코너 스위트)   베드 타입: 트윈+띠띠베드
구성: 침실, 욕실, 띠띠베드 화이트
전망: 가든/시티

띠띠베드컨셉룸바디프랜드컨셉룸

사이즈: 166㎡(프레지덴셜 스위트)         베드 타입: 더블
구성: 침실 2, 거실, 욕실 2, 

바디프랜드 안마의자(팰리스 2 브레인)
전망: 가든

사이즈: 33.1㎡(프리미엄)                  베드 타입: 더블 + 2층 침대 구성: 침실, 욕실, 유아용 2층 침대(일룸 팅클팝)                전망: 시티/가든



All inclusive hotel for valuable travelers

정원속에서야외온수풀로운영되는더 파티오 풀 [The Patio Pool] 계절의아름다움을담은 메종 힐스 [Maison Hills] 

여유와낭만이가득한 글램핑존 [Glamping Zone] 사우나 & 피트니스 센터 [Sauna & Fitness Center] 



All inclusive hotel for valuable travelers

프리미엄 라이브 뷔페 레스토랑

삼다정 [Samdajeong]
최고급 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선보이는 고품격 요리 전문점

갓포아키 [Japanese Dining KAPPO AKII]

삼다정은 제주의 자연이 주는 소중한 재료에 특급 셰프의 정성어린 손길을

더해 가장 제주답고도 세계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 프리미엄 라이브 뷔페

레스토랑입니다.

제주 도내 특급 호텔 최초로 신선한 재료를 즉석에서 요리하여 선보이는 Live

Kitchen 스타일의 ‘삼다정’은 제주의 멋을 담은 격조 높은 공간 속에, 비즈니스 ·

가족 모임을 위한 6개의 별실을 갖춘 프리미엄 뷔페 레스토랑입니다.

갓포아키는 어디에서도 맛 볼 수 없는 고급 일본식 주점의 특색있는

일품요리와 고퀄리티의 생선회, 초밥 등을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던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춘 프라이빗 한 공간 구성으로 격식있

는비즈니스와 친목모임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All inclusive hotel for valuable travelers

앨리스 청담의 감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정글북 by 앨리스 [Jungle Book by Alice]

청담에서 가장 핫한 바, Alice Bar를 이제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하면서도 독특한 공간 속에서 제주를 담은

시그니처 칵테일도 즐길 수 있습니다.

풀사이드 바

비스트로 메종 [Bistro Maison]

이국적인 분위기의 풀사이드바

‘비스트로 메종’에서는 맥주 ,

칵테일 등과 함께 낭만적인

제 주의 여 름 밤 을 즐 길 수

있습니다.

산지별 최고급 원두만을 담은 카페

아티제에서는 로스팅 후 최적의

숙성 시간을 거친 산지직송의

신선한 원두를 사용한 스페셜티급

커피와 부드러운 케이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카페, 베이커리 전문점

카페 아티제 [Café artsée]



All inclusive hotel for valuable travelers

세계적인패션브랜드가모인멀티샵

피렌체 [Firenze] 
생기 넘치는 7월의 에너지를 담은 스킨케어 브랜드 스파

쥴라이 [Jullai]

1년 중 가장 에너지 넘치고 생명력이 가득한 순

간인 7월, 피부가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표현하

고자 하는 자연주의 브랜드 ‘JULLAI(쥴라이)’에

서 선보입니다. 쥴라이는 자연에서 가져온 에너

지를 피부에 고스란히 담아 최상의 피부 상태를

완성하고자 다양한 트리트먼트를 선보입니다.

아베다 공식 파트너 헤어 살롱

메종드누보 [Maison de Nouveau]

아베다헤어살롱은일반살롱에서사용하는 화학

제품 대신 세계적으로 검증된 90% 이상 자연 유래

성 분 의 헤 어 케 어 , 스 타 일 링 , 염 모 제 ,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여 고객이 시술받는 동안

편안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최고의 만족감을

느낄수있도록자연성분의 제품을사용합니다.

세계적인 패션 스타일과 제주도 유명 작가
소품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을 만날 수 있는
피렌체는 투숙객에게는 제주도의 제주스러운
소품을 소개하고 제주도민에게는 다양한 제품의
쇼핑 공간을 선사합니다.

편의점 [Convenience Store] 

투수객들의 편의를 위한 편의 시설로 다양한 제
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All inclusive hotel for valuable travelers

프리미엄 웨딩, 연회, 비즈니스 등 다양한 목적에 맞는 연출이 가능한 제주시 최대 규모

컨벤션 홀 [Convention Hall] 
5개국어 동시 통역 시스템과 첨단 영상시스템을 갖춘

크리스탈 홀 [Crystal Hall] 



All inclusive hotel for valuable travelers

짜임새있는 규모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연회시스템

아메티스트 홀 [Amethyst Hall] 

은은함과 화려함이 공존한느 공간

제이드 홀 [Jade Hall] 

격식을 갖춘 모임 및 소규모 연회 행사를 위한

사파이어 홀 [Sapphire Hall] 

소규모 회의, 정찬 등 작은 모임을 위한

루비 홀 [Ruby H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