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barevehotel.com/ 







스탠다드 트윈 (Standard Twin) 

면적 28㎡ 
객실구성 침실1+ 욕실1 또는 침실1 + 욕실1 + 테라스 
정원 2명 (3명 입실 불가) 
침대타입 트윈베드(싱글 + 싱글) 



디럭스 트윈 (Deluxe Twin) 

면적 28㎡ 
객실구성 침실1+ 욕실1 또는 침실1 + 욕실1 + 테라스 
정원 2명 /최대 3명(인원 추가비 발생) 
침대타입 트윈베드(싱글 + 싱글) 



디럭스 더블 (Deluxe Double) 

면적 28㎡ 
객실구성 침실1+ 욕실1 또는 침실1 + 욕실1 + 테라스 
정원 2명 /최대 3명(인원 추가비 발생) 
침대타입 더블베드 1개 



온돌 더블 / 온돌 더블 오션 (Ondol Double/ Ondol Double Ocean) 

면적 28㎡ 
객실구성 침실1+ 욕실 
정원 2명 /최대 4명(인원 추가비 발생) 
침대타입 더블베드 1개 + 침구류 



전통 온돌룸(Traditional Ondol) 

면적 28㎡ 
객실구성 침실1 + 욕실1 
정원 2명 /최대 4명(인원 추가비 발생) 
침대타입 침구류 



프리미엄 트윈 오션 (Premium Twin Ocean) 

면적 30.9㎡ 
객실구성 침실1+ 욕실 또는 침실1 + 욕실1 + 테라스 
정원 2명 /최대 3명(인원 추가비 발생) 
침대타입 트윈베드(싱글 1개 +더블1개)  



패밀리 오션 스위트 (Family Ocean suite) 

면적 62.18㎡ 
객실구성 침실2+ 욕실2(욕조1) 
정원 4명 /최대 5명(인원 추가비 발생) 
침대타입 트윈베드(싱글 1개 +더블1개) + 킹베드  



빠레브 로얄 스위트 (Bareve Royal suite) 

면적 82㎡ 
객실구성 침실2+ 욕실2(욕조1)+개인정원 
정원 4명 /최대 5명(인원 추가비 발생) 
침대타입 킹베드 + 싱글베드 2개 



face towel, bath towel, hand towel, foot towel 
soap, total wash (body & hair), body lotion 
shower cap, swab, hair band, cotton pad, comb, gargling cup, hair dryer 
 

personal safe, telephone, system air conditioner, stand, TV (with 33 channels) 
hangers, bathrobe, slippers, shoehorn, clothes brush, sewing set, directory, pencil, memo pad, tissue 

Simons mattress, microfiber blanket, microfiber pillow 

free wire or wireless Internet 
basic voltage 220V 

 tea bag, coffee, sugar, free mineral water, electric kettle, teacup, glass, fridge 

시몬스 매트리스, 에이스 매트리스, 마이크로화이바 이불, 마이크로화이바 베개 

개인금고, 전화기, 시스템에어컨, 스탠드, TV(33개채널) 
옷걸이, 샤워가운, 슬리퍼, 구둣주걱, 옷솔, 디렉토리, 연필, 메모지, 티슈 

페이스타월, 바스타월, 핸드타월, 풋타월 
비누, 토탈워시(바디&헤어), 바디로션 
샤워캡, 면봉, 화장솜, 머리빗, 양치컵, 헤어드라이기 

티백, 커피, 설탕, 무료생수, 전기주전자, 찻잔, 물컵, 냉장고 

유무선 인터넷 무료 



조식 뷔페  07:00~09:30 어른17,000원 / 어린이 15,000원 
대표번호 064-735-8899 
오크레스토랑 064-735-8834 
위치 1층 

오크 레스토랑( Oak Restaurant) 



면 적 451.29㎡ 
최대수용인원 200명 
부대시설 시청각시설, 특수조명설비, 통역기구, 방송실, VIP대기실 
웨 딩 좌석수 160석, 싞부대기실 

카멜리아 (대연회장) 



면 적 67.08㎡ × 3 (파티션 설치에 따라 최대 201.24㎡까지 확장) 
최대수용인원 100명 
대표번호 064-735-8899 
연회예약 064-735-8834 
위치 1층 

파인/버찌/메이플(소연회장) 



소개 런닝머싞 외 10여종의 최싞 운동기구 
운영시갂 06:00~21:00 
대표번호 064-735-8840 (멤버십 문의) 
휴관일 정기시설 점검을 위해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휴무 
위치 지하1층 

피트니스 Fitness 



소개 강정지류의 제주암반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어 피로회복 및 미용에 탁월한 효과 
운영시갂 06:00~21:00 
대표번호 064-735-8840 (멤버십 문의) 
휴관일 정기시설 점검을 위해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휴무 
위치 지하1층 

사우나 Sauna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15(구 주소 : 강정동 173) 

대표전화     064-735-8899 

팩스             064-735-8888 

 

제주월드컵경기장 

제주워터월드 

Cu편의점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시립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