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ver Seen
 Never Scene

송지호 해변을 걷다가 문뜩 바다와 맞닿은 하늘을 바라보면

생각을 비우고 나를 만나는 비움의 시간을 만나고 

우연하게 마주치는 소나무 한 그루에 

몸과 마음이 평온해지는 당신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쉼,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한 쉼의 미학



Ever Thine
   Ever Mine
 Ever Ours

하얀 파도가 머물다간 황금 빛 모래 사이로 

나만의 발자국을 채워가며 

바다를 즐기고 바람을 누비고 파도를 타다 보면 

당신도 몰랐던 더욱 투명한 당신을 만나게 됩니다

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찾는 시간  
느리지만 투명하게 다가오는 머뭄 안에서



Deluxe 객실크기	 42.33m2(12.8평)
객실구성	 침실,	욕실,	화장실

전망	 오션뷰
침대타입	 더블(퀸1)

Family Deluxe 객실크기	 42.33m2(12.8평)
객실구성	 침실,	욕실,	화장실

전망	 오션뷰
침대타입	 트윈(퀸1 + 싱글1)

Corner Suite 객실크기	 	55.03m2(16.65평)
객실구성	 침실,	욕실,	화장실

전망	 오션뷰
침대타입	 트윈(퀸1 + 싱글1)

Family Suite 객실크기	 	69.00m2(20.87평)
객실구성	 침실2,	거실,	화장실2,	발코니

전망	 오션뷰
침대타입	 트윈(퀸1 + 싱글2)

Family Suite,
Ondol

객실크기	 	69.00m2(20.87평)
객실구성	 침실2,	거실,	화장실2,	발코니

전망	 오션뷰
침대타입	 퀸1 + 더블침구2

Grand Family
Suite

객실크기	 	95.88m2(29평)
객실구성	 침실2,	거실,	화장실2,	발코니

전망	 오션뷰
침대타입	 트윈(킹1 + 퀸1 + 싱글1)

Grand Family
Suite, Ondol

객실크기	 	95.88m2(29평)
객실구성	 침실2,	거실,	화장실2,	발코니

전망	 오션뷰
침대타입	 킹1 + 더블침구2

Black
Royal Suite

객실크기	 	170.05m2(51.44평)
객실구성	 침실1,	거실,	화장실2,	러기지룸
	 (디럭스 객실과 커넥팅 가능)

전망	 오션뷰
침대타입	 더블(킹1)

White
Royal Suite

객실크기	 	172.88m2(52.3평)
객실구성	 침실2,	거실,	화장실2,	러기지룸

전망	 오션뷰
침대타입	 트윈(킹2)

ACCOMMODATIONS 



Dimensions Operating Hours No.of Seats

466.9㎡
Breakfast  07:00 ~ 10:00
Lunch        12:00 ~ 14:30 
Dinner       18:00 ~ 21:00

Hall
(2seat)

24

Hall
(4seat)

72

Lavender1
6(6~8)

Lavender2
6(6~8)

Lavender3
6(6~8)

Lavender4
18~24

Total
116

조식은 캐주얼한 아메리칸식 컨셉의 뷔페로 50여종의 다양한 간편 요리를 즐기실 수 있으며 중식은 보다 품격이 느껴질 수 있는 a la carte 메뉴를 선보입니다.
주말 및 성수기 시즌 저녁 메뉴는 신선한 현지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한 뷔페로 운영되어 함께 하시는 분들과 보다 색다른 미식타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크루즈에서 즐기는 듯한 스페셜 다이닝 
르네블루 호텔에서의 식사 시간은 바다 위에서 식사를 하는 듯한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건강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다채로운 메뉴를 선보이며 셰프의 손길이 빚어내는 음식은
미각뿐만 아니라 시각의 디테일이 더해져 크루즈 여행을 하는 듯한
차별화된 경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BLUE KITCHEN

DINING

※ 호텔 사정에 따라 운영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Dimensions Operating Hours No.of Seats

107.74㎡ 10:00 ~ 18:00 50

Davidoff 의 프리미엄 커피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르네블루 호텔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산 건강음료를 준비하여 특별한 여유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 사이로 자연과 하나되는 로비 라운지
로비 라운지에서는 고객이 기다리는 순간 하나에도 의미를 더하고자 합니다.  
투명한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송지호 해변과 연결된 바다의 푸르름을 한 눈에 담고  
가볍게 차 한잔을 즐길 수 있는 여유에 한 점 구름과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함께하며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는 여행의 시작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BLUE LOUNGE ※ 호텔 사정에 따라 운영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Dimensions Operating Hours No.of Seats

668㎡ 17:00 ~ 22:00 78

르네블루의 루프탑 바에서는 다양한 세계 맥주와 함께 다양한 컬러의 칵테일부터 글렌피딕,
로얄샬루트 등의 고급 위스키와 와인까지 감동의 순간과 함께 합니다. 

별 빛을 담은 칵테일에 로망을 이루어주는 루프탑
송지호 해변의 하늘, 소나무, 푸른 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루프탑에서는 
보다 여유롭고 보다 자유로운 휴식을 선사합니다. 
낮에는 코 끝을 스치는 바다 바람과 따뜻한 햇살을 만끽할 수 있으며 
밤에는 쏟아져 내릴 듯 하늘에 수 놓인 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BLUE SKY ※ 호텔 사정에 따라 운영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ACILITIES

Dimensions 25.4㎡(7.7평)

Operating Hours 상시 이용

No.of Seats ROUND(1500) / 8

MEETING ROOM

총 8명이 이용할 수 있는 컴팩트한 규모의 미팅룸입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미팅이나 공감이 필요한 행사에 적합한 공간으로
정서적 교감과 비즈니스의 효율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CONFERENCE ROOM

각 기업이나 모임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회의시설로
현대적 감성을 완성하였습니다. 스터디, 회의, 세미나, 교육, 
정기 모임 등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Dimensions 88.22㎥(26.7평)

Operating Hours 상시 이용

No.of Seats

Class / 56
U-Shape / 20
ㅁ-Shape / 25
Theater / 60

BUSINESS CENTER

실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호텔 내의
사무공간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팩스, 프린트도 가능합니다.
일과 휴식,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Dimensions 63.58㎡(19.2평)

Operating Hours 상시 이용

No.of Seats Class / 2
Hall / 3

Dimensions 211.44㎡(63.96평)

Operating Hours 상시 이용

No.of Seats

Round(1800) / 120
Round (1500) / 96
Class / 120
U-Shape / 30
ㅁ- Shape / 40
Theater / 120
Wedding / 60

LE GRAND BLEU

기업 세미나, 워크샵, 럭셔리 스몰 웨딩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행사의 규모와 목적에 맞게 부페 및
코스 메뉴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객실에서 바라본 죽도 일출



호법JC 여주JC 

원주JC 

양양JC 

속초해수욕장

주문진항

설악산�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
강릉시

송지호
해수욕장

속초시

서울

여주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의천시

성남시

성남시

신평JC 

춘천JC 

서울양양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신갈JC 

쌍동JC 

산곡JC 

둔대JC 

조남JC 

안현JC 

판교JC 

동작대교JC 

소흘JC

학익JC 

영종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염창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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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원주공항

양양국제공항

경부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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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DIRECTIONS

강릉고속버스터미널 도착후 시내버스 이용
140km,	2시간 15분
강릉시외버스터미널	승차		➡		속초시외버스터미널	하차	보도	71m	한국전력	승차	1-1번	이용(오호리	하차후	도보 587m)

고속버스 - 버스 이용시

양양국제공항 출발
38km,	52분
청대로		➡		동해대로		➡		심층수길

공항 이용시

※ 상기 교통관련 정보는 교통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용차 이용시
서울특별시 출발
217km,	2시간	40분 소요
서울양양고속도로		➡		동해고속도로(삼척	-	속초)

인천광역시 출발
260km,	3시간	15분 소요
제2경인고속도로		➡		서울외각순환고속도로		➡		서울양양고속도로	-	동해고속도로(삼척	-	속초)

세종특별시 출발
338km,	3시간	45분 소요
경부고속도로		➡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춘천	-	금호)
➡		서울양양고속도로		➡		동해고속도로(삼척	-	속초)

대전광역시 출발
347km,	3시간	53분
호남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춘천	-	금호)		➡		서울양양고속도로		➡		동해고속도로(삼척	-	속초)

광주광역시
508km,	5시간	17분
고창담양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지선		➡		경부고속도로		➡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춘천	-	금호)		➡		서울양양고속도로		➡		동해고속도로(삼척	-	속초)

대구광역시
406km,	4시간	18분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춘천	-	금호)	서울양양고속도로
➡		동해고속도로(삼척	-	속초)

울산광역시
392km,	4시간	46분
울산고속도로		➡		동해고속도로(울산	-	포항)

부산광역시
422km,	5시간	25분
경부고속도로		➡		동해고속도로(삼척	-	속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