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UCEVILLE 

In Jeju



Information

ROOM   객실

FACILITIES   부대시설

NEARBY   주변관광지

INFORMATION   정보

LOCATION   오시는 길



Overview
환상의 섬, 제주의 풍경 속에

눈부시게 빛나는 루체빌

│명 칭│  루체빌

│오 픈│  2014. 7. 17

│객 실│  총 62실 (49㎡ 54실, 102㎡ 8실)

│시 설│  레스토랑, 회의실, 북카페, 편의점, 코인 세탁실, 야외 바베큐장, 스포츠홀



새로운 공간과의 만남

LOBBY



모던한 감성에 실용성을 더한

ROOM

트윈룸 │ 온돌룸 │ 패밀리룸 │ 스위트룸



TWIN ROOM
객실구성 양실 (더블 + 싱글베드)│ 49㎡

기준인원 성인 2인 (최대 성인 2인 + 어린이 2인)

객실용품 4인 식탁, 화장대, TV, 냉장고, 전자렌지, 커피포트 + 유무선 인터넷

대여물품 다리미, 아기욕조, 스마트폰 충전기

Standard Twin

후면 오름 전망

여유로운 공간감의 양실 타입 객실

Deluxe Twin 

먼 바다 전망 · 테라스



ONDOL ROOM
객실구성 한실 (최고급 침구 2인 세트)│ 49㎡

기준인원 성인 2인 (최대 성인 4인)

객실용품 4인 식탁, 화장대, TV, 냉장고, 전자렌지, 커피포트 + 유무선 인터넷

대여물품 다리미, 아기욕조, 스마트폰 충전기

여유로운 공간감의 한실 타입 객실

Deluxe Ondol

먼 바다 전망 · 테라스



객실구성 저상형 침대 (더블+싱글베드)│ 49㎡

기준인원 성인 2인 (최대 성인 2인 + 어린이 2인)

객실용품 4인 식탁, 화장대, TV, 냉장고, 전자렌지, 커피포트 + 유무선 인터넷

대여물품 다리미, 아기욕조, 스마트폰 충전기

FAMILY ROOM

자녀 동반 가족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객실

먼 바다 전망 · 테라스



객실구성 양실(싱글1, 트윈1) + 양실(싱글1, 트윈1)│ 102㎡

기준인원 성인 4인 (최대 성인 6인)

객실용품 거실 쇼파, 4인 식탁, 화장대,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 유무선 인터넷

대여물품 다리미, 아기욕조, 스마트폰 충전기

SUITE ROOM

독립적인 2개의 객실과 탁 트인 3층 뷰를 감상 할 수 있는

먼 바다 전망 · 테라스



Facilities

Restaurant   레스토랑

Conference room   회의실

Garden BBQ 야외 BBQ 

Book Café  북카페

Convenience store   편의점

Coin laundry room   코인 세탁실



개인, 가족, 소규모 단체 고객을 위한 레스토랑으로

눈부신 채광과 모던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위 치 루체빌 로비층

수용인원 100석

메 뉴 한식 · 세미 양식 · 중식

해밀레스토랑

신선한 제주 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요리를 만나는 공간



PDR

위 치 리조트 서측 별관

규 모 595㎡ (층고 8m)

제공 가능 비품

무대, 영상 및 음향 장비

※ 무대측 벽면 개폐 가능(야외 조망 가능)

스포츠홀

연회 · 회의 · 오락 · 실내 운동이 가능한 독채 공간



회의실

세미나, 강의 등 큰 규모의 행사에 적합하며

3개 회의실로 구획하여 이용 가능

위 치 지상 3층
수용인원 16~20석

위 치 지상 3층
수용인원 100~150석

세미나실

토론회, 간담회 등이 가능한 다목적 세미나실



북카페

위 치 지상 1층
운영시간 ~22:00

독서와 함께
휴식 할 수 있는 공간

야외 바베큐장

위 치 정문 앞
운영시간 사전 예약

잔디 위에서 즐기는 BBQ

편의점 CU

식품과 주류, 생활용품을
구매 할 수 있는 24시 편의점

위 치 로비층
운영시간 24시간 (스마트 점포)

코인 세탁실

세탁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공간

위 치 지상 1층
운영시간 24시간(무인운영)



주변 관광지

PODO Museum

루체빌 맞은편에 위치한 ‘포도 뮤지엄’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열린 문화공간입니다.

문화의 섬 제주에서 특별한 예술 여행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INFORMATION

체크인/아웃 체크인 15:00 ~ 23:00│체크아웃 11:00  (※ 레이트 체크아웃 : ~ 15:00까지, 1박 기준 50% 요금 발생) 

레스토랑

조식
약 26종의 다양한 메뉴로 구성된 한식 뷔페
- 운영시간 : 07:00 ~ 10:30 (마지막 입장 10:00)
- 요금 : 성인 15,000원 │ 소아(5세~13세) 13,000원

중식
신선한 제주 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메뉴 판매
- 운영시간 : 12:00 ~ 17:00 (마지막 입장 16:00)

객실 인원 추가 비용 기준 인원 外 인원추가비용 20,000원 발생 (박수 무관, 현장 추가 가능) ※ 엑스트라베드 추가 불가

침구류 기준 1인용 SET 침구류 추가: 20,000원 발생 (박수 무관, 현장 추가 가능)

IN ROOM 벽걸이 TV,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4인 식탁, 화장대,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드라이기, 수건, 비누, 생수2병(1일 기준) 

부대시설 레스토랑, 세미나실, 편의점, 북카페, 야외 바베큐장, 스포츠홀, 세탁실 / 전 객실 Wi-Fi 무료, 산책로, 야외분수

대여 제품
(현장예약) 

다리미, 아기욕조, 스마트폰충전기 (보증금 10,000원) 

※ 모든 대여 제품은 소량 준비 되어 있어 현장에서 선착순 예약 가능하며, 사전 예약은 불가

취소/변경 수수료 규정 숙박 45~31일 전 10%, 숙박 30~15일 전 50%, 14일~당일 100% 부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786

예약문의 및 상담 : 064-805-0114~5

www.luceville.com

중문관광단지

제주 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루체빌

중문관광단지 루체빌

차량 40분

차량 15분

http://www.lucevil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