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MIUM HEALTH RESORT ‘THE WE’

Premium Health Resort THE WE

‘THE WE’는 5성등급의 ‘WE호텔’과한라의료재단의 ‘WE병원’을융합한국내최초의의료관광컨셉의프리미엄헬스리조트입니다.

천혜의 자연 유산인 한라산 청정 숲과 천연 화산암반수를 활용하여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자연 치유가 되는 진정한 힐링 여행을 경험하실 수 있으

며, 메디컬 인프라와 웰니스시설을 통한 헬스케어테라피 서비스에더해건강한 휴식까지만날수 있는 ‘메디웰스테이’를 경험해 보시기바랍니다.

HALLA FOREST JEJU WATER 5 STAR HEALTH CARE

“Stress Relax & Safe Rest”

단순한휴식을넘어서건강한삶을위한헬스케어토탈서비스

‘여유롭게, 안전하게머물고싶은곳’



ACCOMMO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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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방 슈페리어스위트 트리플스위트 팔러스위트

은은한 나뭇결의 자연스러운 인테리어로 편안한 감성을

담았으며, 전면 유리창을 통해 제주의 푸른 하늘과 햇살

을 가득품은 객실입니다.

전면 유리창을 통해 천혜의 숲과 송악산, 산방산 그리고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제주의 청정 자연과 맞

닿아있는 객실입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비롯하

여, 일출과 일몰을 그림처럼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

을 가진 객실로서 편안한 휴식을 선사하는 WE 호텔 최

고의객실입니다.

슈페리어 룸 디럭스 룸 로얄 스위트



D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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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리조트의 특성에 맞춰 엄선된 건강식 동, 서양요리

를 마음껏 즐겨 보십시오. 세심하게 준비한 아침 웰빙 식

단으로즐거운 하루를시작하십시오.

• 올데이 다이닝 / 웰빙 조식 뷔페, 유기농 퓨전요리,

단품요리 등

시원한 창 너머 진달래 동산과 어우러진 로비 라운지에

서 아침을 깨우는 커피, 제주의 건강차와 디저트는 물론

라이브피아노 선율을즐겨보시기 바랍니다.

• 로비라운지 /커피 &건강음료,베이커리 등

한눈에 들어오는 이국적인 제주 풍경과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로맨틱한 공간으로 특별한 모임을 프라

이빗하게즐길 수있습니다.

• 루프탑 스카이 라운지 & 레스토랑 / BBQ, 와인 디너,

VIP만찬 등

뜨레 BBQ 플레이트아잘리아바 델리

다채 (DACHAE) 아잘리아 (AZALEA) 델라 (DELLA)



연회장명 면적(m2) 가로 x 세로 x 높이(M) 원형 극장형 리셉션 강의형 ㄷ형 ㅁ형 보드룸

에메랄드홀 345 15 x 23 x 2.9 200 280 350 200 54 66 48

제이드룸 120 8 x 15 x 2.8 40 50 70 54 21 24 18

VIP 미팅룸 80 6 x 13 x 2.4 - - - - - - 10

금호가든 462 22 x 21 180 - 250 - 30 36 -

아잘리아가든 490 35 x 14 200 - 280 - 40 46 -

메가와티가든 784 28 x 28 300 - 350 - - - -

샬레광장 4,116 49 x 84 1,000 - 1,000 - - - -

이국적인제주만의정취와 한라산의품속에있는듯한야외 가든과넓은 샬레광장 그리고크고 작은연회장은맑은 공기와새소리등

자연의소리와 바람결을배경삼아 편안하고힐링이되는 특별한행사로 만들어드립니다.

에메랄드홀 제이드룸 VIP 미팅룸 금호가든

아잘리아가든 메가와티가든 샬레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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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탑뜨레

MEETING



한라산의맑은 기운과수천년의 시간을머금은 청정숲 산책로입니다.

다양한수종이 잘보존된 자연림으로가치가높은 ‘도래숲’과 사계절아름다운꽃과 잔디가든, 연못등 다양한코스의 ‘해암숲’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뭇잎을흔드는바람 소리와산새 소리,숲속 노루들과눈을마주치며 경이로움의시간과함께스트레스로지친 마음의평온을 되찾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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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10. 도래숲 / 약 30분소요

1. 헬스리조트 THE WE

2. 해암숲입구 / 약 50분소요

3. 메가와티가든

4. 노루길, 선녀탕 5. 돌담길 6. 편백나무숲 7. 백담호 8. 샬레광장

12. 금호가든

9. 도래숲동쪽입구

11. 도래숲서쪽입구



수중테라피를 받는아쿠아메디테이션 풀뿐만 아니라수영장, 기능성 풀과 모든객실의 샤워시설과마시는물까지,

THE WE는 모든시설에 몸에좋은 미네랄성분이풍부한 천연화산암반수로기적의물(MIRACLE WATER)을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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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CLE WATER

THE WE의 물은 화산 지층에 탱크 형태로 특이한 구조로

저장되어 있으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바나듐, 셀레늄,

중탄산등 각종미네랄이 함유되어있습니다.

특히 천연 암반 중탄산수는 뛰어난 맛과 수많은 건강 물

질을함유하고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피부미용

항산화

항암

당뇨

심장병

피부의지방분 제거로세포재생효과

셀레늄으로 항산화와항암효과

인슐린분비촉진 효과

바나듐과크롬으로 중성지방제거
콜레스트롤 감소효과

천연화산암반수 특징

천연화산암반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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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ness Center는 천연암반수, 중탄산수를 이용한 아쿠아 테라피와 다양한 지상 운동을 할 수 있는 피트니스 룸과 마인드 룸이 준비되어 있으며,

자연림도래숲과 메가와티가든, 샬레광장,해암 숲을이용한다양한 아웃도어프로그램을선보이고있습니다.

실내및 야외 수영장, 야외자쿠지

천연크리스탈 싱잉볼

연주로 긴장 완화에

효과적인명상 테라피

과학적인체질 검사를

통해 1:1 맞춤형

트레이닝진행

중탄산, 바나듐 등

천연화산암반수활용한

핀란드식사우나

WELLNESS CENTER: FACILITIES

마레 수영장

고객맞춤형 5가지 기능성풀

어머니의품을 형상화한 돔형식의 풀

아쿠아 메디테이션 풀

마인드 룸

피트니스 룸

사우나

아쿠아 서킷



Wellness Center의 아쿠아테라피 중대표적인프로그램으로는해암 하이드로, 아쿠아서킷, 아쿠아 피트니스등이있으며, 가족과연인들을

위한숲 아웃도어프로그램인 ‘WE with you, 힐링 포레스트’ 프로그램과어린이들을위한 ‘아이랑’ 프로그램을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쿠아 메디테이션풀’에서 진행하며, 부유기

를 이용몸을 물위에 띄운상태에서 스트레칭

과 지압을통해심신의 안정과긴장완화, 스트

레스해소를 도와주는Wellness Center대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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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NESS CENTER: PROGRAM

메디컬센터에서과학적인검사를통해 고객의체질에맞게

1:1 맞춤형 트레이닝을제공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와 더 가까워지고, 아이는

엄마 , 아빠에게 더욱 믿음을 갖게 되는

WATSU라는 수중치유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으로 아쿠아 메디테이션 풀에서 진행

합니다.

한라산 숲 이야기 ‘숲해설’, 자연을 이용한 컬러

테라피 ‘숲놀이’ 그리고 숲 명상과 스트레칭 ‘숲

힐링’, 3가지 컨셉을 매일 순환 진행하는 힐링

숲산책프로그램입니다.

해암 하이드로 WE with you, 힐링포레스트 아이랑 (KIDS 프로그램)

1:1 개인 트레이닝 / 1:1 수영 강습



MEDICAL SPA CENTER

•스킨케어 스파 프로그램 피부세포에 활력을주는다양한영양공급과 윤곽마사지. 토탈 안티에이징페이스프로그램

•관절 및통증관리 스파 프로그램 관절에쌓이는 노폐물과척추,골반불균형을 해소하는치료적 수기요법

•면역증진 스파 프로그램 순환장애개선으로 면역력을증강하는 프로그램

•기력 & 정력 스파 프로그램 체내노폐물배출을 극대화하는디톡스 요법프로그램

•뇌기능 강화 스파 프로그램 스트레스로 인한뇌기능저하를막아주는 프로그램

•임산부 스파 프로그램 부종과튼살예방,  건강한출산 , 임산부의건강관리를 위한테라피프로그램

•성장 마사지 프로그램 성장판을자극하여 성장호르몬의 분비를촉진시켜성장에도움이 되는프로그램

Premium Health Resort THE WE

국내최초로 메디컬과스파를융합한 메디컬스파 센터는피부미용뿐 아니라건강까지생각하는토탈 뷰티프로그램을선보입니다. 천연화산암반수를이용한

Hydro프로그램과스파 전문테라피스트들이고객의취향과심신 상태를고려하여최적화된 고객맞춤형프로그램을추천, 진정한휴식을 제공하는지상최고의

서비스를제공합니다. 



BEAUTY CENTER

•쁘띠성형 필러, 보톡스, 엑소좀, 물광주사, 연어주사, 윤곽주사, 지방분해주사, PRP자가혈주사

•피부레이저 울쎄라, 슈링크, 3DEEP, 레이저 토닝, A-TNE, CO2, 프락셀레이저

•바디레이저 뱅퀴시, RF 고주파

•눈성형 눈 재수술, 쌍꺼풀, 하안검, 상안검, 앞트임, 뒤트임, 절개법, 매몰법,눈썹거상술, 부분절개법

•코성형 코 재수술, 낮은코, 코끝 성형, 메부리코, 콧볼축소

•안면리프팅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미니거상술

•지방이식 가슴, 이마 , 광대, 턱, 볼 , 관자

•지방흡입 복부, 러브핸들, 허벅지, 종아리, 팔, 부유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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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을위한 one – stop system

성형전문의의 맞춤상담과시술 그리고그 이후 아름다운자연공간과호텔에서누리는휴식,

세계어느 곳보다안전하고완성도 높은고품격 진료를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SURGERY

ANTIAGING



• 중금속-미네랄검사 : 혈중 또는모발을 이용하여중금속과미네랄성분을 분석, 검사

• 음식알레르기 검사 : 일반적인알레르기검사에서는알기 힘든 220가지 음식물에대한 알레르기검사

• 유기산검사 : 신진대사(영양인자, 세포조절인자, 독소와해독, 효모)의정도 검사

• 활성산소-항산화력검사 : 질병의원인인 활성산소를제거하는능력인항산화력을측정

• 적외선체열 검사 : 미세한체온 변화를측정하여통증과 혈류장애를객관적으로평가

• 순환기염증 검사 : 콜레스테롤보다유용성이높은검사로 염증(심혈관계질환)을평가

• 질병연관유전체검사 : 개인별질병발생위험도 검사

• 스마트암검사 : 6대 암(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을조기진단을 위한검사

• 혈액검사(80가지) : 장기(간, 췌장, 신장, 갑상선, 골수, 혈관)의 건강상태를평가 및 검사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건강관리 (Health care tailored Service) 

–몸과 마음을조화롭게관리하는 통합적인건강관리제공

HEALTH PROMOTION CENTER

사전평가: 

전문의상담

건강평가: 

기능의학적검사

맞춤형처방 및관리: 통합
적 관리 (심신)

추적관리

1 2 3 4

• 문진표작성 ; 개인력, 가족력, 생활습

관 (식이, 운동, 음주, 흡연, 스트레스) 

• 전문의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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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위해서는육체, 마음, 정신 건강을위한 통합적이고전인적인관리가필요합니다.

THE WE는 상담을통해 고객에게최적화된 ‘1:1 맞춤형’ 프로그램을디자인합니다. 

설계된건강 프로그램은자연에너지(물과숲)와 시너지효과를 내어진정한 의미의휴양이되도록 합니다. 

• 광양자요법(photon therapy; 혈액 정화요법);  면역기능활성화, 혈액순환도움에 효과적인치료법

• 전신온열 요법(whole body hyperthermia therapy); 일정 온도(39~41도)까지 전신 체온을올려 혈

액순환과신진대사를항진시킴으로써면역세포활성화와암세포 사멸을돕는요법

• 영양요법(Intravenous nutrition therapy); 정맥 주사통해 영양물질공급하여영양 불균형, 만성 피

로, 근육통증, 피부 노화, 복부 비만개선에 효과를보이는요법,독성물질해독에 탁월

• 건강한생활습관을유지하도록코칭
• 재방문시 지속적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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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Relax & Safe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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