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빗 힐링워크샵

펜션명작 브로딕제주

브로딕제주를 둘러싼 아름다운 제주 로컬뷰와 유럽 분위기 속에서 

루프탑 인피니티풀, 스크린골프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함께 

조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유대감 형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다양한 영감을 떠올릴 수 있는 힐링 워크샵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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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살롱은 제주의 창의적인 생산자들과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고객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지닌 생산자들의 도전에 함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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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ME, BETTER WE

더 나은 우리를 향한 힐링 워크샵

단순한 워크샵의 차원을 넘어 조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치유에 집중한 

브로딕제주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만나는 강력한 리프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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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휴식이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식은 곧 회복인 것이다.

브로딕제주가  

조직원들의 번아웃 예방과 회복  

그리고 업무 만족도를 위한  

최선의 워크샵 환경을 제안합니다.

- 데일카네기 -

“

”

summary 개요



제주에서  

남태평양을 담다.

펜션명작, 브로딕제주
브로딕제주는 “유럽과 제주의 만남, 자연과 문화의 조화” 라는 철학 아래, 

영국의 붉은 사암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브로딕성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푸른 바다, 신비한 섬, 초록빛 한라산, 빛나는 야경의 진부하지 않은 제주로컬뷰와 

루프탑 인피니티풀, 루프탑 바비큐 파티장, 스크린골프 등  

다양한 문화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간과 자유로운 환경에서 대화와 공감을 통해 팀을 하나로,  

또 오롯이 나를 위한 진정한 휴식까지 브로딕제주와 함께 해보는건 어떤가요?

Introduction 소개

“



고급스러운 자작나무 바닥과 유러피안 원목가구, 그리고 아름

다운 오션뷰와 조화를 아루는 로얄블루톤 인테리어와 더불어 

야외에서 즐기는 프라이빗 욕조에서 여유롭고 품격있는 휴식

을 경험해보세요.

커플룸
(COUPLE ROOM)

특별함 바다전망, 프라이빗 스파

룸구성 퀀베드, 주방, 욕실, 야외커플욕조

룸스타일 원룸(17평형)

기준인원 2인



고급스러운 자작나무 바닥과 유러피안 원목 가구, 그리고 아름

다운 오션뷰와 조화를 이루는 로얄블루톤의 세련되고 감각적

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넓고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소중한 사

람과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세요.

스위트룸
(SUITE ROOM)

특별함 전창 오션뷰

룸구성 침실1(K),한실1(온돌),욕실2, 거실,주방,보조주방

룸스타일 가족형(35평형)

기준인원 4인 기준 최대 6인



ALL in ONE

BRODICK JEJU



브로딕제주의 세미나실은 워크샵 또는 기업회의를 위한 편의

공간입니다. 고급스러운 호두나무 회의탁자, 대형 스크린, 빔프

로젝터가 푸른 바다와 싱그러운 정원과 조화를 이뤄 자유롭고 

감각적인 공간을 연출합니다.

세미나실
(seminar room)

이용방법 최대 20명 수용가능. 사전 예약 필수 

이용요금 시간당 7만원



브로딕제주의 시그니처 공간인 루프탑 인피니티 풀은 사계절 

미온수 천연해수풀로 자연채광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테라피 

공간입니다.  

 

낮에는 바다와 감귤밭을 바라보며, 밤에는 빛나는 야경과 밤하

늘의 별들과 함께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

니다.

루프탑 인피니티풀 
(ROOFTOP INFINITY POOL)

이용방법 전체 대관 시 오후 3시 30분-9시 30분까지  

자유롭게 이용가능 (한 타임당  최대 8명)  

이용요금 무료



푸른 바다와 한라산 조망을 품은 루프탑 바비큐파티장은 제주

전망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브로딕제주만의 특별한 공간입

니다.  

 

감각적인 테이블과 아름다운 루프탑 인테리어, 다이닝 공간은 

완벽한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루프탑 바베큐 파티장 
(ROOFTOP BBQ PARTY HALL)

이용방법 전체 대관 시 오후 5시-9시 30분까지  

자유롭게 이용 가능. (전기그릴 및 객실내 식기류 제공)

이용요금 2만원(4인기준)



브로딕제주의 프라이빗한 스크린골프장은 각각의 ROOM으로 

구성된 골프공간입니다. 고객의 동선을 세심하게 배려한 배치, 

여유로운 공간에서 골프문화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스크린골프 
(SCREEN GOLF)

이용방법 전체 대관 시 오후 3시-9시 30분까지  

선예약 후 이용 가능. (개별 장갑 및 운동화 지참)

이용요금 무료



활전복이 가득한 제주어멍의 정성이 담긴 특별한 전복죽을  

매일 아침 제공합니다.

브로딕제주만의 차별화 된 프리미어 서비스 제공. 영국왕실에

서 사용해서 유명해진 천연화장품 몰튼브라운을 제공합니다.

조식 및 어메니티 
(SUITE ROOM)

조식

어메니티

이용방법 오전 8시, 8시 30분, 9시 타임 중 예약  

(한 타임에 최대 14명)

이용요금

이용요금

무료

무료



멀리, 혹은 해외로 워크샵을 가지 않아도. 

단 한 번의 워크샵이라도 특별하게.

보다 강력한 팀빌딩이 이루어지는 

세미나실부터 수영장 및 바베큐 등 다양한 시설로  

한 곳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한라산과 제주 남쪽 바다로 둘러싸여  

자연이 선사하는 리프레시를 피부로 느끼는

프라이빗 플레이스

올인원 플레이스

힐링 플레이스



객실명 정가

커플룸

스위트룸

500,000 300,000

760,000 450,000

네이버 예약 할인 워크샵 할인

전체 대관 시 

2,000,000

브로딕제주와 함께 합리적인 비용으로 

잊지못할 워크샵을 경험해보세요.

- 전체 대관 : 커플룸 4실, 스위트 룸 3실 (기준 20인 최대 26인) 

- 20명 이하의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price 금액 15



모두를 위한 가치있는 시간, 

펜션명작 브로딕제주와 함께하세요.

담당자 

TEL  

E-mail

Website 

Instagram

www.brodickjeju.com 

@brodick_jeju

064-732-4244 

brodickjeju@nver.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및 예약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