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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시게 빛나는 푸르른 바다 위로 

통영의 자연, 역사, 문화 예술의 감흥이 어우러져 일렁이는 곳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별장 같은 곳

항상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그 곳 

신개념 복합 휴양리조트 
호텔, 콘도, 빌라가 따로 또 같이 함께하는 복합휴양리조트입니다. 

호텔의 고품격 서비스와 콘도의 다채로운 부대시설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함이 기다립니다. 

통영의 자연과 조화를 이룬 부대시설 

바다와 산에 둘러싸인 입지 장점을 극대화하고자 '열린' 부대시설을 곳곳에 조성했습니다. 

인피니티 풀, 콘서트 홀 등의 풍부한 부대시설들이 자연과 하나되는 힐링 타임을 선사합니다. 

휴식과 휴양, 즐거움의 공존 
통영의 중심, 도남관광단지에 위치해 사시사철 색다른 통영의 멋과 맛, 쉼이 기다립니다. 

음악당, 요트장, 골프장 등 즐길거리도 인접해 있어 휴식과 휴양, 즐거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Overlooking stunning blue ocean,
there is a place you can call your 2nd home where nature, 
history, culture & art of Tongyeong mingle together 
and it always welcomes you escaping from mundane daily life.
 

This special complex

provides not only hotels with upscale service and ample amenities but also villas for your preferences.

 

Surrounded by ocean and mountains

Our nature-oriented amenities such as an infinity pool and a concert hall are well in harmony with 

Tongyeong’s beautiful scenery.

 

Tranquility and Excitement

We are conveniently located in Donam Tourism District, the center of Tongyeong for you to enjoy 

various cultural heritages and food the city has to offer. It is also close to Tongyeong concert hall, 

yacht clubs, and golf courses.

INTRODUCTION

STANFORD 
HOTEL & RESORT 
TONGYEONG



GUEST ROOM

HOTEL 

CONDOMINIUM

VILLA

Room Type 

Superior Twin 

Superior Double  

Superior Hollywood  

Deluxe Twin 

Deluxe Double  

Semi Suite Double 

Junior Suite(Twin)

Corner Suite Double  

Handicap Room 

Superior Twin 

Deluxe Twin 

King Deluxe Ondol  

King Deluxe Twin 

King Deluxe Triple 

Handicap Room

Grand Villa 

Bed Type

Super-single1, Single 1

Double 1 

Single 2 (Hollywood Bed)

Super-single 2

Double 1

Double 1

Supersingle 2

Double 1

Super-single 1, Single 1

Super-single 1, Single 2

Single 1, Ondol 1

Double 1, Single 2

Double 1, Super-single 1, Single 1

Double 1

HOTEL 

CONDOMINIUM

VILLA

NO. Rooms

36

25

24

31

14

10

2

1

1

24

16

41

8

8

1

3

Size

24,6 ~ 26.7㎡

24,6 ~ 26.7㎡

24,6 ~ 26.7㎡

36.7 ~ 41.1㎡ 

36.7 ~ 41.1㎡ 

45 ~ 78.8㎡

45 ~ 78.8㎡

45 ~ 78.8㎡

44.9 ~ 46.2㎡ 

50.4 ~ 52.6㎡

50.4 ~ 52.6㎡

72.3 ~ 78.6㎡ 

72.3 ~ 78.6㎡ 

135.5㎡ 



Superior Twin 

Superior Double 

Superior Hollywood 

36rooms
Location : 3F ~ 15F, 18F
Size : 24.6 ~ 26.7㎡ 

25rooms
Location : 3F ~ 15F, 18F
Size : 24.6 ~ 26.7㎡ 

24rooms
Location : 3F ~ 15F, 18F
Size : 24.6 ~ 26.7㎡ 

HOTEL 

Amenity 

TV, 소형냉장고, 에어컨, 개인금고, 무선주전자, 헤어드라

이어, 다운트랜스, 샴푸, 헤어컨디셔너, 바디크렌저, 바디

로션, 칫솔, 치약, 비데, 생수, 티백커피, 티백홍차, 티백녹

차, 전자저울, 나이트가운

TV, mini fridge, air conditioner, safety, cordless 
electric kettle, hair dryer, down trans voltage 
converter, shampoo, hair conditioner, body 
cleanser, body lotion, tooth brush, tooth paste, 
bidet, bottled water, coffee, tea bags, bathroom 
scale and shower gown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바다와 어우러지는 통영 항구의 야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객실에서

의 휴식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하고 편안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총 8개 타입으로 이루어진 객실에는 새롭게 구성된 최고급 침대와 가구들,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 통영만의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하세요.   

The guest rooms come with ocean and harbor view which you can 

experience during day and night. There are 8 different types of rooms. The 

high-end furniture and facilities will make your stay more enjoyable.

Deluxe Twin 

Deluxe Double 

12rooms
Location : 3F ~ 18F
Size : 36.7 ~ 41.1㎡ 
   

12rooms
Location : 3F ~ 18F
Size : 36.7 ~ 41.1㎡ 
   



Semi Suite 
Double

Junior Suite 
(Twin) 

Corner Suite 
Double

10rooms
Location : 15F ~ 18F
Size : 45 ~ 78.8㎡ 

2rooms
Location : 15F ~ 18F
Size : 45 ~ 78.8㎡ 

1rooms 
Location : 15F ~ 18F
Size : 45 ~ 78.8㎡ 

CONDOMINIUM

온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드는 곳, 콘도 미니엄

눈 앞으로는 한려수도의 황홀한 비경이, 등 뒤로는 미륵산의 싱그러운 녹음이

자연의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는 나와 내가족의 

오붓한 휴가를 더욱 의미 있고 뜻 깊게 만들어 줍니다. 

남해 자연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함께이기에 행복한 시간을 꿈꾼다면,

콘도미니엄이 정답입니다. 

With Hallyeosudo in front and Mireuk Mountain behind, this hotel is the 

best option in case you want to spend calm quality time with your family.

Amenity 

TV, 소형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무선주전자, 헤

어드라이어, 다운트랜스, 샴푸, 헤어컨디셔너, 바디크

렌저, 바디로션, 칫솔, 치약, 비데, 생수, 티백커피, 티

백홍차, 티백녹차

TV, mini fridge, air conditioner, washing machine, 
cordless electric kettle, hair dryer, down trans 
voltage converter, shampoo, hair conditioner, 
body cleanser, body lotion, tooth brush, tooth 
paste, bidet, bottled water, coffee, tea bags



Deluxe Twin

King Deluxe 
Ondol 

King Deluxe 
Twin

King Deluxe 
Triple

8rooms
Location : 11F ~ 18F
Size : 72.3 ~ 78.6㎡ 

8rooms
Location : 11F ~ 18F
Size : 72.3 ~ 78.6㎡ 

41rooms
Location : 3F ~ 18F
Size : 50.4 ~ 52.6㎡ 

16rooms
Location : 3F ~ 18F
Size : 50.4 ~ 52.6㎡ 

24rooms
Location : 3F ~ 18F
Size : 44.9 ~ 46.2㎡ 

Superior Twin



VILLA 

완벽한 힐링공간, 별장형 빌라 

스탠포드호텔 & 리조트 통영에는 3채의 특별한 별장형 빌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몰디브나 발리 같은 휴양지의 최고급 력셔리 빌라와 견줄 만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스펙타클한 오션뷰, 프라이빗 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넓고 호화로운 단독 별장에서 즐기는 가장 완벽한 힐링을 원한다면 

단연코 프라이빗 빌라를 추천해 드립니다. 

Stanford Hotel & Resort Tongyeong is equipped with 3 luxurious and 

spacious villas. We are proud of the interior finish which is of the very top 

class. It guarantees breathtaking ocean view as well as privacy.

Duplex layout is perfect for both rest and fun. Bedrooms are on the 1st 

floor and living and dining rooms are on the 2nd floor for teatime or 

parties.

Entrance way and walking trail are completely separate from hotel area so 

that the private hideaway of our VIPs is protected.

3 Rooms
Location : 11F ~ 18F
Size : 135.5㎡ 

Amenity 

TV, 소형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무선주전자, 헤

어드라이어, 다운트랜스, 샴푸, 헤어컨디셔너, 바디크

렌저, 바디로션, 칫솔, 치약, 비데, 생수, 티백커피, 티

백홍차, 티백녹차

TV, mini fridge, air conditioner, washing machine, 
cordless electric kettle, hair dryer, down trans 
voltage converter, shampoo, hair conditioner, 
body cleanser, body lotion, tooth brush, tooth 
paste, bidet, bottled water, coffee, tea bags



RESTAURANT

CAFE STANFORD

BAR  /  
Manhattan, Napa valley,
Edinburgh, Okinawa,

Mojito



아름다운 통영의 바다를 품은 맛 기행의 안락한 다이닝 명소. 

모두에게 여유로운 휴식을 선사합니다. 

Stylish place where you can find fresh local seafood

CAFE STANFORD

LOCATION 

SEAT    
OPEN

1 F
총 200석 
06:30 - 22:00

Morning Buffet   06:30 - 10:00

Dinner Buffet      18:00 - 21:30

뷔페 시간 외 Western Set Menu, 단품요리

Except Buffet Time, Western Set Menu and Entree is possible. 



BAR 

Wine Bar NAPA VALLEY  
와인 바 나파벨리 

달콤한 영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는 WINE BAR 나파벨리.

우아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감미로운 와인 한 잔의 여유를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Feel like being on “A Walk in the Clouds” Set a 
time aside for a glass of wine in the elegant place.

Sky Bar MOJITO 
스카이 바 모히또

낭만이 가득한 통영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루프트탑에 위치한 

SKY BAR 모히또. 물놀이와 휴식을 동시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Have a pool party with cocktails on our rooftop bar 
with ocean view.

Malt Bar EDINBERGH 
몰트 바 에든버러 

품격과 클래식이 공존하는 비즈니스 MALT BAR 에든버러. 명

품 싱글몰트 위스키와 세련된 분위기 속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The high-class single malt whisky in this fancy space 
will make your business even more successful.

OPEN    
SEAT      
LOCATION 

OPEN    
SEAT      
LOCATION 

OPEN    
MENU

    
LOCATION 

Pup Bar MANHATTAN
펍 바 맨하탄 

통영의 아웃도어 풀 전망과 뉴욕의 TRENDY함이 묻어나는 

PUP BAR 맨하탄. 다양한 풍미의 세계 맥주와 음악, 문화가 공

존하는 매력적인 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Indulge in wide collection of imported beers and 
exotic music. Included is view to the outdoor pool.

OPEN    
SEAT      
LOCATION 

18:00 - 02:00
총 50 석 
2 F

18:00 - 24:00
총 26 석 
2 F

18:00 - 24:00
총 37 석 
2 F

10:00 - 22:00
핫도그, 생맥주, 커피, 논알콜 드링크

Hotdog, Draft Beer, Coffee, Non-alcoholic drinks

19 F

Izakaya OKINAWA
이자카야 오키나와

모던하고 세련된 스타일의 시공간에서 즐기는 IZAKAYA 오키

나와. 절제 된 풍미의 사케를 오롯이 느끼며 고풍스러운 시간

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모던하고 세련된 스타일의 시공간에서 즐기는 IZAKAYA 오키

나와. 절제 된 풍미의 사케를 오롯이 느끼며 고풍스러운 시간

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OPEN    
SEAT      
LOCATION 

18:00 - 01:00
총 30 석 
2 F

다이닝 Cafe Stanford를 포함해 총 6개의 레스토랑과 바가 준비되어있습니다. 

특별한 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위해, 로맨틱한 분위기를 느끼기위해 

Pub Bar, Wine Bar, Malt Bar, Izakaya, Sky Bar에서 다양한 경험이 제공됩니다. 

다이닝 Cafe Stanford를 포함해 총 6개의 레스토랑과 바가 준비되어있습니다. 

특별한 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위해, 로맨틱한 분위기를 느끼기위해 

Pub Bar, Wine Bar, Malt Bar, Izakaya, Sky Bar에서 다양한 경험이 제공됩니다. 



BANQUET

GRAND BALLROOM

SEMINA ROOM

WEDDING & PARTY



통영 앞바다 파도소리가 선사하는 고풍스러운 클래식 선율과 더불어 갖춰진 최고급 연회장 

ODYSSEY GRAND BALLROOM에서 잊지못할 연회를 만들어보세요. ODYSSEY GRAND 

BALLROOM은 2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이용 가능하며 웨딩, 기념행사 등 프라이빗 이벤트

를 비롯하여 비즈니스 세미나 등 다양한 기업 프로모션을 개최하실 수 있습니다.  

통영 앞바다 파도소리가 선사하는 고풍스러운 클래식 선율과 더불어 갖춰진 최고급 연회장 

ODYSSEY GRAND BALLROOM에서 잊지못할 연회를 만들어보세요. ODYSSEY GRAND 

BALLROOM은 2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이용 가능하며 웨딩, 기념행사 등 프라이빗 이벤트

를 비롯하여 비즈니스 세미나 등 다양한 기업 프로모션을 개최하실 수 있습니다.  

LOCATION  1 F

2 Sections  (Odyssey A, Odyssey B)

Premium Sound System, Premium Lighting System, Screen, Buillt-in Projectors

 

Odyssey 
Grand Ballroom

24.7x17mx4.5m

Odyssey A
13.3x17mx4.5m 10.9x17mx4.5m

10.9m

24.7m

13.3m

Odyssey B

17m

Banquet 

Odyssey Grand Ballroom

Dinning Type
Table Size D1800mm 

School Type
Table Size 180x45mm 

Odyssey Grand Ballroom

 : School Type

Odyssey Grand Ballroom

 : Dinning Type



WEDDING & PARTYBanquet  SEMINAR ROOM 

섬세하고 정성스러운 서비스로 여러분께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모던함과 감각적인 인테리어의 스탠포드 호텔 웨딩에서는 소중한 두 분의 예식을 영원히 

잊지 못할 감동으로 선사해 드리기 위하여 숙련된 직원의 섬세한 서비스와 정성스럽게 준

비되 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웨딩의 품격 가치를 높여드리는 신부대기실

그날의 주인공인 신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스탠포드호텔 신부 대기실은 웨딩 

행사장인 그랜드 볼룸 바로 앞에 위치하여 설레이는 순간을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섬세하고 정성스러운 서비스로 여러분께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모던함과 감각적인 인테리어의 스탠포드 호텔 웨딩에서는 소중한 두 분의 예식을 영원히 

잊지 못할 감동으로 선사해 드리기 위하여 숙련된 직원의 섬세한 서비스와 정성스럽게 준

비되 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웨딩의 품격 가치를 높여드리는 신부대기실

그날의 주인공인 신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스탠포드호텔 신부 대기실은 웨딩 

행사장인 그랜드 볼룸 바로 앞에 위치하여 설레이는 순간을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SEMINAR ROOM은 통영의 사계절과 자연채광을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으로 소규모

세미나, 미팅 등 다양한 행사 연출이 가능합니다.  

SEMINAR ROOM은 통영의 사계절과 자연채광을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으로 소규모

세미나, 미팅 등 다양한 행사 연출이 가능합니다.  

LOCATION  B 1

Built-in Sound System, Lighting System, 
Screen, Projectors, Note Book Computer

 



FACILITY

ROOFTOP INFINITY 
POOL
SAUNA

HEALTH ROOM



SAUNA 

사우나 

통영 앞 바다가 한눈에 내려 보이는 힐링 스파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Do not miss a unique opportunity of having relaxing 
retreat in our spa with ocean view.

HEALTH ROOM 

헬스장 

최신시설, 최상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고객분들께 건강과 

품격 높은 사교의 장을 제공합니다. 

The latest equipment and personal training 
program are available.

BUSINESS CENTER
비즈니스 센터

OPEN    
LOCATION 

REPAIR TIME

OPEN    
LOCATION 

OPEN      
LOCATION 

07:00 - 21:00
B 1 
10:00 - 10:30
15:00 - 16:00

06:00 - 23:00
B 1

24 Hours
1 F

Facility 
ROOFTOP INFINITY POOL
루프트탑 인피니티 풀  

통영의 하늘에서 수영하다. 

한려수도가 한눈에 내려 보이는 루프트탑 수영장에서는 

잊지 못할 경관을 약속 드립니다. 

We guarantee unforgettable view from the pool on roof. 

OPEN        
LOCATION 

07:00 - 18:00 
19 F

Facility

고객의 동선을 배려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즐기세요. 

고객의 동선을 배려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즐기세요.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로 347(도남동)

347, Donam-ro, Tongyeong-si, 
Gyeongsangnam-do, Korea

T +82 55 725 0000 

F +82 55 725 0190

www.stanfordtongyeong.com

LOCATION

서울 출발 

서울IC ⇨ 경부고속도로 ⇨ 대전 비룡 분기점 ⇨ 진주 무주 방면

⇨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 북통영 IC ⇨ 스탠포드 호텔&리조트 통영 

[약4시간 10분 소요] 

부산 출발 

서부산 ⇨ 서부산 톨게이트 ⇨ 장유 IC ⇨ 볼모산터널 ⇨ 마창대교 

⇨ 14번국도 ⇨ 고성 ⇨ 북통영 IC ⇨ 스탠포드 호텔&리조트 통영

광주 출발

동광주 IC ⇨ 남해고속도로 ⇨ 진주분기점 ⇨ 대전통영고속도로 

⇨ 북통영IC ⇨ 스탠포드 호텔&리조트 통영 

[약2시간 30분소요] 

통영고등학교

통영 여객선
터미널

통영국제음악당



www.stanfordtongye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