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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비티 ‘케니’ Activity ‘Kenny’
[케니:Kenny]는 켄싱턴 제주 호텔 액티비티팀의 이름으로
호텔명의 “Kensington”과 소원을 이뤄주는 램프의 요정 “Genie”를
결합한 이름입니다. 켄싱턴 제주 호텔을 찾은 고객들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깊은 뜻이 담긴 이름입니다.

문의사항
Tel

액티비티 예약 센터
064. 735. 8972 / Ext. 8972

액티비티 프로그램 공통사항
·키즈 프로그램은 만 4세(48개월) 이상 참여 가능합니다. *마린키즈, 해녀놀이는 만 5세(60개월) 이상 가능
·모든 액티비티 프로그램은 37개월 이상 부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사전 예약은 전일 오후 6시 까지입니다.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 당일 취소 시 50%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외부 프로그램의 경우 기상 상황 및 업체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시간이 변동 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 프로그램은 투숙객 전용입니다.
·프로그램 시작 후에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Basic Requirement
·All programs are for the in-house guests only.
·An individual who is older than 5 can participate in any indoor & kids programs.
Payment
·Anyone over 4 year-old will be charged for the individuals’ participation.
·A 50% of fee will be charged for the same-day cancellation.

키즈 프로그램 Kids Program

키즈 케어 Kids Care
케니와 함께 다양한 키즈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아이케어 서비스입니다.
A daycare program for kids to participate in variety Kenny kids program

15: 00 ~ 22:00( 7 hours)

Time
Place
Tel

·사전 예약은 전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포인포 키즈 클럽(B1)
064. 735. 8972 / Ext. 8972

프로그램

케니와 만들기

키즈 크래프트

쿠킹 클래스

저녁 식사

키즈 플레이

케니쇼

시

간

15:00 ~15:40

16:00 ~16:40

17:00 ~17:40

18:00 ~19:00

20:00 ~20:40

21:00 ~21:30

요

금

70,000원 (1인 기준)

키즈 프로그램 Kids Program

케니의 동화나라

Kenny’s Fairy-tale World

케니와 만들기

Kenny’s Kids Lab

케니가 들려주는 동화 나라 이야기와 다양한 창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케니와 함께 종이 접기, 클레이 놀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A creative activity program with Kenny’s narration of the fairy-tale

A fun and easy craft session with origami and clay-dough

·사전예약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만 4세(48개월) 이상 만 11세 이하 참여 가능합니다.
·사전예약은 전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Time
Place
Price
Tel

10 : 00 ~ 10 : 40
포인포 키즈 클럽(B1)
무료 Free
064. 735. 8972 / Ext. 8972

Time
Place
Price
Tel

15: 00 ~15: 40
포인포 키즈 클럽(B1)
무료 Free
064. 735. 8972 / Ext. 8972

케니의 풍선나라
Kenny’s Balloon Show
케니가 선보이는 풍선 아트, 풍선 놀이 등 여러 가지 풍선을 활용한
참여형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A fun and interesting balloon art show
·사전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Time
Place
Price
Tel

키즈 크래프트

Kids Craft

케니와 함께 꼬물꼬물 만들어보는 키즈 크래프트 프로그램입니다.
바다 팔찌 만들기(월, 수, 금, 일), 나만의 테라리움 만들기(화, 목, 토)가 격일로 진행됩니다.
A craft session that helps the development of kids’ creativity and visual senses
·만 4세(48개월) 이상 만 11세 이하 참여 가능합니다.
·사전예약은 전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Time
Place
Price
Tel

16 : 00 ~ 16: 40
포인포 키즈 클럽(B1)
20,000원 (1인)
064. 735. 8972 / Ext. 8972

11: 00 ~ 11: 40
포인포 키즈 클럽(B1)
무료 Free
064. 735. 8972 / Ext. 8972

쿠킹 클래스

Cooking Class

케이크 만들기(월, 수, 금, 일), 타르트 만들기 (화, 목, 토)가 격일로 진행됩니다.
A cooking class that leads kids to cook independently and learn sanitation
·만 4세(48개월) 이상 만 11세 이하 참여 가능합니다.
·사전예약은 전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Time
Place
Price
Tel

17: 00 ~ 17: 40
포인포 키즈 클럽(B1)
20,000원 (1인)
064. 735. 8972 / Ext. 8972

해녀 놀이
Haenyeo play
제주 해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A fun experience program which is Haenyeo (Jeju’s significant diver) for kids
·만 5세 (60개월) 이상 만 11세 이하 참여 가능합니다.
·사전예약은 전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준비물 : 수영복, 물안경

Time
Place
Price
Tel

케니쇼

10 : 10 ~ 10: 50

가든 ‘오션피니티’ 풀(B2)
무료 Free
064. 735. 8972 / Ext. 8972

Kenny’s Magical Show

키즈 플레이

Kids Play

케니가 선보이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마술 공연이 진행됩니다.

키즈룸에서 진행되는 유아체육 프로그램입니다.

A show time that Kenny presents with magical show

A kid’s recreational session playing various indoor sports

·사전예약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만 4세(48개월) 이상 만 11세 이하 참여 가능합니다.
·사전예약은 전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Time
Place
Price
Tel

21: 00 ~ 21: 30
포인포 키즈 클럽(B1)
무료 Free
064. 735. 8972 / Ext. 8972

Time
Place
Price
Tel

20: 00 ~ 20: 40
포인포 키즈 클럽(B1)
무료 Free
064. 735. 8972 / Ext. 8972

내부 프로그램 Indoor Activity

원 포인트 레슨

Skyfinity Swimming Lesson

전문 수영강사가 지도하는 성인 대상 수영 강습인 원 포인트
레슨이 진행됩니다.
A swimming lesson at Skyfinity Pool
·성인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사전예약은 전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준비물 : 수영복, 물안경

Time
Place
Price
Tel

09: 00 ~ 09: 30

루프탑 ‘스카이피니티’ 풀 (RT)
무료 Free
064. 735. 8972 / Ext. 8972

아쿠아 피트니스 Aqua Fitness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수중 피트니스 프로그램입니다.
A aqua fitness with various aquatic activities
·성인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사전예약은 전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준비물 : 수영복

Time
Place
Price
Tel

09: 30 ~ 10 : 00

루프탑 ‘스카이피니티’ 풀(RT)
무료 Free
064. 735. 8972 / Ext. 8972

클라란스와 함께하는 루프탑 태닝존

로맨틱 포토북

Rooftop Tanning Zone with CLARINS

사진 전문가 케니가 제안하는 켄싱턴 제주 호텔의 포토존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드립니다.

프라이빗하고 시원하게 아이스 태닝을 즐길 수 있는 루프탑 태닝존에서
유럽 No.1 프레스티지 스킨케어 브랜드 클라란스 제품으로 태닝과 애프터 선케어를
즐겨 보세요! 자극 없이 건강하게 태닝을 즐길 수 있도록 클라란스의 선 케어 오일 스프레이,
쿨링감 있는 애프터 선 울트라 수딩 젤 제품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Romantic Photo Book

A Kenny’s photo service with capturing and storing the memorable moments
·제공사항: 사진, 포토북
·사전예약은 전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태닝존과 클라란스 제품 이용을 원하는 고객께서는 루프탑 웰컴 데스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lace
Price
Tel

루프탑 태닝존(RT)
무료 Free
064. 735. 8957 / Ext. 8957

Time
Place
Price
Tel

시간 협의 후 진행
켄싱턴 포토존
35,000원 (1팀, 앨범 1개)
064. 735. 8972 / Ext. 8972

외부 프로그램 Outdoor Activity

럭셔리 요트 Luxury Yacht
제주의 푸른 바다를 럭셔리 요트를 타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Sailing on a luxurious yacht and fishing on the deck
·기상 상황 및 업체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시간이 변동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전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Time
Place
Price
Tel

15:30 ~17:30
대포 포구
성인 35,000원 (1인), 소인 30,000원 (1인 / 37개월 이상 ~ 만 19세 미만)
064. 735. 8972 / Ext. 8972

숲 테라피 Forest Therapy

낚시 투어

제주의 아름다운 숲을 트레킹하면서 제주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고,
숲속에서 즐길 수 있는 호흡과 명상법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여름철 물고기를 낚시체험을 통해 직접 잡아 보고 제주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Boat Fishing Tour

A forest trekking program with meditation and breathing techniques

Experiencing Jeju’s summer boat fishing

· 7세 이상 참여 가능 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시간이 변동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은 전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시간이 변동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은 전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Date
Time
Place
Price
Tel

월, 수, 금, 일

14: 30 ~ 18 : 00
서귀포 치유의 숲
성인 35,000원 (1인), 소인 30,000원 (1인 / 만 19세 미만)
064. 735. 8972 / Ext. 8972

Date
Time
Place
Price
Tel

화, 목, 토

15: 20 ~ 18: 30
서귀항
성인 35,000원 (1인), 소인 30,000원 (1인 / 37개월 이상 ~ 만 19세 미만)
064. 735. 8972 / Ext. 8972

아트 컨텐츠 Art Contents

무성한 꽃, 캔버스에 유화, 120x100cm, 2016

토정웨 ‘또, 다른 일상’

갤러리 투어 Gallery Tour

토정웨(陶征魏, TAO ZHENG WEI)는 일상의 정감과 생명에 깃든 시간의 의미를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사물을 통해 고전적인 가치와 관념을 전달하며 작가 특유의 기법을
사용한 가공적인 공간을 그려내고 있다.
별다른 변화 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도모하는 것과 이 세상에 순수한
생존만 위한 존재가 아닌 활력 있는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토정웨(陶征魏,
TAO ZHENG WEI)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이다.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호텔 내 갤러리 작품 감상과
함께 아트 테라피를 경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Period
Place
Tel

2017년 8월 1일 ~ 8월 31일
갤러리 존(3F)
064. 735. 8972 / Ext. 8972

An art tour with a curator’s explanation of the displayed artworks
·사전 예약은 전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대상 : 8세 이상 참여 가능 (8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시 참여 가능)

Date
Time
Place
Price
Tel

화요일 ~ 토요일

10:00 ~10:40, 11:00 ~11:20 / 16:00 ~16:40, 17: 00 ~ 17:20
로비(2F)
무료 Free (사전예약 필수)
064. 735. 8972 / Ext. 8972

럭셔리 갤러리
Luxury Gallery
世界大名牌商场 luxury gallery
PRADA,古驰,博柏利,芬迪,菲拉格幕等最高打8折。
还可以退10%的税。现在最好的优惠。
프라다, 구찌, 펜디, 버버리, 페라가모, 보테가, 발렌시아가 등 해외 현지에서
직수입한 다양한 명품의 고유가치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PRADA, BURBERRY, FENDI, GUCCI, FERRAGAMO, BOTTEGA,
VALENCIAGA Experience a variety of luxury items at reasonable
price with Luxury Gallery 10 % Tax free.

Time
Place
Tel

10: 00 ~ 22 : 00
럭셔리 갤러리 (2F)
064. 735. 8977 / Ext. 8977

기념품 샵
Gift Shop
제주 특산품과 포인포, 코코몽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호텔 투숙 고객님들께 상품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생필품(칫솔 & 면도기) 구매 가능합니다.

Time
Place
Tel

10: 00 ~ 22 : 00
기념품 샵 (2F)

064. 735. 8977 / Ext. 8925

SNS 이벤트
켄싱턴 제주 호텔의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여하시고 숙박권과 다양한 선물 들의 행운을 잡으세요!
https://www.facebook.com/kensingtonjejuhotel

https://story.kakao.com/ch/kensingtonjeju

http://blog.naver.com/kenjeju

http://instagram.com/kensingtonjeju_hotel

8월 액티비티 시간표
시간

Kids

키즈 프로그램

내부 프로그램

09:00 ~10:00

Adult

Family

외부 프로그램

09:00 ~ 09:30
10:00 ~ 10:40

케니의 동화나라
*무료 (사전 예약 없이 이용 가능)

10:10 ~ 10:50

10:00 ~12:00

해녀 놀이

원 포인트 레슨
*무료

09:30 ~ 10:00

아쿠아 피트니스
*무료

*무료

11:00 ~ 11:40

케니의 풍선나라
*무료 (사전 예약 없이 이용 가능)

12:00 ~13:00
13:00 ~14:00

10:00 ~ 10:40
11:00 ~ 11:20
16:00 ~ 16:40
17:00 ~ 17:20

14:00 ~15:00
15:00 ~ 15:40

15:00 ~16:00

케니와 만들기
*무료

갤러리 투어
(화, 수, 목, 금, 토)
*무료

키즈 크래프트
*20,000원(1인 기준)
바다 팔찌 만들기 (월, 수, 금, 일)
나만의 테라리움 만들기 (화, 목, 토)

15:00 ~22:00

키즈 케어 (7H)
*70,000원 (1인 기준)

17:00 ~18:00

17:00 ~ 17:40

쿠킹 클래스
*20,000원(1인 기준)
케이크 만들기 (월, 수, 금, 일)
타르트 만들기 (화, 목, 토)

18:00 ~20:00
20:00 ~21:00

20:00 ~ 20:40

키즈 플레이
*무료

21:00 ~ 21:30

케니쇼
*무료 (사전 예약 없이 이용 가능)

21:00 ~22:00
21:00 ~ 21:50

마린키즈
*무료

*성인 35,000원 (1인)
*소인 30,000 (1인 / 만 19세 미만)
*7세 이상 참여 가능

15:20 ~ 18:30

16:00 ~ 16:40

16:00 ~17:00

14:30 ~ 18:00

숲 테라피 (월, 수, 금, 일)

12:00 ~ 18:00

로맨틱 포토북
*시간 협의 후 진행
*35,000원 (앨범 1개 기준)

낚시 투어 (화, 목, 토)
*성인 35,000원 (1인)
*소인 30,000
(1인 / 37개월 이상 ~ 만 19세 미만)

15:30 ~ 17:30

럭셔리 요트 투어
*성인 35,000원 (1인)
*소인 30,000
(1인 / 37개월 이상 ~ 만 19세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