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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massage Room  스포츠마사지실 

약손 힐링센터 (사전예약)

스포츠마사지 / 오십견 / 디스크 / 불면증 / 체증내림

위치-로비층

Restaurant  레스토랑 

한식 도담 - 시락국 정식, 콩나물해장국, 손칼국수 (위치-외부 주차장)

화덕피자 전문점(위치-로비층)

      

Beauty parlor  미용실/이용원

미용실 (위치-로비층)

이용원 (위치-남성 실내온천 내)

부대시설

www.seaspa.co.kr

www.seaspa.co.kr

온천

국민보양온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빌리지

거제도 해수보양온천

교통정보

주소

경남 거제시 수양로 507 거제도해수온천

Tel : 055-638-3000

•대전통영 고속도로

   대전(남대전무주방면) → 함양 → 진주→ 통영IC → 거제대교 → 고현

•부산

   가락대로/동서고가로/을숙도대로 → 거가대교 → 고현

옥산성지

거제면사무소

거제향교

거제골프빌

고현항

거제관광호텔

오아시스가족호텔

거제뷰CC

 거제생태테마파크
(2018년 완공 예정)

문재인대통령 생가

거제현관아

계룡산
(566m)

선자산
(507m)

독봉산웰빙공원

거제시청

반곡서원

세진암

고현종합시장

거제도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
거제 관광 모노레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거제삼성호텔

거붕백병원

코델리아호텔 아르누보호텔

글램핑 힐디큐브백화점
홈플러스

고현버스터미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거제삼성호텔

거붕백병원

코델리아호텔 아르누보호텔

맑은샘병원

글램핑 힐디큐브백화점
홈플러스

고현버스터미널

거제도해수보양온천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1018

1018

58

14

거제도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
거제 관광 모노레일



SPA  남·여 실내온천 

 뛰어난 수질의 해수보양온천과 넓고 쾌적한 시설의 여유로운 웰빙 휴식공간

•운영시간 : 05시~24시 (23시까지 발권 가능)

Family SPA  가족온천

 800m 암반의 해수온천수가 직수로 제공되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개인적인  

휴식공간

•운영시간 : 05시~24시 (22까지 발권 가능)

JjimjilRoom  찜질방(릴렉스존)

건강의 지름길 황토힐링룸은 성인전용시설입니다.

•운영시간 : 09시~21시

Sleeping Room  수면실

편백 수면실은 남성 실내온천에 있는 남성전용시설입니다.

•운영시간 : 05시~24시

Health Club 헬스클럽

최첨단 근력 유산소 운동 및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위한 기능별 공간과 최적의 맞춤 

운동 설계 밀론존/ 체지방 측정실/ 스피닝장/ G.X룸/ 트랙/ 크로스핏 전용장, 

건강상담실

•운영시간 : 평일 06시~23시 / 주말.공휴일: 06시~21시

• 건강상담실 : 평일 09시~16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체성분 측정 및 상담)

Golf Club  골프클럽

회전을 읽는 초고속 카메라 센서 시뮬레이터. SEASPA 골프클럽의 특화된 티칭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캐디 플러스 스핀 연습기 13대 / 골프존 비전 플러스 룸 (사전예약)

Swimming Pool  실내수영장

피부가 좋아하는 수영! 온천 수영풀에서의 사계절 내내 쾌적하고 여유로운 수영 

25m 6레인 정규풀(수심 1.2m~1.35m)/ 초보자풀/ 체온탕

•운영시간 : 평일강습시간 05:30~22시 / 주말.공휴일 07시~20시

Bathe Pool  바데풀/노천탕

탁월한 온천수와 6가지 유럽식 수치료 마사지, 시원한 바람과 함께 즐기는 노천

온천탕, 혈액순환 촉진, 근육 피로회복의 효과를 느껴보세요.

•운영시간 : 평일 07시~21시/ 주말 08시~20시

해수보양온천
Sea Hot Springs 스포츠센터

Sports center

국민보양온천이란?

온도 및 시설이 해당기준에 적합하며, 주변환경이 양호하고, 의학적 

효능이 우수한 광물질이 일정량 이상 포함되어 있어 건강증진 및 심신

요양에 적합하다고 국가(행정안전부, 경상남도, 거제시)가 인정하는 

온천(온천법 제9조)입니다.

온가족이 함께하는

건강빌리지 “거제도 해수보양온천”

GEOJEDO
SEA SPA

•심도 : 802m     •온도 : 33°C / 

•주요성분 : pH7.87 약알칼리성 Ca(Na)-Cl형 

•온천종류 : 염화물광천온천(칼슘황산염천)

거제도 해수보양온천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내 제10호 국민보양

온천으로 지정받았으며, 양질의 총 고용물이 가장 높은 보양온천

입니다.

온천수의 성분 및 효능

구분 특징 및 효능

K(칼륨) 3.28 세포의 삼투압 조절, 심장/근육기능 활성

Ca(칼슘) 1,140 골격형성 조절, 심장수축 조절, 혈액응고 조절

SO4(황산염) 304 피부질환 조절, 피부조절, 피부탄력 조절

Na(나트륨) 478 근육 조절, 신경 조절, 체액 HP 조절

Mg(마그네슘) 15.5 효소작용, 자율신경 조절, 혈액 알칼리화

Cl(염소) 2,260 소화촉진, 삼투압 조절, 피부질환, 신경/근육 활성

SiO2(규산) 17.4 피부탄력 조절, 피부보습 활성

Sr(스트론튬) 27.1 각질세포에 형성된 염증 조절

총 고용물 4,990 -

∆ 2018.05 온천자원 조사결과

거제도 해수보양온천은 지하 800미터 암반에서 솟아오르는 다량의 칼슘을 함유한 약알칼리성 

약식염천으로 피부, 근육통, 관절염, 여성병 및 수족냉증 등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온천수 검사결과 Cl(염소), Ca(칼슘), SO4(황산염)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칼슘황산

염천으로 고혈압증, 동맥경화증, 뇌졸중, 피부병 및 타박상 상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국민건강 증진 및 재활치료 등에 우수한 온천수로 조사되었습니다.



SPA  남·여 실내온천 

 뛰어난 수질의 해수보양온천과 넓고 쾌적한 시설의 여유로운 웰빙 휴식공간

•운영시간 : 05시~24시 (23시까지 발권 가능)

Family SPA  가족온천

 800m 암반의 해수온천수가 직수로 제공되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개인적인  

휴식공간

•운영시간 : 05시~24시 (22까지 발권 가능)

JjimjilRoom  질방(릴렉스존)

건강의 지름길 ‘황토.편백 힐링룸’ 황토힐링룸은 성인전용시설입니다.

•운영시간 : 09시~21시

Sleeping Room  수면실

 편백나무숲에서 즐기는 한 숨의 휴식, 편백 수면실은 남성 실내온천에 있는  

남성전용시설입니다.

•운영시간 : 05시~24시

Health Club 헬스클럽

최첨단 근력 유산소 운동 밀론 P.T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위한 기능별 공간과 

최적의 맞춤 운동 설계 밀론존, 체지방 측정실, 스피닝장, G.X룸, 700M 트랙, 

크로스핏 전용장, 건강상담실

•운영시간 : 평일 06시~23시 / 주말.공휴일: 06시~21시

• 건강상담실 : 평일 09시~16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체성분 측정 및 상담)

Golf Club  골프클럽

회전을 읽는 초고속 카메라 센서 시뮬레이터. 준비된 코치들의 다양한 강습법 

SEASPA 골프클럽의 특화된 티칭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캐디 플러스 스핀 

연습기 13대, 골프존 비전 플러스 룸 (사전예약)

Swimming Pool 실내수영장

피부가 좋아하는 수영! 온천 수영풀에서의 사계절 내내 쾌적하고 여유로운 수영 

25m 6레인 정규풀(수심 1.2m~1.35m), 초보자풀, 체온탕

•운영시간 : 평일강습시간 05:30~22시 / 주말.공휴일 07시~20시

Masagi Pool  바데풀/노천탕

탁월한 온천수와 6가지 유럽식 수치료 마사지, 시원한 바람과 함께 즐기는 노천

온천탕 혈액순환 촉진, 근육 피로회복의 효과를 느껴보세요.

•운영시간 : 평일 07시~21시/ 주말 08시~20시

해수보양온천
Sea Hot Springs

스포츠센터
Sports center

GEOJEDO SEA SPA

“ ”

•심도 : 802m     •온도 : 33°C / 

•주요성분 : pH7.87 약알칼리성 Ca(Na)-Cl형 

•온천종류 : 염화물광천온천(칼슘황산염천)

거제도 해수보양온천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내 제10호 국민보양

온천으로 지정받았으며, 양질의 총 고용물이 가장 높은 보양온천

입니다.

온천수의 성분 및 효능

구분 1호공 2호공 특징 및 효능

K(칼륨) 1.4 1.79 세포의 삼투압 조절, 심장/근육기능 활성

Ca(칼슘) 228 299 골격형성 조절, 심장수축 조절, 혈액응고 조절

SO4(황산염) 96.4 120 피부질환 조절, 피부조절, 피부탄력 조절

Na(나트륨) 148 186 근육 조절, 신경 조절, 체액 HP 조절

Mg(마그네슘) 8.12 5.82 효소작용, 자율신경 조절, 혈액 알칼리화

Cl(염소) 592 792 소화촉진, 삼투압 조절, 피부질환, 신경/근육 활성

SiO2(규산) 17.9 120 피부탄력 조절, 피부보습 활성

Sr(스트론튬) 5.65 8.56 각질세포에 형성된 염증 조절

총 고용물 1,620 1,940 -

∆ 2018.05 온천자원 조사결과

거제도 해수보양온천은 지하 800미터 암반에서 솟아오르는 다량의 칼슘을 함유한 약알칼리

성 약식염천으로 피부, 근육통, 관절염, 여성병 및 수족냉증 등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온

천수 검사결과 Cl(염소), Ca(칼슘), SO4(황산염)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칼슘황산염천으로 

고혈압증, 동맥경화증, 뇌졸중, 피부병 및 타박상 상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국민건강 

증진 및 재활치료 등에 우수한 온천수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보양온천이란?

온도 및 시설이 해당기준에 적합하며, 주변환경이 양호하고, 

의학적 효능이 우수한 광물질이 일정량 이상 포함되어 있어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다고 국가(행정안전부, 경상남도, 거제시)가 

인정하는 온천(온천법 제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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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가셔야죠!

      좋은 

    보양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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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massage Room  스포츠마사지실 

약손 힐링센터 (사전예약)

스포츠마사지/오십견/디스크/불면증/체증내림

위치-로비층

Restaurant  레스토랑 

한식 도담점-시락국 정식, 콩나물해장국, 손칼국수 (위치-외부 주차장)

화덕피자 전문점(위치-로비층)

      

Beauty parlor  미용실/이용원

미용실 (위치-로비층)

이용원 (위치-남성 실내온천 내)

부대시설

www.seaspa.co.kr

www.seaspa.co.kr

온천

국민보양온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빌리지

거제도 해수보양온천

교통정보

주소

경남 거제시 수양로 507 거제도해수온천 Tel : 055-638-3000

•대전통영 고속도로

   대전(남대전무주방면) → 함양 → 생초→ 동통영IC → 거제대교 → 고현

•사천공항

    사주사거리(고성, 동여방면 좌회전) → 화양삼거리(고성방면으로 우회전) →  

거제대교 → 고현

옥산성지

거제면사무소

거제향교

거제골프빌

고현항

거제관광호텔

오아시스가족호텔

거제뷰CC

 거제생태테마파크
(2018년 완공 예정)

문재인대통령 생가

거제현관아

계룡산
(566m)

선자산
(507m)

독봉산웰빙공원

거제시청

반곡서원

세진암

고현종합시장

거제도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
거제 관광 모노레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거제삼성호텔

거붕백병원

코델리아호텔 아르누보호텔

글램핑 힐디큐브백화점
홈플러스

고현버스터미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거제삼성호텔

거붕백병원

코델리아호텔 아르누보호텔

맑은샘병원

글램핑 힐디큐브백화점
홈플러스

고현버스터미널

거제도해수보양온천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1018

1018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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