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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혁신이나 창의는 현대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치가 증명되기 전
까지는 비난과 거부감을 가져오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호주 사람들이 사랑하는 예술가 중에 화가이자 판화가이며 무대 디자이너인 시드니 놀란
을 빼놓을 수 없다. 광활한 호주의 풍경을 독창적으로 해석한 그림으로 주목받은 그는 이
후 활동에서 ‘혁신’과 ‘창의’가 무엇인지 추앙과 비난의 경계를 넘나들며 유감없이 보여줬
다. 억만장자가 된 겜블러가 자연이 아름다운 호주 안에서도 ‘자연’으로 추앙받는, 아무것
도 없는 벌판에 세운, 죽음과 섹스를 주제로 세웠다는 기상천외한 미술관에 위대한 예술
가 시드니 놀란의 작품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다. 창의력이란 새로운 무
엇을 만들기도 하지만, 새로운 무언가 간의 연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뱀 (Snake)
시드니 로버트 놀란
[Sidney Robert Nolan, 1917~1992]
1970~1972년, 1,620개의 개별 그림
44x5.6m, 올드 앤 뉴 아트 박물관,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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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
국내 여행처럼 아주 가까운 거리지만 이국적인 도시, 혼자 훌쩍 여행을
와도 안전하고 보고 싶은 것이 가득한 곳, 과거의 시간으로 쉽게 떠날 수

달콤 상큼한 설렘
〈오사카 스위소텔 난카이 3일〉

있는 역사적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의 부엌이라는 별칭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끊임없이 맛있는 유혹이 멈추지 않는 곳이 오사카다. 배불러서
쓰러질 때까지 먹으며 돌아다닌다는 쿠이다오레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골목을 다닐 때마다 계속 깨닫게 해주는, 달콤 상큼한 설렘이 가득한 곳
이 이곳 오사카다.
한진관광 Muse 문의 02. 726. 5535 ~ 6

Muse가 제안하는 오사카의 재발견
• 명소 방문하기 :

오사카성, 도톤보리 거리, 우메다 공중정원, 햅파이브 대관람차 등
• 도심속 전통의 멋 :

교토 블루보틀, 철학의 길 요지야 카페 등 방문
• 스트리트 푸드 :

골목마다 이어지는 다양하고 맛있는 오사카 음식 체험

잘 알고 있는 곳이라고 여겼지만 여행할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도시, 누구

• 개성 넘치는 쇼핑 :

라도 티 없이 맑은 동심의 세계로 자연스레 이끄는 곳, 여행이 주는 설렘으로

독특한 패션과 소품들, 다양한 편집숍, 감성있는 빈티지 상품 등
• 잊지못할 체험 :

타코야키 만들고 맛보기, 나만의 토핑이 얹혀진 컵라면 만들기 등

찬란한 시간 속으로
〈도쿄 가조엔 3일〉

가슴이 뛰게 하는 분위기, 그리고 독특한 취향을 가진 사람에게도 충분한 만
족을 선사하는 곳이 도쿄다. 가장 일본다운 곳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세계적
인 다양성이 존재하는, 도쿄에서는 찬란한 시간으로 여행을 채운다.
한진관광 Muse 문의 02. 726. 5535 ~ 6

Muse가 제안하는 도쿄의 재발견

KALPAK이 제안하는 [4인 출발]
프라이빗
크루즈
10일
도쿄 유명 거리 거닐기, 미술과 디자인
등 아트투어
방문 등
, 테마카페아마니칸
(크루즈 5박 + 아만리조트 3박)
• 야경 즐기기 :

• 명소 방문하기 :

도쿄 스카이 트리, 롯폰기 힐즈 모리 타워, 오다이바 등 야경 포인트 방문
• 우아한 미식 여행 :

일정 발리(1)- 라부안 바조( 코모도 )-크루즈 (5)맛 경험 (2)- 발리-기내(1)
100여 곳에 가까운 도쿄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모요아일랜드
가격
\
17,492,400~
• 키덜트 문화 :
02. 726.
5704
진귀한 피규어, 게임과 캐릭터 상품 문의
쇼핑, 도쿄역
캐릭터
스트리트 방문
혜택 Mercedes Benz 컬렉션 여행용 캐리어
• 잊지못할 체험 :
객실 한정
제공
(선착순
20, 마리오
유리세공, 고양이 장식품(마네키네코) 그리기
카트) 체험
, 기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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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를 꿈꿀 때 머리에 그려지는 그림이 현실로 펼쳐진 곳, 가슴 뛰는
짜릿한 체험과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낭만적인 시간을 모두 누릴 수 있

눈부신 햇살처럼
빛나는 별빛처럼
〈푸껫 트윈팜스 5일〉

는 곳, 바쁜 현대생활에 지친 몸은 물론 마음마저 편안하게 해주는 전통 깊은
스파숍과 마사지, 그리고 달콤한 열대과일과 싱싱한 해산물, 다양한 향신료
로 미각을 자극하는 세계적인 식도락을 자랑하는 곳이 푸껫이다. Muse가 제
안하는 푸껫은 특별한 시간이 이어지는, 자신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
이다.
한진관광 Muse 문의 02. 726. 5535~6

Muse가 제안하는 푸껫의 재발견
• 대자연 감상하기 :

시밀란섬, 피피섬, 팡이만섬, 산호섬 등 푸껫의 아름다운 대자연 탐험
• 액티비티 즐기기

:

스노클링, 다이빙, 요트, 카약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와 헬기 투어 등 액티비티 즐기기
• 몸과 마음의 힐링

: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이 마사지와 스파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힐링 체험
• 맛있는 로컬 음식

:

태국 전통 궁중요리, 정통 남부 태국요리, 신선한 씨푸드 등 고품격 로컬 음식 맛보기
• 화려한 엔터테인먼트 :

태국의 신화와 전통이 담긴 작품 관람, 화려한 의상과 음악이 있는 공연 관람 등

불꽃 같은 열정과 정열로 예술에 일생을 바친 천재적 예술가의 나라, 하루 다
섯끼 식사가 너무나 당연한 건강한 미식의 도시들, 독특한 감성과 감각으로

Hola, Espana!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스페인 8일〉

마성의 소품이 가득한 곳, 온 세계가 아무런 이견 없이 ‘열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나라가 스페인이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꽃핀 화려한 유산과 고풍
스러운 도시가 주는 로맨틱한 분위기, 유럽 속의 또 다른 유럽 스페인의 매력
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한진관광 Muse 문의 02. 726. 5553~ 4

Muse가 제안하는 스페인의 재발견

KALPAK이 제안하는 [4인 출발]
크루즈
아마니칸
일등
스페인 거장의 예술 작품 감상하기,프라이빗
세계적인 미술관
투어, 플라맹코
공연10
관람
(크루즈 5박 + 아만리조트 3박)
• 현지인처럼 식사하기 :
• 예술 관람하기

: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하루 다섯끼 식사문화 체험 등
• 특별한 감성 쇼핑 :

일정 발리(1)- 라부안 바조( 코모도 )-크루즈 (5)-

트렌디한 패션, 독특한 감성의 잡화와 액세서리
소품과
, 인테리어(2)모요아일랜드
발리수공예품
-기내(1)쇼핑 등

가격 \17,492,400~
02. 726.
5704
와이너리 탐방, 스페인 고성과 왕궁 문의
투어, 요트
및 슈퍼카
드라이빙 등
혜택 Mercedes Benz 컬렉션 여행용 캐리어
• 잊지못할 체험 :
객실클래스
한정) 등
제공
(선착순
20, 쿠킹
럭셔리 부티크 호텔 체험, 헬기투어, 플라멩코
배우기
• 낭만적 추억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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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모든 것이 똑같은 여행,

괜찮겠어?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곳으로 가는 여행.
정해진 시간 내에서 여유 없이 숨가쁘게 둘러보는 여행.
자유롭게 행동하기 보다 일정을 따라야 하는 여행.

이젠 내 취향에 딱 맞는 나만의 여행을 하고 싶지 않아?

나만을 위한,
나에게 딱 맞춘 여행,

부럽지 않아?
내 감성에 딱 맞는 멋진 장소에서 인생샷 한 컷.
진짜 공주가 된 듯 우아한 호텔에서의 하룻밤.
자유롭게, 때로는 전문 가이드와 특별한 여행도 가능한 편안한 여행.

Muse, 나의 여행은 드라마야!
여행이 드라마가 되는 Muse

여행이 드라마가 되는 Muse

• ‘우아하고 세련되게’ 그녀들의 <파리 6일 / 파리& 노르망디 8일>
• 안녕, 체코의 모든 순간 <체코 7일>
• Hola, Espana!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스페인 8일>
• 알로하, 행복의 섬에서 쓰는 일기 <하와이 6일>
• 행복한 소녀가 되어 <방콕 5일>
• 눈부신 햇살처럼 빛나는 별빛처럼 <푸껫 5일>
• 신들의 섬에서 누리는 천상의 휴식 <발리 5일>
• 도시의 완성 <싱가포르 5일>
• 반짝이는 것이 좋아 <홍콩 3일>
• 달콤 상큼한 설렘 <오사카 3일>
• 찬란한 시간 속으로 <도쿄 3일>

• ‘우아하고 세련되게’ 그녀들의 <파리 6일 / 파리& 노르망디 8일>
• 안녕, 체코의 모든 순간 <체코 7일>
• Hola, Espana!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스페인 8일>
• 알로하, 행복의 섬에서 쓰는 일기 <하와이 6일>
• 행복한 소녀가 되어 <방콕 5일>
• 눈부신 햇살처럼 빛나는 별빛처럼 <푸껫 5일>
• 신들의 섬에서 누리는 천상의 휴식 <발리 5일>
• 도시의 완성 <싱가포르 5일>
• 반짝이는 것이 좋아 <홍콩 3일>
• 달콤 상큼한 설렘 <오사카 3일>
• 찬란한 시간 속으로 <도쿄 3일>

한진관광 여행상담 Muse 프랑스, 체코, 스페인 02. 726. 5533~4 / Muse 하와이, 방콕, 홍콩, 도쿄, 오사카, 푸껫 02. 726. 5535~6

한진관광 여행상담 Muse 프랑스, 체코, 스페인 02. 726. 5533~4 / Muse 하와이, 방콕, 홍콩, 도쿄, 오사카, 푸껫 02. 726. 5535~6

Especially for you
빠지다

Blue Mountains, Australia

오로지
행복하고
또 행복하라
호주

Australia
Unforgettable experience in nature & culture Ⅰ.

미국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다.
“행복한 삶이란 나 이외의 것들에게 따스한 눈길을 보내는 것이다.”
사회문제에 소신을 굽히지 않는 고집쟁이였지만
도끼 하나 들고 숲으로 들어가 집 짓고 살았던 자유의 체험을 통해
그는 풀과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에서, 호수의 잔잔한 움직임에서 큰 감동과 아름다움을 느꼈다.
안타까운 슬픈 전설도, 유칼립투스가 뿜어내는 푸른 기운이 가득한 자연 그 자체로 행복임을 깨닫는다.
에디터 진윤숙, 김도영 / 자료제공 및 촬영협조 각 촬영 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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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 the beauty of
Australia’s Great Barrier Reef!
2,300km 길이, 2,900여 개의 산호초, 1,500여 종의 어류, 4,000여 종의 연체동물 그리고 듀공과 바다거북.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설명하는 몇 가지 사실은 이곳이 다이버들에게 성지로 불리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아름답고 환상적인 바닷속. 틀에 박힌 뻔한 표현이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바닷속 세상은 뻔하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넓다는 산호초 숲에 숨어 개구쟁이 니모가 우리를 기다릴지 누가 알겠는가.

Coral and tropical fish, Great Barrier Reef, Australia

Wallaby, Australia

Meet unique Australian animals!
호기심은 많고 겁은 없다.
그래서 물끄러미 바라보다 무심한 척 다가온다.
사람 손에 든 사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앞발로 손을 꼭 잡고 먹이 먹기에 집중한다.
양껏, 흡족하게 식사를 마친 왈라비가 친절하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을 쳐다본다.
“오늘 고마웠어. 내 친구도 있는데, 내일 또 올래?”
이 녀석, 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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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 1월 영국 함선은 소와 양, 말까지 이끌고
바위투성이 황야였던 록스(The Rocks)에 닿았다.
항해를 지휘한 아서 필립 총독은
당시 본국 내무장관의 이름을 따 그곳을 ‘시드니’라 칭했다.
농작물을 키우고 양을 키우던 땅은 금광의 발견으로 빛을 더하게 되고,
2세기가 지난 지금의 시드니는 호주를 대표하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 활기찬 낭만, 자연 속 도시 시드니.
상반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룬 독특한 매력이 강력하다.

Opera House,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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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누리다

The beginning and end
of Australia travel ;

Sydney

Enjoy Point 1

Art

17세기부터 유럽인들이 들어와 1901
년 연방 발족으로 주권을 확립한 호
주는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음악,

바다의 조각 전시회 작품. David Ball의 <구>

미술, 음악 등의 예술에는 상금, 장
려금 등으로 국내 예술가에 대한 전
폭적인 지원을 했다. 러셀 드리스데
일, 시드니 놀런 등의 현대화가와 원
주민 화가를 비롯해 음악, 패트릭 화
이트 같은 노벨 문학상 작가 등을 배
출했다.

화이트 래빗 갤러리 내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내부 극장

유럽과 아시아의 폭넓은 예술의 포용
오페라 하우스와 달링하버, 하버 브리지 등 시드니를 대표하는 명소들은 많다. 그런 명소들도 좋지만, 시
드니에 사는 사람들, 시드니의 참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술관에 간다. 파블로 피카소를 비롯해 호
주 대표 화가들의 작품, 원주민 예술 등을 모두 볼 수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미술관, 그림을 보며 연필
스케치를 하는 열정적인 미술학도까지 함께 볼 수 있는 현대미술관, 갤러리 고수들 사이에서 유명한 중국
미술 중심의 독특한 화이트 래빗 갤러리 등 시드니에는 현대미술의 정취가 가득하다.

세계적 미항의 명성에 부합하는 예술
세계적인 미항 시드니의 상징으로 오페라 하우스를 꼽는다. 하지만 오페라 하우스가 그저 세계문화유산
으로 등록된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연간 3,000회에 달하는 공연이 펼쳐지는 예술적인 공간이란 점
에 주목해야 한다. 공연을 볼 시간이 없다면 오페라와 뮤지컬, 연극 등이 펼쳐지는 4개의 공연장을 비롯한
내부시설을 둘러보는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매년 10월이면 시드니 본다이에서 쿠
지까지 6km에 이르는 해변에서는 ‘바다의 조각 전시회’가 열린다.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조각상 100여 점
이 그림같은 해변에 전시되는데 해마다 50여 만명 이상이 관람한다.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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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연과 풍미가 함께하는 이색적 체험
시드니를 조금만 벗어나면 완전히 색다른 호주를 만나게 된다. 시드니 동부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약
200km, 해변과 사막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포트 스테판에 이르게 된다. 이곳에서는 모래언덕에서 즐기는
모래 썰매와 함께 넬슨 베이에서 호기심 많은 야생돌고래와 몸길이 11~16m에 달하는 큰 크기임에도 수
면 위로 점프를 즐기는 혹등고래를 만나는 크루즈에 승선할 수 있다. 반대로 시드니 남쪽,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지역인 헌터밸리는 진정한 휴식과 평화를 찾는 이에게 제격이다. 수많은 수상경력을 가
진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맛보거나 드넓은 포도밭을 열기구나 마차로 편하게 둘러보는 투어도 좋다.

Enjoy Point 2

Experience

호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문화의
중심지인 시드니에는 여행 기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만큼, 또 해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호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들이 시드니에도 많고
시드니를 조금만 벗어나면 호주 대
자연의 풍요로움을 더욱 감명 깊게

수면 위로 점프하는 혹등고래와 야생돌고래를 볼 수 있는 시드니 동부

만날 수 있다.

헌터밸리 들판을 뛰어다니는 캥거루

자연 속에서, 하늘에서 체험하는 시드니
항구 맞은편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리지 등 시드니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전망의 타롱가 동물원
에 페리를 타고 가보자. 4천 여종에 달하는 동물을 보는 것도 좋지만 활동적인 사람이라면 집라인, 흔들다
리 등의 체험을 하는 와일드 로프스도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시드니 사람들은 시설 좋은 타롱가 동물
원 이상으로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내는 캥거루를 볼 수 있는 모리셋 파크를 더 많이 찾는다.
아름다운 시드니 항구를 즐길 수 있는 클래식한 크루즈, 낭만적인 열기구와 헬리콥터, 스카이다이빙 등을
이용해 시드니의 풍경을 하늘에서 감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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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Point 3

Festival

일 년 중 340일이 청명하고 따뜻한
날씨, 블루 마운틴과 남태평양 사이
의 위치, 음식, 다양한 민족과 문화
등이 섞인 시드니에서의 축제는 어
쩌면 아주 당연한 결과다. 자연과 문
화, 사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시
드니에서 품격있는 축제의 즐거움에
열린 마음으로 푹 빠져보자.

시드니를 빛으로 물들이는 축제, 비비드 시드니

화려한 빛과 색으로 수놓아지는 시드니의 하늘

예술의 멋으로, 세계의 맛으로 즐기는 축제

시드니는 1월 시드니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매월 도시 전체가 들썩이는 축제가 열린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

2010년 9월 시드니 서부에서 처음 개최된 시드니 프린지(Sydney Fringe Festival)는 대안 예술과 문화 축

한 것이 비비드 시드니로 매년 5월 25일부터 약 20일간 빛, 음악,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모두가 즐길 수 있

제로, 올해도 9월 1일부터 한 달간 시드니 파크를 비롯해 시드니 곳곳에서 독립예술가들이 펼치는 음악,

는 문화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된 축제가 열린다. 특히 하버 브리지 등 시드니 곳곳을 물들이는 화려한 조

연극, 시각예술,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시드니의 10월은 계절상 봄이지만, 살이 찔 수

명 쇼는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본다이 비치에서는 9월 9일, 바람의 축제(Festival Of The Winds)라고 하

밖에 없는 시기인 듯싶다. 호주 최대의 푸드 페스티벌인 굿 푸드 먼스(Good Food Month Festival)가 10월

는 연날리기 축제가 열린다. 개최국은 물론 외국에서도 많이 참가하는 호주 최대 규모로, 본다이 비치 하

4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급 다이닝부터 길거리 음식, 디저트는 물론 밤에는

늘은 거대한 연들로 뒤덮인다.

누들 마켓이 열려 온종일 맛의 향연이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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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머물다

에미레이츠 원앤온리 울간 밸리의 와일드라이프 드라이브 체험

초록의
대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블루 마운틴.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다. 푸른 산이라니. 동화처럼 숲이 우거진 어딘가 파랑새가 날고
신기한 동물이 반겨줄 것 같은, 마치 이상한 나라에서 모험하는 앨리스가 토끼와 함께 걸어 나와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마저 든다.
블루 마운틴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내뿜는 유액이 햇빛을 통과하면서 연기

푸른 휴식

처럼 푸른 빛을 띠기 때문이다. 살균과 방충 효과도 있는 이 나무의 수액은 번잡한 도시 생활을 벗어
나 이 푸른 숲으로 들어온 이에게 싱그러운 공기를 내놓아 기운을 북돋아 주는 역할도 한다. 백만 헥

블루 마운틴,

타르나 되는 광활한 이곳에는 울창한 숲을 비롯해 붉은 사암 절벽, 협곡, 폭포, 동굴 등 자연의 아름

에미레이츠 원앤온리 울간 밸리

다움을 뽐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품고 있다.

KALPAK이 제안하는
시드니 파크하얏트,

Blue Mountains,
Emirates One&Only WolganValley
좁은 사암 두 정상 아래 웅장한 풍경이 펼쳐지는 블루 마운틴 행잉 록(Hanging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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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rates One&Only Wolgan Valley

블루 마운틴 원앤온리 리조트 체험
자유6일

ADDRESS 2600 Wolgan Road,
Wolgan Valley NSW 2790,
Australia Vietnam
TELEPHONE +61 2 9199 1811
HOMEPAGE www.oneandonlyresorts.com/
one-and-only-wolgan-valley-australia

일정 기내(1) - 블루 마운틴/울간밸리(2) 시드니(2)
가격 ￦ 6,967,200~
문의 02. 726. 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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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주는 감동 그리고 완벽한 힐링, 블루 마운틴
호주에서 누구라도 꼭 가보고 싶은 최고의 장소 중 하나는 블루 마운틴이다. 아름다운 풍경은 당연
한데 깊이가 남다르다. 마왕으로부터 딸을 보호하려다 돌이 되었다는 세 자매봉의 장엄한 풍경과 그
림 같은 웬트워스 폭포가 있는 재미슨 밸리(Jamison Valley), 널따란 테이블처럼 평평한 바위 아래 아
찔한 절벽이 펼쳐진 킹스 테이블랜드(king’s Tableland), 좁은 사암 정상 사이 숲이 우거진 계곡이 보
이는 행잉록(Hanging Rock)은 직접 눈으로 보아야만 하는 풍경이다.
이런 엄청난 풍경일지라도 조금 지루하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개방형 동굴인 제놀란 동굴
(Jenolan Caves)에서 매달 열리는 콘서트를 보며 여느 오페라극장보다 뛰어난 놀라운 음향효과에 빠
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넓은 블루 마운틴을 달리는 승마 체험

자연을 느끼다
블루 마운틴을 감명 깊게 느끼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원주민 다루그족 가이드를 따라 1,600년 전의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반나절부터 3일짜리 코스까지 다양한 기간과 난이도로 구성된
트레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산악자전거나 오프로드 자동차, 산 전체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스카이웨이나 52도 경사로 숲을 오르는 레일웨이를 이용해 좀 더 긴장감 있게 느껴보는 것도 방법이다.

동물과 친구 하다
다른 나라 동물원은 그냥 지나치더라도 호주 페더데일 동물원(Featherdale Wildlife Park)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캥거루와 왈라비, 코알라를 비롯해 타조 다음으로 큰 에뮤, 작은
반달곰과 너구리가 합쳐진 것처럼 생긴 타즈매니안데블, 호주 들개 딩고, 오소리와 비슷한 웜뱃 등 호
주에만 사는 동물들을 가까이 관찰하거나 먹이를 줄 수 있다. 동물원에 펜스는 처져 있지만 사이가
넓어 몸집이 작은 동물들은 자유롭게 넘나들기도 한다. 그 결과 때로는 펭귄 우리에서 천연덕스럽게
놀고 있는 왈라비나 동물원을 둘러보느라 바쁜 귀여운 쿼카의 빈집을 볼 수도 있다.

추억을 만들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고 하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블루 마운틴에서의 밤은 그저 캄캄한 시간
으로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뚝 떨어진 이곳에서의 밤은 타닥타닥 소리
를 내며 타들어 가는 캠프파이어가 시작을 알린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검은 하늘
가득한 은하수와 별똥별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다. 에미레이츠 원앤온리 울건 밸리 필드 가이드
의 안내를 받으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블루 마운틴에서의 추억 쌓기가 가능하다.

밤하늘에 가득한 별을 보는 블루 마운틴의 캠프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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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레이츠 원앤온리 울간 밸리 헤리티지 빌라 내부

오직 호주에서만 가능한 자연과 하나 되는 방법,
에미레이츠 원앤온리 울간 밸리
호주에서는 처음으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에, 세계자연유산 안에 자리 잡은 럭셔리 리조트가 에미
레이츠 원앤온리 울간 밸리다. 1832년 농장건물을 복원해 천혜의 자연환경에 특급 서비스를 결합하
겠다는 독특한 콘셉트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약 28km²(약 850만 평)의 넓은 부지에 40개 밖에
없는 빌라는 유칼립투스 등의 나무와 벽돌 등 자연에서 얻은 소재와 지중열교환기술을 이용한 난
방, 태양열 온수, 중수 재활용 등 환경을 위한 설계로 완성했다. 자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또 하나의
자연을 지은 것이다.
빌라마다 따뜻한 온수 수영장이 있으며 객실의 큰 창을 통해 목가적인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것
은 물론 위치에 따라 울간 밸리를 전망하거나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이 바로 보이기도 한다.
블루 마운틴의 동식물과 지형을 잘 아는 필드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주변을 산책하거나 리조트 농
장을 둘러보는 간단한 활동부터 트레킹이 동반된 야생동식물 투어, 별 관측, 승마, 산악자전거, 양궁,
사륜자동차 오프로드 투어 등 다양한 자연 활동이 마련되어 있어 이곳에 지내는 것만으로도 블루
마운틴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0 2018 AUTUMN

해가 뜰 무렵의 에미레이츠 원앤온리 울간 밸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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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산호초에 둘러싸인
비밀스러운
파라다이스
해밀턴 아일랜드, 퀄리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상징 하트 리프에서의 크루즈

에메랄드빛 바다에 몽글몽글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산호군락들 사이에 완벽히 하트 모양의 산호초
가 떠 있다. 마음속 가득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면 이곳에서 해야 할까. 그렇지 않아도 이곳은 전
세계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하는 명소라고 한다.
호주 퀸즐랜드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는 위성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산호군락
으로, 약 2만 년 전엔 거대한 나무가 들어선 숲이었다가 마지막 빙하기 이후 극지의 얼음이 녹으면서
바닷물이 차고 산호가 자라면서 지금의 대보초가 되었다고 한다. 20,000㎡가 넘는 면적에 2,900여
산호초와 1,500여 종의 어류가 사는 만큼 지구상 바다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 화려한 장관이 펼쳐지
는 곳이 이곳이다.

Hamilton Island,
Qualia - Great Barrier Reef
Qualia -Great Barrier Reef
ADDRESS 20 Whitsunday Boulevard,
Hamilton Island, Queensland 4803,
Australia
TELEPHONE +61 7 4948 9222
HOMEPAGE www.qualia.com.au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아름다운 바닷속 스노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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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PAK이 제안하는
호주 일주 9일
(케언즈, 울룰루, 시드니)
일정 기내(1) - 브리즈번(1) - 해밀턴아일랜드 (2) 케언즈 (1)- 울룰루 (1)-시드니(2)
가격 ￦ 19,789,200~
문의 02. 726. 5704

푸른 하늘을 날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2위로 선정된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한눈에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헬
리콥터 투어다. 하늘에서 보는 몽글몽글한 산호초의 전경과 함께 하트 모양의 산호초인 하트 리프는
보는 이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 만큼 아름답다. 해밀턴 아일랜드에서 하트 리프가 있는 리프 월
드까지 헬리콥터로 편도 30분 정도 투어하면서 후크 아일랜드, 하얀 모래로 더욱 빛나는 화이트헤븐
비치의 전경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바다를 가르다
섬인 만큼 바다에서의 레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해양스포츠는 물론 특별히 해양스포츠
를 즐기기 위해 새롭게 건조된 카타마란 투어, 오후 크루즈, 해가 진 뒤 노을이 진 아름다운 바다에
서 즐기는 트와일라잇 앤드 디너크루즈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바다는 보고 싶지만 다이빙이
익숙하지 않다면 반잠수정을 타고 산호 투어를 하거나 수중관측소에서 해양생물을 구경할 수 있다.

땅을 밟다
해밀턴 아일랜드는 동서 3km, 남북 4.5km의 작은 섬이지만 18홀의 골프클럽도 있다. 브리티시 오픈
에서 5번 우승한 피터 톰슨이 설계한 골크 클럽은 연습 퍼팅 그린, 치핑 그린과 골프 프로와 함께 하
는 골프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다. 호주에 있는 만큼 호주의 특별한 지상 동물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다면 와일드 라이프 파크가 답이다. 귀여운 코알라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거나 껴안고 사진을 찍
는 것은 물론, 캥거루와 왈라비, 딩고와 앵무새 코카투에게 먹이를 주거나 악어나 비단뱀 등 파충류
까지 조금 더 가깝게 볼 수 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헬리콥터 투어

오직 휴양을 목적으로 꾸며진 해밀턴 아일랜드
호주 퀸즐랜드주 휘트선데이 제도에 속한 74개의 섬 중에서 휴양지로 가장 잘 발달되어 있으며 유일
하게 공항이 있는 곳이 해밀턴 아일랜드다. 해밀턴 아일랜드가 호주인들에게도 최고의 휴양지 리스
트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1년 평균 기온 27도의 온화한 날씨다. 여기에 버기로 충분히 둘러
볼 만큼 작은 곳이지만, 60개 이상의 레저활동과 액티비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물론 우체국, 병원,
세계 각국 요리 전문 레스토랑과 바 등 여행 편의를 위한 시설도 완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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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알라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와일드 라이프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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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블비치의 수영장 전경

인간의 오감을 깨우는 신비로운 경험, 퀄리아
유칼립투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싱그러운 향기, 아름드리 큰 잎 고무나무 아래로 부는 산들바람의

16세 미만은 숙박할 수 없고 입구부터 엄격하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완벽한 프라이버시 보장을

촉감, 색색의 산호를 품은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머리 위로 솟아난 노랑 깃털을 뽐내고 있는 앵무

자랑하는 퀄리아는 대형 선데크를 갖춘 리워드 파빌리온, 전용 플런지 풀이 딸린 윈드워드 파빌리

새의 노랫소리. 퀄리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하나씩 만나게 되는 자연의 환영 인사다.

온, 게스트룸과 열 명이 함께 식사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다이닝룸을 갖춘 넓은 비치하우스 등 세

‘인간이 처음으로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느낌’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퀄리아(Qualia)란 이름은

가지 객실 타입으로 되어 있다.

이곳을 정말 잘 설명하는 최고의 이름이다. 이제 그저 자연이 주는 신호, 우리의 오감에 귀를 기울이

전용 비치에서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나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스파에서 긴장을 풀고, 노을이 질 때

면 어디서도 누릴 수 없던 진정한 휴양을 맛볼 뿐이다.

파빌리온에서 셰프가 솜씨를 발휘한 요리를 맛보면 우리의 오감은 완벽하게 깨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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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맛보다

독창적인 호주 고품격 다이닝 〈울간 다이닝 룸〉

The Wolgan Dining Room
돌로 만들어진 벽난로는 레스토랑 중앙에서 따뜻한 온기를 내뿜고, 벽면은 유리로
되어 있어 아름다운 블루 마운틴의 풍경이 그림처럼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세모꼴로 높은 천장과 바닥, 창틀 등 레스토랑의 인테리어에 사용된 나무 소재는
안락한 느낌을 준다. 아침엔 햇살로 빛나지만, 저녁엔 적절하게 조절된 밝기로 우아
하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이곳이 에미레이츠 원앤온리 울간 밸리 울간 다
이닝 룸이다. 아침엔 갓 구운 페이스트리와 빵의 고소한 향이 기분 좋게 코를 자극
한다. 저녁에는 간단한 일품요리와 함께 6코스의 정찬을 즐길 수 있는데, 요리와 가
장 잘 어울리는 호주 최고의 유기농 와인이 계절까지 고려해 제공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술을 잘 못 마시거나 와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곳 와인은 절
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풍미를 자랑하고 있으니 꼭 경험해보길 추천한다.

The Wolgan Dining Room,
Emirates One&Only Wolgan Valley
ADDRESS 2600 Wolgan Road, Wolgan Valley NSW 2790, Australia
TELEPHONE +61 2 9199 1811
HOMEPAGE www.oneandonlyresorts.com/one-and-only-wolgan-valley-australia

청정 자연의
건강함을
그대로 담은

Comment of Taste
Seared Swordfish Parsnip
Puree and Oberon Truffle
칼처럼 기다란 주둥이가 특징인 생선
이 황새치다. 황새치는 살이 희고 고소
한 맛이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선회로
도 먹고 서양에서는 구이 재료로 많이

호주의 맛

이용한다. 이번 요리도 황새치를 버터에
굽고 걸쭉하게 만든 파스닙과 호주 오
베론 산 송로버섯을 곁들였다. 우리나라
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파스닙은

호주의 음식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요리 재료는 청정우,

당근 맛과 비슷한데 더 달아서 설탕 당

즉 소고기다. 방목으로 자라 지방이 적고 담백한 맛이라서 우리나라

근이라고도 불린다. 파스닙 퓌레를 둥

에서도 인기가 높다. 본고장 호주에서도 육류 소비량은 아주 높은

그렇게 원을 그리듯 두르고, 버터로 구
워 고소한 맛이 더해진 황새치와 함께

데, 대체로 간단한 시즈닝만 더해 스테이크나 바비큐로 조리해 육류

커다란 새우와 송로버섯을 곁들여 놓았

본래의 맛을 즐기는 편이다. 또한 음식 재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다. 사용된 간이 세지 않아서 재료의 맛

어디서 생산된 것인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넘치지 않도록 적정량만
수확해 다음 세대와 그들의 청정 자연을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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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 살아있고, 약간의 허브만 곁들여
고소한 생선 맛에 신선하고 상쾌한 느
낌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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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새로운 로맨틱 파인 다이닝 〈롱 파빌리온〉

Long Pavilion
퀄리아에는 캐주얼한 감각의 페블 비치와 우아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롱 파빌리온
두 개의 레스토랑이 있다.
해변에 있는 페블 비치에서는 칵테일을 비롯해 호주 현대식 다이닝을 즐길 수 있다.
롱 파빌리온은 아침엔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식사를 하는 장소로, 오후엔 칵
테일 바로, 저녁엔 우아하고 로맨틱한 고품격 레스토랑이 된다.
롱 파빌리온은 고전적인 유럽 스타일의 요리는 물론이고 현지 해산물을 활용한 아
시아식 퓨전 요리로 유명하다. 또한 어떤 메뉴 하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미식
가들의 입맛에 맞춰 새로운 요리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거기에 소믈리에는 요리
와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해주기 때문에 매일 어떤 요리가 나올지 기대를
하게 한다. 만약 선택이 어렵다면 8코스의 정찬을 즐겨보자.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
는 신선하고 독특한 요리의 향연이 펼쳐질 것이다.
Long Pavilion, Qualia -Great Barrier Reef
ADDRESS 20 Whitsunday Boulevard, Hamilton Island, Queensland 4803, Australia
TELEPHONE +61 7 4948 9222
HOMEPAGE www.qualia.com.au

Comment of Taste
Spanner crab heirloom tomato
avocado

Comment of Taste

Comment of Taste

Passion fruit Mai-Tai

Beetroot goats curd fig walnut
salad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닭게
라 불리는 스패너 크랩은 커다란 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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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이 공구 스패너와 닮았기에 붙여

타히티어로 ‘최고’라는 뜻의 마이 타이

진 이름이다. 일반 게요리처럼 찜이나

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폴리네

특유의 붉은 색이 고운 비트는 토마토

탕, 볶음요리가 가능한데 킹크랩과는 다

시안 레스토랑에서 첫선을 보인 후로

의 8배에 달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슈

르게 몸통 부분에 살이 많고, 일반 게보

남국풍의 칵테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퍼푸드로 아삭한 식감을 살려 샐러드를

다 1.5~2배가량 게살이 더 많다. 지방

럼이나 테킬라를 베이스로 사용하고 과

비롯해 다양한 요리에 활용된다. 생이나

은 적고 단백질은 높은 데다 글루탐산

일이나 주스 그리고 잘게 부순 얼음을

피클로도 사용하지만 말려서 가루로 쓰

과 타우린이 들어 있어 맛도 좋고 탱글

가득 넣어 술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일

기도 한다. 가운데 뿌려진 붉은 비트가

탱글한 식감도 아주 좋다. 이 스패너 크

반적인데, 만드는 방법은 칵테일 바마다

루가 시선을 끄는 이 샐러드엔 잘 익은

랩을 적당히 다지고, 껍질을 벗겨 구워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향이

달콤한 무화과와 잘게 다진 호두도 곁

부드럽고 항산화 성분이 높아진 토마

풍부하고 시원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들여졌다. 상큼한 비트가루가 뿌려진 부

토, 퓌레로 만든 아보카도, 식용 꽃과 함

바다를 보며 마시는데 가장 좋은 음료

드러운 크림을 먼저 맛보고, 무화과로

께 나온다. 색도 예쁘지만 서로 다른 식

라는 것이다. 이 마이 타이엔 특히 새콤

달콤한 맛을 즐긴 다음, 고소한 호두로

감과 채소들의 조합이 간단한 요리처럼

한 패션푸르츠와 민트향의 허브를 곁들

마무리하면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하는

보여도 풍미가 아주 깊다.

여 상큼한 느낌을 더욱 높였다.

식욕을 돋우는 전채요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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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ic Australian Food ; 5 Australian Foods You Should Try

캥거루 스테이크

미트 파이

Kangaroo Steak

Meat Pie

호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음식으로 첫

영국 사람들이 들으면 섭섭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번째 꼽는 것은 캥거루 스테이크다. 호수의 마스코트인

피쉬 앤드 칩스처럼 호주에 종주국(?)의 자존심을 빼앗

캥거루는 1993년 식품으로 승인받은 뒤 지금은 호주

긴 음식이 미트 파이다. 미트 파이는 페이스트리 반죽

를 찾는 사람이면 이색 음식으로 한 번씩은 맛보게 된

안에 고기 육즙으로 걸쭉하게 만든 그레이비 소스에

다. 호주 원주민은 캥거루를 먹었지만, 공식적으로 먹게

고기와 채소를 버무려 구워내는데, 호주에서는 길거리

된 것은 호주 전체 인구수보다 3배가량 많이 늘어난 야

에서부터 고급 베이커리까지 곳곳에서 판매한다.

생 캥거루의 개체 수 조절도 한 이유가 됐다. 캥거루 때

소고기 외 양고기, 닭고기 등 다양한 육류를 사용하며,

문에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힘이 센 야생 캥거

함께 넣는 채소나 카레, 요구르트, 치즈 등의 부재료까

루는 평소엔 온순하다가도 놀라게 되면 사람도 공격해

지 합하면 종류는 셀 수 없이 많다. 호주 사람들은 저녁

인명피해도 냈기 때문이다. 캥거루 스테이크는 소고기

식사 후 야식으로, 야구장에서, 심지어 밤새 술 마시고

스테이크보다 육즙이 많지만 느끼한 맛이 적고 부드럽

난 다음 날 숙취 음식으로도 미트 파이를 찾는다.

고, 고소하다. 낯선 음식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충분
히 한 번쯤은 즐길만하다.

피시 앤드 칩스

래밍턴과 플랫화이트

Fish and Chips

Lamington and Flat White

호주 사람들은 호주에 왔다면 영국 음식이라고 알고 있

호주가 여성에게 더 매력적인 여행지로 꼽히는 데는 디

는 피시 앤드 칩스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저트의 역할도 작지 않다. 따뜻한 기후를 자랑하는 호

강조한다. 싱싱한 해산물이 많은 덕에 호주 어디에서나,

주는 야외 테라스 카페가 발달했는데, 카페의 대표 메

특히 시드니에서라면 영국의 어떤 피시 앤드 칩스와도

뉴가 바싹하게 구운 머랭 위에 생크림과 체리, 딸기 등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있는 요리를 맛보게 된다고 장

각종 과일을 얹은 파블로바와 잼을 바른 스펀지 케이크

담한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에서는 대개 대구나 명태

에 초콜릿을 입히고 코코넛을 뿌린 래밍턴이다.

살을 이용하지만, 호주에서는 다양한 생선을 사용한다.

플랫화이트는 카푸치노나 카페라테와 마찬가지로 에스

또 튀김옷도 밀가루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쌀가루도

프레소 커피에 스팀 밀크를 사용해 만들지만, 우유 질

사용해 바삭바삭한 식감이 일품이다.

감이 다르다. 우유 거품의 입자가 커서 부풀어 있는 카

보통 맥주 마실 때 곁들이는 안주 정도로 가볍게 생각

푸치노와 거품이 거의 없는 카페라테의 중간 정도로,

했다면, 호주에서는 평소에 생선을 잘 먹지 않는 사람

우유 입자가 크림처럼 아주 부드러운 맛을 낸다. 에스프

도 반하게 할 정도로 맛있는 일품요리로, 한 번만 맛보

레소 커피의 양도 더블샷이 기본이라 더 진하다.

기엔 아쉬운 음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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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만나다

Lizard Island,
Australia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그곳

Unforgettable experience in nature & cultureⅡ.
Lizard Island, Australia

리자드 아일랜드
호주 북동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퀸즐랜드에서 세계 최대 산호초 지역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가장 먼저 생
각나는 명소다. 워낙 넓은 퀸즐랜드이기 때문에 같은 주에 속해있다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즉 남쪽의 브리즈번은 조금은 서늘하지만 11월~4월까지의 케언스는 레포츠를 즐기기에 아주 좋은 날씨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크게 가장 남쪽부터 서던 리프 제도, 휘트선데이 제도, 트로피칼 제도로 나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라면 어느 지역이든 아름다운 산호초를 볼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쿠버 다
이빙 포인트는 트로피칼 제도에서도 가장 북쪽 리저드 아일랜드 근방의 코드 홀(Cod Hole)이다. 다이버들 사이에
서 극강의 바닷속 아름다움 체험기준으로 코드 홀이 등장하기도 할 만큼, 그저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곳이 리자
드 아일랜드다.

거울처럼 바닥까지 보이는 리자드 아일랜드에서의 스탠딩 패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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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에서 즐기는 패들보드 요가

섬 전체가 국립공원인 리자드 아일랜드는 ‘특별한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다. 세계 최
고의 다이빙 포인트 코드 홀의 아름다움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 어디서도 누려볼 수 없을 것 같
은 최고의 휴양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 무엇보다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도 받지 않고 쉬고 싶은 사람들에
게 적합하다. 특히 이곳은 섬의 지형을 최대한 그대로 살려 롯지를 배치해 우리의 휴양을 위해 자연을 훼
손했다는 미안함보다 사람이 자연 일부가 된 듯한 편안함을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 세계 낚시꾼을 흥분하게 만드는 곳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해양스포츠만큼이나 유명한 것은 낚시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난류 지역
이라 자잘한 고기보다는 성인 남자 팔뚝 정도의 크기는 우습게 볼 만한 ‘인생 낚시’가 가능하기 때문
이다. 낚시는 특히 8~10월이 적기인데, 리자드 아일랜드에서는 매년 10월에 7일 동안 블랙 말린 클래식
(Black Marlin Class)이라는 낚시 대회를 연다.

숨 막히도록 아름다운 바닷속 세상 탐험
산호는 햇빛이 바닷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맑은 물에서만 살 수 있다. 수온도 20도 정도로 따뜻해야 한
다. 가지각색의 산호에 따라 물고기도 오색찬란한 보호색을 자랑한다. 멸종위기의 혹등고래나 바닷거북
은 물론 사람보다 큰 포테이토 코드(그룹퍼)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딩기, 스탠딩 패들보드, 바닥이 유리로
된 카약 등의 해양스포츠는 물론 바다 위에서 즐기는 패들보드 요가(SUP 요가)도 즐길 수 있다.

자연을 마음껏 느낄 여유
리자드 아일랜드는 아름다운 바다에서의 스포츠, 산책처럼 때로는 숨이 가쁠 만큼 가파른 구간까지 있
는 적당한 높이의 산을 오르는 트레킹까지 바다와 산 모두에서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곳이다.
그와 반대로 그저 가만히 자연을 눈에 담는 여유있는 시간을 가질 것을 꼭 권하고 싶은 곳도 여기다.
리자드 아일랜드 바닷가에 비치된 프라이빗 보트

쿠크 룩(Cook’s Look)에서 맞는 일출, 바다를 물들이는 일몰은 매일 보아도 매일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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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으로 채우는 시간

Lizard Island, Great Barrier Reef

Lizard Island,Great Barrier Reef

ADDRESS PMB 40 Cairns QLD 4871, Australia
TELEPHONE +61 7 4043 1999
HOMEPAGE www.lizardisland.com.au

리자드 아일랜드,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케언스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처음엔 푸른 망망대해가 펼쳐지다 구불구불한 청록색의 띠가 보이고 이어 초
록의 작은 섬이 보이면 리자드 아일랜드에 닿은 것이다. 입자가 굵은 모래가 깔려 달라붙지 않는 해변과 초
록의 정원 사이에 나무로 지은 롯지들이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당연한 풍경인 듯 자리한다. 모든 스포
츠가 가능한 곳이지만, 글자 그대로 그림 같은 풍경과 위치 덕에 이곳에서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실과 떨어
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영혼을 맑게 하는 진정한 행복의 시간으로 채우는 것도 좋다.
총 40개의 빌라와 파빌리온을 운영하는 리자드 아일랜드에서는 리조트가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해 즐길 수 있다. 카약과 스탠드 패들보드, 스노클링 등은 원하는 시간만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오
랜 경력 셰프들의 수준 높은 요리와 고급 와인, 샴페인 등의 음료도 기본으로 제공한다. 섬 주변으로 떠날
때 필요한 피크닉 바구니도 예쁘게 마련해준다. 그래서 제니퍼 애니스톤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오직 평
화만이 가득한 이곳을 완벽한 휴양처로 삼았다.

비치프론트 스위트의 데이베드

빌라에 마련된 프라이빗 플런지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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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rgettable experience in nature & culture Ⅲ.
Lake Wakatipu, New Zealand

Lake Wakatipu,

New Zealand
신이 내린
완벽한 선물

KALPAK이 제안하는
[8인 출발] 뉴질랜드 9일
(네이피어, 퀸즈타운, 오클랜드)

와카티푸 호수

일정 기내(1)-오클랜드 - 네이피어(3) 퀸스타운 (3) - 오클랜드 (1)
가격 ￦ 28,616,600~
문의 02. 726. 5704

뉴질랜드만큼 장엄한 대자연의 모습과 그 자연의 혜
택을 순수하게 누리며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곳도 흔치 않다. 지역별 특징이 담긴 맛있는
음식은 어디에나 있지만 신선한 재료가 주는 상큼함
에 최고급 와인, 누구에게나 따뜻한 인심이 넘치는 곳
을 꼽는다면 뉴질랜드를 빼놓을 수 없다. 거기에 한 폭
의 그림 같은 집, 럭셔리 롯지에서의 휴식은 힐링의 정
답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람보다 양이 더 많아서일까?
낯선 이방인에게도 선뜻 마음을 내주는 뉴질랜드 사람
들만큼 친절한 사람도 찾기 어렵다. 뉴질랜드의 매력
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뉴질랜드 와카티푸 호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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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PAK이 제안하는
[Semi KALPAK] 뉴질랜드 남북섬 10일
(밀포드 사운드, 마운트쿡)
일정 기내(1박) - 오클랜드 (1박) - 로토루아 타우포(1박) - 크라이스트처치 윈드위슬 (1박) - 마운트쿡 (1박) 퀸즈타운 (1박) - 밀포드사운드 퀸즈타운 (2박) - 오클랜드 (1박)
가격 ￦ 16,763,200~
문의 02. 726. 5704

눈 쌓인 만년 설산과 호수에서 즐기는 짜릿한 모험
번지점프의 고향은 퀸스타운이다. 번지 점프의 고향답게 렛지 번지, 카와라우 다리, 네비스 번지 등이 있
는데 이 중에서도 원조는 카와라우 다리로 40m와 130m 높이에서 즐길 수 있으며, 강심장을 갖고 있다면
어둠에서 다양한 프리스타일 번지가 가능한 렛지 번지를 추천한다. 반나절 동안 4개의 호수를 지나는 사
이클, 한겨울에 즐기는 헬리 스키, 다트 강에서 즐기는 제트 보트 체험 등 짜릿한 액티비티가 있다.

영화 주인공처럼 낭만으로 기억되는 시간
여유 있으면서도 우아하게 퀸스타운과 와카티푸 호수, 만년설의 리마커블스 산맥의 풍경을 즐기고 싶다
면 헬리콥터나 경비행기 투어가 제격이다. 셀러브리티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 낭만적인 피
크닉을 즐긴다. 퀸스타운 주변의 센트럴 오타고 지역의 와이너리를 방문해 풍부한 향미의 와인을 시음하
고 지역 예술가의 갤러리와 공방을 둘러볼 수도 있다. 오래된 증기선을 타고 호수를 둘러보거나 우리가 정
한 일정대로 움직이는 크루즈를 타고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낼 수도 있다.

천상의 그린에서 즐기는 골프
그림 같은 풍경을 배경으로 한 골프클럽은 흔하지는 않지만 어렵지 않게 만날 수는 있다. 그러나 영화 ‘반
지의 제왕’에 등장한 가파르고 눈이 쌓인 리마커블스 산맥, 세실 피크 오버 더 톱 같은 골프코스는 어디서
나 만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정식 골프클럽은 아니지만, 헬기를 타고 올라가 해발 1370m의 높이에서 날
리는 샷은 평생의 기억에 남을만하다.
그리고 또 한 곳, 잭스포인트 골프클럽은 사진작가들의 필수 방문지다. 골퍼들은 골프를 즐기는 것뿐 아니
라 라운딩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잭스포인트를 빼놓지 않는다.

카와라우 다리에서 즐기는 번지 점프

때 묻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한 원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뉴질랜드에서도 가
장 풍경이 뛰어난 곳을 꼽으라면 퀸스타운의 와카티푸 호수를 빼놓을 수 없다.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빙하호인 와카티푸 호수는 물빛이 푸르고 아름다워 마오리족 말로 비취 즉 와카티푸라고 불리게 됐는
데, 날씨가 좋고 물결이 잔잔한 날에는 호수 건너편에 있는 만년설의 남알프스가 거울처럼 비쳐 장관을 이
룬다. 호수이지만 매시간 15cm 안팎의 간만의 차가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 마오리족 사람들은 호
헬기를 타고 올라가 해발 1370m에서 즐기는 골프

수 바닥에 누워있는 거인의 심장이 뛰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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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akauri Lodge

태곳적 순수한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곳

ADDRESS Farrycroft Row, 569 Glenorchy Road,
Queenstown, New Zealand
TELEPHONE +61 3 441 1008
HOMEPAGE www.matakaurilodge.com

Matakauri Lodge
마타카우리 롯지

마타카우리 스위트룸의 리빙룸

아름다운 와카티푸 호반, 뉴질랜드 최고의 럭셔리 휴양지 마타카우리 롯지가 자리하고 있다. 2014년 4월
영국 윌리엄 왕세손 부부와 생후 9개월의 조지 왕자가 머물렀던 이곳에는 8개의 코티지와 4개의 스위트룸
등 총 12개의 객실만 있는데, 모든 객실의 테라스에서는 산으로 둘러싸인 탁 트인 호수를 바라볼 수 있으
며 실내는 벽난로와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들로 따뜻하고 안락한 분위기다. 별채인 오너 코티지(Owner's
Cottage)에는 자쿠지 욕조, 주방, 넓은 안뜰이 있어 가족이나 커플, 친구들과의 여행은 물론 특별한 행사를
치르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마타카우리 롯지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멋진 산과 빙
하호로 말을 타고 피크닉을 떠나거나 사륜구동 오프로드나 산악자전거를 즐길 수도 있다. 다트 강에서의
제트 보트도 추천할 만 하다.
드라마틱한 풍경과 아름다운 호수, 헬리콥터를 타거나 제트 보트를 타는 모습 등 이곳에서만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전문 사진가의 솜씨를 빌어 사진으로 남기는 포토그라피 투어도 가능하다.
이곳에서 필요한 것은 이곳의 자연을 마음껏 즐기는 열린 마음, 딱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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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s Focus

과거의 흔적

Peru

현재의 시간이
어우러져 흐르는
신비의 땅

Peru
신비에 싸인 낯선 미지의 땅 페루. 페루를 생각하면 산
꼭대기 잉카문명이 남긴 마추픽추와 외계인이 그린
것이라 해도 믿을 것 같은 나스카 지상화, 복슬복슬한
털이 귀여운 알파카와 침을 뱉는 시크한 라마 정도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진짜 페루의 모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신비로운 잉카문명과 화려한 스페인 문화, 웅장하고
심오한 자연과 대화하며 순응하며 사는 순박하고
따뜻한 페루 사람들의 인정을 만나게 되면, 꼭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은 버킷리스트의 한 자리를 차지하
게 된다.
에디터 김도영

KALPAK이 제안하는
SEMI KALPAK [비즈니스 탑승]
페루 일주 8일
출발 10 월 13일 / 11월 10 일 , 24일 /
12월 8일 , 15일 / 1월 12일 , 26일 /
2월 2일 , 16일
일정 미국 ( 로스앤젤레스 경유) - 페루 (5) 미국 ( 로스앤젤레스 경유) - 기내(2)
가격 ￦ 20,077,200~
문의 02. 726. 5704

잉카인이 세우고 살았다는 추측
외에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 아
름답고 신비로운 페루 안데스산
맥의 유적지, 마추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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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리네라스
잉카인들이 해발
3,000m 의 거대한 언덕 비탈에
층층이 만들어진 염전으로, 오래
전 바다였던 탓에 지하에서 뿜어
져 나오는 아주 짠 소금물이 약
2,000 여 개의 계단식 연못으로
조금씩 흐르게 설계됐다.
2
삭사이우아만 잉카인들의 석
조 유적으로 , 회반죽이나 흙 등
어떤 접착제도 없이 단단히 붙어
있는 돌 요새다 . 건축에 사용된
돌은 지역에서 난 것이 아니어서
어디서, 어떻게 가져와 쌓았는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3
모라이 계단식 테라스로 구성
된 잉카 문명의 일명 다랑이 밭 .
의례를 지내는 곳으로 쓰였다는
설도 있지만 대체로 실험용 농경
지로 쓰였다는 설이 우세하다.

산 아래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 ‘잃어버린 공중도시’로 불리는 마추픽추는 중앙의 수로를 중
심으로 남북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200여 채의 구조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남쪽으로는 다랑
이 밭이, 북쪽으로는 광장, 거주지를 비롯해 태양과 달의 신전, 왕의 무덤이 있는 콘도르 신전
같은 종교시설이 모여있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외계인들이 이 도시를 건설하고 어느 순간 모두 훌쩍 떠나버
렸다고 퍼뜨리지만, 역사학자에 따르면 기원전 4천 년부터 2천 년 사이 완성되었다고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1300년경 버려진 것을 스페인의 침공을 계기로 1543년 재건설했다고 주장하
기도 한다. 학설이 어떻든 독수리 형상의 콘도르 신전과 마치 돌을 두부 자르듯 정교하게 홈을
내어 잘라 쌓은 벽, 높은 산임에도 도시 전체에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놓은 돌로 만든 정교한
수로, 그림자로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감지해 낸 해시계는 감탄만을 자아낸다.
특히 잉카인들은 수많은 돌을 가져와 철제도구가 없던 시절에 제각각으로 생긴 자연석을 종이
한 장 들어갈 틈 없이 정교하게 자르고 깎아 이 높은 산꼭대기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고, 더
구나 아직 이 도시의 건설 목적과 기능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은 세계 7대 불가사
의 중 하나로 꼽힐만한 이유로 충분하다.

1
2

3

구름 사이에 세운 신비로운 태양의 도시, 마추픽추
35살의 젊은 미국의 역사학자 하이럼 빙엄(Hiram Bingham) 일행은 한 소년과 함께 험준한 산
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2년 전 남미 해방운동가의 행적을 연구하기 위해 우연히 찾아온
이곳에서 만난 한 농부가 이야기해준 잉카유적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베일에 싸인 도시
를 탐험할 전문가집단을 꾸려 다시 온 것이다. 그들은 텐트 야영과 열악한 탐사 장비로 버티며
밀림 속에 감춰진 이 신비의 요새를 탐사하고 기록했다.
‘늙은 봉우리’란 뜻의 마추픽추와 ‘젊은 봉우리’란 뜻의 와이나픽추 두 산의 능선에 자리한 전
설로만 전해지던 잉카의 유적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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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4
벨몬드 호텔 리오 사그라도 잉카
의 유적, 안데스 산맥의 풍경, 아
기자기한 마을과 완벽한 날씨, 그
모든 것을 즐기고 싶은 여행객들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
는 곳이다.
5
벨몬드 하이럼 빙엄 열차 마추픽
추를 발견한 고고학자 하이럼 빙
엄의 이름을 딴 마추픽추행 벨몬
드 하이럼 빙엄 열차는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이름 높다.
6
벨몬드 호텔 모나스테리오 쿠스코
대칭형 정원은 산책을 즐기거나
분수대에 앉아 사색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장소다.

6

우아하고 색다르게 만나는 럭셔리 페루
안데스산맥, 아마존 밀림, 아마존강 주변 평원 그리고 잉카가 남긴 수많은 유적으로 누구나 페
루를 거대하고 아름다우며 신비로운 여행지로 꼽지만, 반면 안락한 여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는 의문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페루를 대표하는 수많은 여행지 사진에 가려진 오해다.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는 예사롭지 않은 유적이 너무나 많아 벨몬드 호텔 모나스테리오
(Belmond Hotel Monasterio) 같은 기품있는 곳이 가려졌다. 300년 수령의 삼나무를 가운데 둔
거대한 중앙 정원은 시나 수필 하나쯤은 일필휘지로 써 내려갈 수 있는 분위기다. 호텔 내부는
갤러리라고 불러도 손색없는 예술적인 기품을 풍긴다. 예술품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미술 투어에서 들을 수 있다. 성스러운 계곡에 자리한 벨몬드 호텔 리오 사그라도
(Belmond Hotel Rio Sagrado)는 자연으로 둘러싸여 저절로 힐링이 될 것만 같은 분위기다. 객
실도 아름다운 자연을 편안히 감상할 수 있도록 침대 바로 앞은 전면 유리창으로 되어 있다. 이
곳은 현지 식물과 꽃을 이용한 전통 스파 트리트먼트로도 유명하다.
쿠스코에서 마추픽추로 가는 열차 또한 페루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다. 쿠스코에서 한
두 시간 거리 성스러운 계곡(Sacred Valley) 초입의 오얀타이탐보 마을에서 마추픽추로 향하
는 벨몬드 하이럼 빙엄(Belmond Hiram Bingham) 열차 여행은 환영 칵테일을 시작으로 페루
요리와 향긋한 와인으로 이어진다. 바가 있는 열차 칸에서는 카혼과 탬버린 등의 흥겨운 연주
에 맞춰 가볍게 춤을 추기도 한다. 그리고 이 호화로운 열차의 배경은 아기자기한 마을과 세차
게 흐르는 우루밤바강이 만드는 급류와 깊은 협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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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쿠스코 쿠스코 여행의 출발점
이 되는 아르마스 광장 . 잉카 시
대의 비라코차 신전 자리에 스페
인 사람들이 100년의 세월을 들
여 대성당을 지었다.
8
벨몬드 미라플로레스 파크 호텔
레스토랑, 트라갈루스 밖으로는
꽃 정원을 두고 하얀 벽에 그려
진 이색적인 그림과 인테리어로
리마에서 가장 주목받는 레스토
랑 중의 한곳이 되었다.

7

8

9
벨몬드 미라플로레스 파크 호텔
의 브런치 브런치와 점심, 저녁
을 즐길 수 있는 트라갈루스에
서는 페루 전통 요리는 물론 해
산물 등을 활용한 세계의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품위있게 즐기는 세계 최고 페루 건강 미식
안데스산맥과 아마존의 열대우림과 강, 태평양으로 둘러싸인 페루는 음식 재료의 천국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페루의 어머니들, 나아가서는 셰프들은 이 풍성한 음식 재료를 활용하는데
열성적이어서 소위 ‘페루 쿠진(Peru Cuisine)’을 만들어 냈다. 잉카문명을 처음 보게 되는 입구
인 쿠스코에서는 아마존에서 뜨거운 태양을 받고 자란 각종 열매를 비롯해 퀴노아, 사차인치,
카무 등 슈퍼푸드가 넘쳐난다. 성인 남자의 엄지손가락만큼 굵은 옥수수, 속이 꽉 찬 양배추처
럼 크게 자란 브로콜리 등 채소들도 슈퍼 사이즈다. 특히 일품요리를 주문하면 꼭 곁들여 나오
는 감자도 페루에서는 아주 중요한 채소다. 그도 그럴 것이 감자 종류만도 4,000가지에 이른다
고 하니 모양, 색, 맛이 각각 다른 것도 이해가 간다.
수도 리마의 벨몬드 미라플로레스 파크 호텔의 레스토랑과 바에서는 약 80여 가지 전 세계 요
리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데, 그중 트라갈루스(Tragaluz)에서는 페루 전통 요리는 물론 아시아
와 지중해의 요리 등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특히 이곳은 음식의
맛뿐 아니라 페루 자생의 꽃 정원을 바라보며 하얀 벽면에 그려진 독특한 그림과 인테리어로
유명해 리마 최고 레스토랑으로 꼽힌다.
페루의 건강한 맛은 쿠스코의 벨몬드 호텔 모나스테리오에서도 이어지는데 이곳의 엘 투페이
(El Tupay)에서는 지역에서 재배되어 갓 수확한 신선한 재료를 요리의 최우선 조건으로 삼고

태양의 제국 잉카의 후예로서 자부심

있다. 테이블 위 촛불과 샹들리에로 편안하면서도 고혹적인 분위기답게 이곳에서는 저녁에만

남미에서 세 번째로 큰 페루는 원주민인 인디오가 45%, 인디오와 백인의 혼혈인 메스티소가

문을 여는데, 특히 일주일 중 삼일 밤은 쿠스코 최고의 테너와 소프라노가 펼치는 오페라 공연

37%, 백인이 15%, 그 밖에 다인종으로 구성된 나라다. 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4,000년이 넘는

이 열려 예술적이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배가시킨다. 주변의 라운지에서는 식전주를 즐기거

고대문화의 유산을 간직해온 나라로 수도인 리마는 세계 30위권에 해당하는 대도시다.

나 저녁 식사 후 칵테일이나 와인을 한잔하면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기 좋다.

역설적으로 잉카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엔 스페인식의 유럽 건물들이 많이 보인다. 스페인 사
람들이 잉카 신전을 파괴하고 그 위에 성당 같은 자기들 건축물을 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잉
카의 문명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1950년 도시의 1/3이 무너질 만큼 엄청난 대지진이 쿠스코에 일어났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세

8

운 건축물은 거의 무너졌지만 잉카 건물의 기초는 멀쩡하게 그대로 남았다. 지금도 쿠스코 구
시가지 골목길에 남아있는 돌벽을 보면 면도칼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데다 촘촘
하고 단단해, 잉카인들의 석재 기술이 얼마나 우수한지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쿠스코의 뜻이 원주민 말로 ‘세계의 배꼽’인데, 잉카인들은 우리 몸의 한 가운데 배꼽이 있듯
이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다. 잉카제국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안데
스 고원에서 아마존으로 흘러가는 우루밤바강 유역의 협곡 이름 자체도 ‘신성한 계곡’을 지나
야만 쿠스코에 닿게 되는 여정만 봐도, 세계의 배꼽에 대한 설명이 된다.
베일과 신비에 싸였던 잉카문명의 우수함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매년 6월 24일, 잉카가 숭배하
는 태양신과 가까워지는 날 그때의 영광을 재현하는 인티라미(Inti Raymi) 축제도 열린다.
온 주민이 참여하는 이 축제는 전통음악에 맞춰 머리엔 신성한 새 콘도르의 깃털을 장식하고
전통복장을 한 잉카의 후예를 선두로 행렬과 춤이 이어진다. 비극적인 역사를 넘어 영화로웠
던 잉카인의 자랑스러운 후예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펼쳐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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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다임러 AG의 익스테리어 디자이너들은 중요한 혁신에 한 번 더 완벽을 기하는 임무에 직
면했다. 2004년 메르세데스-벤츠가 최초의 4도어 쿠페라는 새로운 포문을 열었을 때 첫
CLS는 개척자로서의 면모를 입증했다. 이제 3세대로 접어든 The New CLS는 이전 세대
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걸작이다. 상어의 코 형태로 날렵하게 앞으로 기울어진 전면

Icon of our time

부, 그릴 오프닝의 하향형 실루엣, 루프의 하강 윤곽, 극도로 좁은 LED 헤드라이트, 두
파트로 이뤄진 테일라이트를 포함해 차의 모든 요소가 스릴과 흥분을 자아낸다. 사이드
몰딩과 날카로운 모서리를 제거함으로써 차의 본질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해 시선을 집

글 카트린 마이어(KATHRIN MAIER) / 사진 유르겐 베르드로(JÜRGEN BERDEROW)

중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탑재된 어시스턴스 시스템은 최첨
단이며, 인테리어 역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에너자이징 컴포트 컨트롤(Energizing
Comfort Control) 프로그램을 포함해 S-Class에 견줄만한 럭셔리한 특징을 자랑한다. 더
욱이 CLS는 추가적인 혁신을 더 했다. 다름 아닌 조명이 들어오는 통풍구다. The New
CLS는 우리 시대의 아이콘이자 이 클래스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가고 있다.

CLS만의 감성 :
메르세데스-벤츠의
‘감각적 순수함(Sensual Purity)’이라는
디자인 원칙을 구체화했다.

와이드스크린 콘솔,
64가지 컬러의 앰비언트 라이트,
터치 컨트롤 스티어링휠 :
차의 인테리어는 진정한 럭셔리함을 드러낸다.

우아한 라인과 뛰어난 공기역학성:
The New CLS는 4도어쿠페임에도
충분한공간을 제공한다.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이미지와 사양은 국내 출시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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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Luxury

홍콩이
더욱 특별해지는
순간

포시즌스 호텔 홍콩의 외경

홍콩의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인피니티 풀

포시즌스 호텔 홍콩

Four Seasons Hotel Hong Kong
아주 작은 섬이지만 여행의 즐거움과 재미가 넘치는 곳, 방문 때마다
놀라움을 주는 홍콩. 활기로 가득한 낮과 화려한 밤, 고풍스러운 중국 전
통과 최첨단 도시의 모습이 공존하는 홍콩은 독특한 매력을 지녔다.
그 홍콩의 매력을 더욱 특별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이 포시즌스 호텔
홍콩이다.

중국 최초로 미슐랭 3스타를 획득한 중식당 룽킹힌

포시즌스 홍콩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은 최적의 위치와 완벽한 객실 컨디션이
다. 국제금융센터(IFC)에 위치해 몰과 바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홍콩의 모든 교통수단과 쉽게 연
결되어 홍콩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모두 한 번쯤은 들르게 되는 곳이다. 그렇게 시내 중심에 있
지만 완벽한 방음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널찍한 객실은 아름다운 빅토리아 하버뷰와 모던한
인테리어로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아름다운 홍콩의 야경을 바라보며 즐기는 여유로운 휴식
활기와 역동감이 넘치는 홍콩이지만 포시즌스 홍콩에 머물게 되면 오히려 비가 오는 궂은 날씨를
은근히 바라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객실의 편안한 소파에 누워 270도 시야의 통유리창으로
즐기는 하버뷰 때문이다. 특히 2016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에서 5 스타를 받은 스파에서 전문 테라
피스트들의 천연재료를 활용한 섬세한 트리트먼트는 잊을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오픈키친으로 눈과 입이 즐거운 미슐랭 2스타 카프리스, 중국 최초로 미슐랭 3스타를 획득한 중
식당 룽킹힌에서 광둥식 요리를 음미하는 것도 좋다. 특히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적당히 따뜻한
온도의 인피니티 풀에서 바라보는 홍콩 야경은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추억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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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 Place

머문다(stay) 라는 단어와 휴가(vacation)가 합쳐진 신조어 ‘스테이케이션

올해의 키워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조화를 의미하는 워라

(Staycation)’은 원래 멀리 가지 않고 집이나 집 근처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을 뜻한다.

밸의 가치에 주목하면서 ‘휴식’이란 의미도 새롭게 받아들여 지고 있다. 무엇이든

그러나 최근에는 여행을 가더라도 여러 곳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한곳에 머물며

많이 보고 여러 곳을 다니는, 일할 때 보다 더 바쁘기만 한 여행이 아니라 한 곳

마치 그곳에 사는 현지인처럼 지내면서 현지의 문화를 만끽하는 것으로 의미가

에서 여유 있게 체험하고 느끼는 휴식 같은 여행에 대한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확장됐다.

‘양’보다 ‘질’이 여행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 사람들은 휴식같은 여행을 즐길

누적된 피로도 풀고 현지인처럼 행동하고 그들의 문화를 체험하며 여유를 얻는

수 있는 곳으로 어디를 선택할까.

휴가, 어디가 좋을까.
에디터 김도영
치앙마이에서 즐길 수 있는 코끼리 트레킹

비탈을 따라 계단식으로 배치된 치앙마이의 논

그곳에서
그곳
사람처럼

태국 치앙마이
목가적인 풍경과 소박한 예술적인 감성 속 여유로운 휴식같은 여행
태국 제2의 도시 치앙마이는 태국 북부에서 가장 큰 주인 치앙마이주의 주도이기
도 하다. 이곳의 주민은 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곳을 찾는 여행객은 1년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수많은 사원과 목가적인 풍경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오게 만
들고, 이곳에서의 ‘삶의 질’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도록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
좋은 날씨와 강변에 늘어선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맛있는 음식 외에도 요가와 쿠
킹 클래스 같은 다양한 소모임도 많고 우리나라의 템플스테이와 비슷하게 사원이
운영하는 수행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하이킹하기 좋은 아름다운 자연과 세
계에서 처음 만들어진 코끼리 병원에서 코끼리를 친구처럼 만나는 일도 특별하다.
그리고 나른해지는 오후엔 월드라테아트 챔피언을 두 번씩이나 차지한 솜씨 좋은
바리스타가 만들어주는 향기로운 커피에 빠져 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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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
아름다운 자연 속 생생한 열대의 기운을 담은 예술과 활기로 가득한 파라다이스
신들의 섬으로 불리는 발리는 태국의 치앙마이와 함께 스테이케이션의 대표 주자
다. 예술가 마을이나 맛있는 커피, 언제나 화창한 날씨는 치앙마이와 같지만, 발리
는 치앙마이보다 다채롭고 재미난 곳이다. 서핑을 좋아하고 흥겨운 펍 분위기의 꾸
따, 정제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스미냑, 예술가들이 모인 우붓 등 취향에 따라 선
택의 범위가 아주 넓다.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영화
중 ‘사랑하라’의 에피소드는 우붓을 배경으로 한다. 발리 주변의 바다는 다이버들
사이에서 최고 자리를 다툴만큼 아름다운 바닷속 풍경으로 유명하다.
또 발리뿐 아니라 세계 10대 파라다이스로 선정된 바 있는 롬복이 멀지 않은 거리
에 있다. 순박한 롬복이 화려한 발리와 확연하게 다른 포인트는 이곳을 지나가는
아시아계와 호주계의 동식물을 구분 짓는 윌리스 라인 때문이다. 한곳에서 두 대
륙 특징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더불어 롬복 북서부 작은 세 개의 길리섬들에서는
바다거북을 비롯해 온갖 해양생물을 깨끗한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새벽 탁발 모습

라오스 루앙프라방
자연스럽게 삶과 나눔을 생각하게 되는 느리게 살기의 본고장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즉 소확행은 우리 주변에서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고 느끼
게 해주었다. 그런 소확행이 가득한 곳 중의 하나가 라오스 루앙프라방이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새벽 5시, 주황색 승려복을 입은 스님들에게 주민들은 공
손하게 준비한 음식을 공양한다. 음식을 받은 스님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
고, 음식을 받은 가난한 자는 길거리의 개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 무겁지 않게 삶
과 나눔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라오스 전통 양식의 수많은 사원과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이국적인 건물이
가득한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붉은 노을에 물든 메콩강과 루앙프라방 전경이 한
눈에 보이는 푸씨산, 에메랄드빛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꽝시폭포 등 때묻지 않은
자연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10년 전 일찌감치 뉴욕타임스는 루앙프라방을 1위
여행지로, 2014년 영국 여행전문 잡지 원더러스트는 실제 다녀온 여행자들의 만족
도 설문조사를 통해 이곳을 최고로 꼽았다.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의 예술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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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새로운 홍콩을 누리는 방법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을 따라 흐르는 음악의 선율,
그리고 와인의 향취에 물드는 영원같은 시간

더 머레이, 홍콩, 어 니콜로 호텔
The Murray, Hong Kong, A Niccolo Hotel

도시 한가운데 아름다운 다뉴브강이 흐르는 부다페스트는 2세기 무렵 로마인들
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한 100여 개의 온천 덕에 ‘물의 도시’라고도 불린다. 또 부다
왕궁에서 내려다보는 다뉴브강 야경이 유명하기 때문에 ‘밤이 화려한 도시’라는
별명도 있다. 석양이 도시를 물들일 때 다뉴브강의 유람선은 도시의 낭만에 흠뻑
취하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부다페스트를 설명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마지막 포인트는 음악
이다. 헝가리는 쇼팽과 함께 근대 피아노기법을 창시한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 오
늘날 작곡가 지망생들의 모델 벨라 바르토크, 헝가리 음악의 국부 졸탄 코다이, 글
루미 선데이를 작곡한 세레즈 레조 등 수많은 음악가를 배출한 나라다. 그래서 주
말마다 오페라나 클래식 공연이 풍성하게 열려 음악의 선율에 푹 빠져 지낼 수 있
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아르누보, 바로크, 네오클래식 등 다양한 전통 양식

[조기 예약 프로모션]
홍콩 머레이 자유 3일
(The Murray, A Niccolo Hotel)
일정 홍콩 (2)
가격 ￦ 1,068,000~
문의 02. 726. 5710

화려하고 활기 넘치는 홍콩의 한가운데,
우아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의 새로운 명소,
더 머레이 홍콩 어 니콜로 호텔이 올해 1월 문을 열었다.
사선으로 빗긴 커다란 사각의 창문으로는
화려한 홍콩의 스카이라인과 초록의 정원이 한가득 들어오고,
홍콩에서 가장 넓은 객실크기, 천연섬유와 자연석, 가죽으로 마감된
인테리어는 트렌디한 홍콩 스타일과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의 건축물들을 하나씩 꼼꼼히 둘러보며 어떤 우아한 매력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
으로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다뉴브강이 흐르는 부다페스트의 저녁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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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piece

신이 내린
달콤상큼한 선물

스티븐 프랫 박사는 슈퍼푸드란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
지만 콜레스테롤이 적고, 해독작용에 더해 항산화 작
용도 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억제하는 식품이라
고 정의하면서 14가지의 식품(콩, 블루베리, 브로콜리,

슈퍼푸드 베리

귀리, 오렌지, 호박, 연어, 간장, 시금치, 토마토, 칠면조,
호두, 요구르트)을 꼽았다. 이후 타임스지가 이 중 몇 가
지를 빼고 새롭게 더해 ‘세계 10대 슈퍼푸드(블루베리,

미국 영양학 권위자 스티븐 프랫(Steven G. Pratt) 박사는 세계적으로

귀리, 토마토, 시금치, 레드와인, 견과류, 브로콜리, 연

유명한 장수지역인 그리스와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식생활을 연구했다.

어, 마늘, 녹차)’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전 세계는 이 식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2004년 ‘나는 슈퍼푸드를 먹는다’라는

품에 열광했다. 그리고 기존 식품 중에서도 새로운 효

저서를 통해 설명했는데,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아로니아 Aronia

능이 알려지고 증명이 되면 슈퍼푸드라는 이름표가 붙

아로니아는 초크베리 또는 블랙초크베리, 늙지 않는

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됐다.

열매라는 뜻의 불로매, 베리의 왕 킹스 베리 등 여러 이

건강식품을 슈퍼푸드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슈퍼’라는 말을 붙였을까.

름으로 불린다. 아로니아가 베리류에서도 왕의 칭호를

그가 꼽은 슈퍼푸드 중 작고 상큼한 베리류를 더 들여다봐야겠다.

얻게 된 것은 딸기의 23배, 포도의 10배, 블루베리의 4배
이상 함유된 안토시아닌 때문이다. 즙을 내어 요구르트

에디터 손경란

와 함께 먹거나 동결건조 후 가루로 만들어 먹는다.
블루베리 Blueberry
검은색으로 보일 만큼 짙은 색의 식품에는 항산화 기
능을 하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다. 플라보노이드 성
분의 파란 색소 안토시아닌은 암을 예방하고, 뇌 기능
을 활성화해 기억력을 높이고 인지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게다가 소화도 촉진해 위를 편안하게 하
고, 또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보호 효과가 있어 매
일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현대인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다.
아사이베리 Acaiberry
브라질 아마존강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아사이베리는
검은색에 가까운 진한 보라색의 작은 열매다. 크기도
작은데 대부분 씨가 차지해 먹는 부분은 10~20%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작은 아사이베리지만 안토시아닌
이 풍부한 것은 물론 항산화 활성률은 블루베리의 7.7
배에 달한다. 오메가 6 같은 불포화 필수지방산도 들어
있는 데다 체내 독소 제거와 피부 비용에 좋고, 섬유질
도 많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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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베리 Gojiberry
고지베리는 낯설지만, 우리말로 하면 구기자다. 많은 베
리류들이 서양에서 먼저 주목을 받고 우리나라에 들
어온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구기자를 한
약재나 한방차로 사용해왔다. 비타민C가 많아 피로해
소에 좋으며,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주고, 체지방 감소
에도 도움을 주어 아사이베리와 함께 다이어트 푸드로
각광받고 있다.
엘더베리 Elderberry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엘더베리를
가리켜 ‘기적의 열매’라고 불렀고, 유럽에서는 오래전부
터 엘더베리를 아이들의 면역력을 키우고 감기 치료제
로 사용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더베리는 모든 식물 중
에서 플라보노이드를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며, 비타민
A, B, C 함유량도 풍부하다. 시럽이나 잼, 젤리, 와인,
가루로 다양하게 만들어 오래 두고 먹는다.
구스베리 Gooseberry
우리에겐 조금 생소한 구스베리는 이름에서 엿볼 수 있
듯 거위고기 요리를 할 때 기름기를 상쇄하기 위해 사
용되었던 베리다. 세로로 줄이 보이는 초록색의 둥글
고 작은 이 열매는 잘 익었을 때 먹으면 달콤하고 상큼
하다. 구스베리엔 특히 비타민C가 많고 흡수도 잘 되는
데다, 무엇보다 열에 강해 높은 온도로 장시간 요리해
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구스
베리로 만든 잼이 인기가 높다.
멀베리 Mulberry
뽕나무 열매인 오디가 멀베리다. 초여름, 뽕나무에 달린
잘 익은 오디를 먹고 나면 손과 입, 혀까지 온통 검붉게
물이 든다.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
거하는데 탁월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기 때문에 생과로
즙을 내어 마시는 것이 좋다. 다만 생과로 보관할 수 있
는 기간이 매우 짧아 수확 후 바로 냉동 보관하거나 즙
이나 잼, 효소, 술 등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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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Sea
Yacht
새로운
럭셔리 항해가

자유와 품격의 Blue Sea Yacht

Blue Sea Yacht 제원
●

크기(L/W/H)

●

용도

Yacht

●

최대 탑승인원

승객기준(국내) 24명 / 객실 6실

●

항해구역

국내외 지역(극지방 외 항해 가능)

●

총톤수

●

Max. Speed
Cruising speed

301 ton
15 knots
13 knots

●

오랜 항해 경력의 선장과 기관장이
운항하는 국내 유일 300톤급 초대형 요트

펼쳐지다

45.9m X 7.8m X 4.3m

주요 항해코스 및 가격 (vat 별도)
운항가격

목적지

사용시간 (항해시간)

실미도 또는 장봉도
초지도 또는 팔미도

2시간 (1시간)
3시간 (2시간)

￦ 2,600,000

월미도

4시간 (3시간)

￦ 3,400,000

승봉도 또는 덕적도

6시간 (5시간)
2시간 (1시간)

￦ 5,000,000

왕산마리나 (장소대여, 정박)

(12명 기준 1인 가격)
￦ 1,800,000

￦ 1,000,000

식음료 메뉴 및 가격 (실내 12인, 실외 12인 식사 가능, vat 별도)
해풍을 싣고 파도를 타고 물살을 가르며,

공용공간과 개인공간의 분리로
독립된 공간에서 안락한 휴식 가능

구분

내용

가격(1인)

코스 A

등심구이 5가지 코스

￦ 60,000

고품격 서비스와 세심한 배려로 채워진 공간에서,

코스 B

안심구이 6가지 코스

￦ 80,000

꿈꾸던 감동과 추억의 시간이 펼쳐진다.

코스 C

제동 등심구이 7가지 코스

￦ 100,000

BBQ

선상 그릴 서비스

￦ 70,000

Blue Sea Yacht 문의 02 726 5541~4

도시락

한식, 일식, 양식

￦ 60,000

7종류 핑거푸드

￦ 30,000

하늘과 바다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푸른 항해가 시작된다.

카나페

※ 인천 Grand Hyatt 호텔 제공 / 주류, 음료, 케이터링 출장비 별도

Grand Hyatt가 제공하는
실내 라운지 바 서비스

C2
초지도

강화도

서울
김포

영유도

왕산마리나

C3
월미도

인천

C1
실미도
안산

C2
팔미도
C4
덕적도

석양을 감상하며 즐길 수 있는
요트 최상층 야외 자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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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봉도

대부도
화성

KALPAK CLASS 79

KALPAK과 함께 하는
나만의 유럽 자유여행

KALPAK의 유럽여행은
특별하다

ORDER
MADE
KALPAK 유럽여행 문의

02-726-5703, 5709

Focus on

현대에 새롭게 꽃핀
프랑스 왕실의 기품

번스타인 스위트(Bernstein Suite) 프라이빗 테라스

호 텔

드

크 리 용

H ô t e l

d e

C r i l l o n ,

F r a n c e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결혼식 피로연이 열린 곳이면서 동시에 근대사 최대의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그녀가 처형되기 전 갇혀있던 곳. 그리고 세계 각국의
국빈과 명배우들을 맞았던 유서 깊은 이곳은 파리 한복판 콩코르드 광장 앞에 자리한 호텔 드 크
리용이다. 1758년 지어져 2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곳이 작년 여름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루이 15세는 왕실 건축가로 퐁텐블로, 베르사유, 루브르 등의 궁전을 개축한
앙주 자크 가브리엘에게 그가 만든 콩코르드 광장 앞에 궁전 건축을 의뢰했
다. 웅장한 코린트식 돌기둥과 쿠스토의 조각으로 장식된 프랑스 신고전주의
의 대표적인 건축물 호텔 드 크리용은 1909년 호텔로 쓰이고 난 후에도 격동
의 프랑스 역사와 함께한 명소였다.

18세기와 21세기를 잇는 예술

KALPAK이 제안하는
[프레스티지 탑승]
파리 호텔 드 크리용(Hotel de Crillon)
자유 6일
일정 파리(4)-기내(1)
가격 ￦ 7,277,200~
문의 02. 726. 5709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특별한 가치의 가구와 예술품으로 가득한 이곳은
2013년부터 4년간의 개보수 공사를 거쳐 21세기 최첨단 랜드마크로 재탄생했
다. 최고 실력을 갖춘 5명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150여 명의 공예 장인이 투입
된 재건축을 통해 호텔 드 크리용은 파리에서 가장 세련된 스타일의 모델이
되었다. 에펠탑과 그랑 팔레가 보이는 전용 테라스, 파리만의 예술이 가득한
스위트룸, 감각적인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귀족처럼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야외정원은 호텔 드 크리용을 호텔이 아닌 예술의 공간으로 느끼고 즐기기에
충분하다.

크리용의 공작 스위트(Suite Duc de Crillon)의 리빙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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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가조엔 도쿄의 시작은 고급 연회장이었던 1928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대 최고의 요리사가 모인 덕에 음식의 맛과 멋이 얼마나 좋았던
지 연회장은 결혼식장과 호텔로 발전했고, 일본 전통미를 잘 나타내는 정
원과 실내장식, 그림은 물론 전시회도 수시로 열어 여느 박물관 못지않은
품격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한국인 칠예 예술가의 예술혼이 담긴 명소
호텔 가조엔 도쿄가 우리에게 더욱 뜻깊은 장소로 여기게 되는 데는 한
국인 칠예 예술가 전용복 씨의 복원작업으로 되살아난 옻칠작품의 아
름다움 때문이다. 그는 한국에서 이끌고 간 옻칠쟁이 100여 명과 함께
1986년부터 3년간 가조엔 건물을 복원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가조엔
은 총 5,000여 작품을 되살리길 원했는데 그중 2,000점은 원형을 복원
하고 3,000점은 아예 새로 작업해 완성했다. 호텔 곳곳 아름다운 빛을
내는 수많은 작품이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고, 그 결과 호텔 가조엔 도쿄
는 국보급 호텔이라는 별칭도 얻게 됐다.

호텔 가조엔 도쿄 입구

90년 역사에 담긴
일본 예술의 아름다움
호텔

가조엔

도쿄

Hotel

G a j o e n To k y o, Ja p a n

쇼핑과 젊음의 거리 도쿄 시부야 근처 메구로역, 활기 넘치는 현대적인 이곳에 입구부터 일본 전통
의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낸 아름다운 호텔, 가조엔 도쿄가 있다. 이곳은 세계 80개국 520채 이상
의 독립된 고급 소규모 호텔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내엔 12개의 호텔만 가입된 스몰 럭셔
리 호텔스 오브 더 월드(Small Luxury Hotels of the World, SLH)의 멤버 호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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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선물을 누리는
행복한 여유
산카라 호텔 앤 스파

Sankara Hotel & Spa, Japan

일본 남쪽 규슈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떨어진 거리에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로로’와 ‘원
령공주’의 배경이 된 울창한 숲을 가진 작은 섬, 야쿠시마섬이 있다. 열대와 온대가 교차하는 야쿠
시마섬은 신비에 상상이 가미된 애니메이션의 배경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3,000년이 넘는 수령
의 거대한 야쿠삼나무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 등으로 일본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자
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산드라 빌라 2층 실내 전경

‘하늘이 베푼 은혜’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인 산카라가 호텔의 이름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산카라 호텔은 신의 은총이라고 여길 수 있을 정
도로 아름다운 이곳에 공헌하는 것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친환경 활동
을 꾸준히 해왔으며 경영수익금 일부도 자연보호를 위해 기부하고 있다.

자연과 가장 가까운 꿈의 휴양과 액티비티

KALPAK이 제안하는
[자유휴양]

야쿠시마의 숨쉬는 자연에서의 휴식,
Sankara Hotel & Spa 3일
일정 가고시마 - 야쿠시마 (2) - 가고시마
가격 ￦ 1,919,800~
문의 02. 726. 5708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완벽히 보장되는 빌라 타입의 29개의 객실은 야외
데크를 마련해 숲과 바다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프랑스 미슐랭 3스타 조엘 로뷰숑에서 수학한 다케이 지하루 셰프가
이끄는 정통 프랑스 요리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만들어져 창의
성에 신선함까지 갖춰 재료 자체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도 가장 깨끗한 청정지역 야쿠시마 대자연, 소수의 선택받은 사
람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럭셔리 리조트 산카라 호텔 앤 스파는 휴양과
액티비티 모두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최상의 답을 보여준다.

산카라 호텔 앤 스파의 풀사이드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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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KALPAK
Collection

Collections of 2018 AUTUMN

KALPAK Collection

삶이 다르면

우리는 감상하는 힘이 얼마나 있을까

편안한 여행 | 단거리(일본, 중국)

누구나 그렇듯이 아주 어렸을 때에는 자연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고 말할 만한 시간이나

가까운 거리, 짧은 일정으로 떠나는 편안한 여행. (날짜에 따라 상품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도
달라야 합니다

사건은 없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더 바쁜 시간이 흘렀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연이 얼
마나 아름다운지 조금씩 눈과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는 ‘우리
는 입을 모아 자연을 칭송할 뿐,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은 너무 적다.’라고 했다. 어린

오사카 인터컨티넨탈 자유 3일

시절보다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조금더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의 말에 완벽히 동의하게

‘천하의 부엌’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미식으로 유명한 오사카의 장점을 가장

된다. 그리고, 평론가이자 미국의 여성 저널리스트 1호로 불리는 마가렛 풀러의 말에 더

잘 누릴 수 있는 오사카 인터컨티넨탈은 우메다의 대형복합시설 그랜드프론트

깊이 공감을 표한다. ‘아름다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상하는 힘이다.’ 감상하

빌딩 고층부에 있어 최적의 위치와 접근성을 자랑한다.

는 힘, 그 힘을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또 다른 힘으로 돌아올 것임을 믿는다.

• 일정 간사이 - 오사카(2)-간사이 • 가격 \ 1,031,600~ • 문의 02. 726. 5707

히타 우메히비키 료칸 자유 3일

아름다운 자유여행의 시작

히타 우메히비키 료칸

VIP 고객들만을 위한 KALPAK의 맞춤
형 여행, 로열 컬렉션(Royal Collection)
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 문의 02. 726. 5800
•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7
대한항공빌딩 6층 KALPAK팀

유후인, 벳부와 달리 조용하며 에도시대의 정취가 가득한 온천 지역인 히타는
2004년 국가 중요 전통 건축물 보존지구로 선정된 곳이다. 2017년 11월 리뉴얼
오픈한 우메히비키 료칸은 노천온천과 가이세키가 특히 유명하다.

• 일정 후쿠오카 - 히타(2) - 후쿠오카 • 가격 \ 1,219,800~ • 문의 02. 726. 5708

[룸 업그레이드] 그랜드 하얏트 타이베이(Grand Hyatt) 자유3/4일
타이베이의 랜드마크 101타워와 스카이 브리지로 직접 연결된 대만 최고의 호텔
이다. 세계 무역센터, 대형 백화점 등이 밀집된 역동적인 씬이(Xinyi) 비즈니스 지
구에 있어 자유여행에 최적의 접근성을 가졌다.

※ 디럭스룸(약 12평) → 그랜드 스위트룸(약 18평) 업그레이드
(예약 확정 시 가능여부 안내)

Royal Collection 견적 및 예약 절차

• 일정 대만(2/3)

• 가격 \ 1,010,800~

• 문의 02. 726. 5711

그랜드 하얏트 타이베이

1. 여행 문의
선호하는 여행지 혹은 여행상품에 관
한 출발일, 여행기간, 항공 및 호텔 등
급 등 일반적인 여행 관련 정보를 들
어보고 상담한다.

2. 여행 일정 및 견적
여행 일정 및 견적은 상담 후 3일 이

KALPAK 공항 체크인 우대서비스 시행

내에 안내받을 수 있다.

KALPAK은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차상위 카운

3. 견적서 등 상품 콘텐츠 확인 후
여행 진행 여부 확정

홍콩 럭셔리 호텔
홍콩 아일랜드 샹그릴라(Island Shangri-La) 자유 3일

터에서 체크인을 할 수 있는 우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4. 예약금 입금 및 여권 사본 제출
5. 여행 안내문 발송
여행 관련 항공, 호텔, 차량 및 가이
드 등 주요 진행사항 확정 후 안내문
과 자료 등을 받아볼 수 있다.

6. 해피콜 진행

유럽의 품격과 동양의 예술이 조우하는 아일랜드 샹그릴라는 56층 규모로,

서비스 내용

근사한 빅토리아 하버를 감상할 수 있다. 아트리움에 위치한 ‘Great Mother

•이코노미석 탑승 고객 :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체크인 카운터 이용

Of China’라는 세계 최대 높이 실크 풍경화 또한 놓칠 수 없는 걸작이다.

•프레스티지석 탑승 고객 : 대한항공 밀리언 마일러 및 모닝캄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 이용

※여행 종료 후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 제주 퓨어워터
객실당 1박스(1.5L/12pet) 제공 (2018년 9월 30일 내 출발 고객 한정) 제

여행 종료 후 3일 이내에 여행 관련

확인 절차

만족도를 묻는 해피콜이 시행된다.

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프리미엄 체크인 존 입구 도착

• 일정 홍콩(2)
홍콩 아일랜드 샹그릴라 호텔

② 담당 직원에게 KALPAK 체크인 우대서비스 모바일 바우처 소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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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1,230,800~

• 문의 02. 726. 5710

만족 여행 | 중거리(동남아시아, 괌)

[Ultra Luxury] 청정의 섬,
파말리칸 아일랜드 Amanpulo 자유 4일

아름다운 자연 속 다양한 활동과 즐거움이 가득한 여행. (날짜에 따라 상품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래블+레저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파말리칸.
’평화로운 섬’이라는 뜻의 아만풀로는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
는 산호섬으로, 4.9km에 이르는 백사장이 있다. 40여 채의
카시타는 필리핀 전통 오두막 형태로 만들어져 완벽한 프라

싱가포르 포시즌(Four Seasons) 자유 5일

이버시를 보장해, 할리우드 스타들에게도 이름 높은 리조트

싱가포르의 쇼핑과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오차르 로드의 포

이다. 특히 바닥이 편평한 푼툰보트를 타고 샤크 포인트에

시즌스 호텔은 싱가포르 식물원에서 영감을 얻어 자연 요소

서의 스노클링, 낭만적인 일몰과 달빛 크루즈, 바다 위의 카

들이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으며, 호텔 내에 약 1,500여 개

페 카와얀은 이곳만의 독특한 해양 힐링 포인트다.

의 유명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호텔 상위층에서는 화

※ 힐사이드 카시타에서 비치 카시타로
룸 업그레이드 제공(약 20만원 상당)

려한 싱가포르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다.
또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식물원인 싱

• 일정 마닐라 - 파말리칸섬(3) - 마닐라
• 가격 \ 4,544,000~ • 문의 02. 726. 5704

가포르 보타닉 가든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 자연 식재료 요
리를 활용한 가든 피크닉과 난초와 꽃을 이용한 아로마 스
파 트리트먼트 등을 펼쳐 식물원을 유익하고 색다르게 체험
할 수 있도록 했다.

아만폴로 리조트

• 일정 싱가포르(3) - 기내(1)
• 가격 \ 1,637,200~
• 문의 02. 726. 5705

더욱 편리한 늦은 체크아웃
싱가포르 포시즌스

[Semi-KALPAK]
괌 두짓타니(Dusit Thani), 클럽룸 자유 4일/5일
전통 타이 양식에 현대적 감각을 결합해 새롭게 오픈한 두
짓타니 괌은 투몬비치에 있는 기존의 괌 호텔들과 다른 스

다낭 포시즌스 더 남하이

푸켓 반얀트리

타일의 럭셔리 호텔로, 괌을 대표하는 명품 쇼핑센터까지
도보로 이용할만큼 아주 가깝게 있다. 괌 두짓타니 호텔은
더욱 멀리까지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24~30층에 배치된
오션프론트 클럽룸을 이용하게 되며, 30층에 있는 클럽 라

[늦은 체크아웃]
푸켓 반얀트리(Banyan Tree) 자유 5일

[특전]
다낭 포시즌(Four Seasons) 자유 5일

운지에서는 콘티넨탈 조식과 해피아워 서비스가 제공된다.

※ 공항과 리조트간
왕복 차량 서비스 제공(왕복 $150 상당),
숙박 중 1회 스파 무료 1회 이용($40 상당)
• 일정 괌(3/4)
• 가격 \ 1,527,200~
• 문의 02. 726. 5705
괌 두짓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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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최고급 리조트의 명성을 지켜온 더 남하이 호이안이 2016년 12월

안다만의 석호로 둘러싸인 반얀트리 푸켓은 태국의 우아한 건축 양식과 현

포시즌스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적용한 리조트로 새롭게 탄생

대적인 편의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Conde Nast Traveller 독자가

했다. 탁 트인 바다 전망, 풍수리지가 적용된 빌라 배치와 인테리어, 완벽한

꼽은 가장 우수한 스파 리조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름다운 라군의 풍경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있다.

골프 코스로도 유명하다.

※오후 4시 늦은 체크아웃(약 30만원 상당, 출발일 기준 9월 1~20일,
10월 8일~12월 19일), 공항과 리조트간 왕복 차량 서비스 제공 제

※오후 6시 늦은 체크아웃, 여행 종료 후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 제주
퓨어워터 객실당 1박스(1.5ℓ/12pet) 제공 (8월 1일~9월 30일 출발고객 한정)

• 일정 다낭(3) - 기내(1)

• 일정 푸껫(3) - 기내(1)

• 가격 \ 1,988,000~

• 문의 02. 726. 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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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574,400~

• 문의 02. 726. 5710

특별 여행 | 장거리(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리조트 크레딧 제공] 라나이 + 오아후 포시즌 자유 6일
US News&World Report가 선정한 미국 최고 리조트 라나이 포시즌과 Forbes가

여유있는 일정으로 색다른 문화를 보고 느끼는 특별한 여행. (날짜에 따라 상품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한 오아후섬 최고 리조트 오아후 포시즌스에서 하와이에서도 가장 아름다
운 풍경을 배경으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자유 일정이다.

※ 오아후 포시즌 오션뷰 투숙시 무료 룸 업그레이드 제공,
오아후 포시즌 객실당 $50 룸 크레딧 제공
• 일정 호놀룰루(경유) - 라나이(2) - 호놀룰루/코올리나(2) - 기내(1)
• 가격 \ 3,839,200~
• 문의 02. 726. 5715
오아후 포시즌스

마우이 페어몬트(Fairmont) 5일
중세시대를 연상케 하는 로맨틱한 외경의 마우이 페어몬트는 아름답기로 손꼽
히는 와일리아의 눈부신 백사장을 앞에 두어, 객실에서 감상하는 전망이 매력
적인 곳이다. 2만 5천여 평의 열대정원에서의 산책과 스파도 유명하다.

※ 객실당 $100 식음료 크레딧 제공
• 일정 호놀룰루(경유) - 마우이(3) - 호놀룰루(경유) - 기내(1)
• 가격 \ 3,239,200~
• 문의 02. 726. 5715
페어몬트 키아라니, 마우이

[4인 출발] 자이언, 브라이스, 아치스 국립공원 9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그랜드 캐니언과 함께 3대 캐니언으로 불리는 자이언 캐니언과 브라이스 캐니
언, 그리고 2,000개 이상의 천연 모래 아치를 품은 아치스 국립공원의 장엄한

[프레스티지 탑승] [4인 출발]
아드리아해에서 럭셔리를 만나다.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9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여정이다. 아만기리 리조트 2박도 포함되어 있다.

[테마/기획]
2019 빈 필하모닉 신년 음악회 5일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를 시작으로 황제의 도시 스플리트, 요정이 나올

누구나 소망하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2019 빈 필 신년음악회가 열린다. 화려

것 같은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알프스의 눈동자 블레드 등 유럽이지만 유럽과

한 황금빛 연주회장에서 감동적인 음악의 향연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기

또 다른 독특한 발칸지역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감성이 있는 여정이다.

회다.

※ 여행 종료 후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 제주 퓨어워터
객실당 1박스(1.5ℓ/12pet) 3달간 제공

※ 여행 종료 후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 제주 퓨어워터
객실당 1박스(1.5ℓ/12pet) 3달간 제공

• 일정 자그레브 - 두브로브니크(2) - 스플리트(1) 플리트비체국립공원/풀라/발러/로빈(2) - 슈코치안/리피차/포르토로즈(1) 블레드/류블랴나/오토쳇(1) - 쿰로베츠/자그레브 - 기내(1)

• 일정 빈(3) - 기내(1)

• 가격 \ 15,116,600~

• 문의 02. 726. 5709

※ 라스베이거스 공연 관람, 프라이빗 오프로드 사파리 투어 제공,
프라이빗 모뉴먼트 밸리 투어 제공
• 일정 라스베이거스(1) - 자이언캐니언(1) - 브라이스캐니언(2) 모뉴먼트밸리/아치스(2) - 솔트레이크시티/로스앤젤레스 - 기내(2)
• 가격 \ 19,133,200~
• 문의 02. 726. 5715

브라이스 캐니언

• 가격 \ 13,027,200~

• 문의 02. 726. 5703

[4인 출발]
중세도시 탐방, 이탈리아 중북부 일주 10일

더욱 편안한 아메리카 여행
[프레스티지 탑승]
라스베이거스 앙코르 앳 윈(Encore at Wynn) 자유 5일

[비즈니스 탑승]
중남미 일주 5개국 16일(+프랑크프루트/LA)

패션의 도시 밀라노를 시작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고장 베로나, 곤돌라의 낭

[2인 출발] 가우디와 정열의 나라,
스페인 마드리드 & 바르셀로나 핵심 여행 7일

만이 흐르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 예술과 건축 등 문화의 도시 피렌체, 잃어버린

마드리드는 프라도 미술관을 비롯한 예술과 스페인 전통의 멋과 맛이 가득한
곳이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왕족들이 머물었던 엘 팰리스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
며 거장 가우디의 작품을 둘러볼 수 있다.

※ 여행 종료 후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 제주 퓨어워터
객실당 1박스(1.5ℓ/12pet) 3달간 제공

도시 폼페이 등 흥미진진한 역사가 가득한 여정이다.

화려한 라스베이거스의 메인 스트립 중심에 있는 앙코르 앳 윈은 카지노, 뷔

아름다운 독일의 도시를 시작으로 남미에서 신비에 싸인 역사와 장엄한 자

페, 극장, 나이트클럽을 비롯한 다양한 부대시설과 골프클럽까지 있어 활기

연을 관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도시만을 선별한 일정이다. 특히 여정 중 6개

※ 여행 종료 후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 제주 퓨어워터
객실당 1박스(1.5ℓ/12pet) 3달간 제공

찬 여행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라스베이거스 최대 럭셔리 리조트이다. 패션

의 비행구간은 비즈니스를 이용해 더욱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

쇼 몰, 컨벤션센터, 오토 컬렉션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더욱 편리하다.

• 일정 밀라노(2) - 베로나 - 베네치아(1) - 피렌체(2) - 산지미냐노 - 시에나 나폴리/폼페이/소렌토 - 티볼리 - 로마(3) - 기내(1)

• 일정 라스베이거스(2) - 기내(2)
• 가격 \ 6,833,200~
• 문의 02. 726. 5715

• 일정 프랑크푸르트(1) - 기내(1) - 상파울로 경유 - 리오데자네이로(1) 이과수(2) - 부에노스아이레스(1) - 산티아고(1) - 리마(1) 우루밤바(2) - 리마(1) - 멕시코시티(1) - 로스앤젤레스(2) - 기내(1)
• 가격 \ 27,500,000~

• 가격 \ 13,016,600~

• 가격 \ 9,816,600~

• 문의 02. 726. 5709

• 문의 02. 726. 5704

• 일정 마드리드(2) - 바르셀로나(3) - 기내(1)
• 문의 02. 726. 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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