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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 드라마가 되는 Muse
• 안녕, 체코의 모든 순간 <체코 7일>
• ‘우아하고 세련되게’ 그녀들의 <파리 6일 / 파리& 노르망디 8일>
• 알로하, 행복의 섬에서 쓰는 일기 <하와이 6일>
• 반짝이는 것이 좋아 <홍콩 3일>
• 행복한 소녀가 되어 <방콕 5일>

한진관광 여행상담 Muse 파리, 체코 02-726.5533~4 / 홍콩, 방콕, 하와이 02. 726. 5535~6

Editor’s
Letter
내 여름은
특별해!

감각적인 나한테는 독특한 감성 코스가 어울리지.
누구나 반할만한 럭셔리 호텔과 부티크 호텔은 당연한 거야.
여행은 모든 게 취향에 딱 맞춰 편안하고 자유로워야 하는 게 맞아.
영감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는 포인트가 될 거야.

Muse, 나의 여행은 드라마가 될 거야!
베트남 민화, 동호 판화 (Dong Ho Paintings)

어떤 한 나라의 문화를 해석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에 기뻐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
해하는데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의 하나는 민화를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화가 붓으
로 그려진 데 반해 베트남의 민화는 판화가 대세다. 제작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붓 그
림보다 여러 사람이 거의 똑같은 그림을 가질 수 있는 판화가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15세기 홍강 삼각주에서 시작된 판화 중 가장 유명한 베트남 동호 판화는 조(Do) 나무와

여행이 드라마가 되는 Muse
• 안녕, 체코의 모든 순간 <체코 7일>
• ‘우아하고 세련되게’ 그녀들의 <파리 6일 / 파리& 노르망디 8일>
• 알로하, 행복의 섬에서 쓰는 일기 <하와이 6일>
• 반짝이는 것이 좋아 <홍콩 3일>
• 행복한 소녀가 되어 <방콕 5일>

티(Thi) 나무로 종이와 판목을 만들고, 나뭇잎과 돌, 조개껍데기, 꽃에서 채취한 천연 안
료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씨름이나 사냥, 질투로 부부싸움을 하는 일상의 모습부터,
고양이에게 제물을 바치고 시집가는 쥐, 두꺼비 선생님, 대가족 돼지 등 소박하고도 재미
있는 표현이 웃음 짓게 한다.
한진관광 여행상담 Muse 파리, 체코 02-726.5533~4 / 홍콩, 방콕, 하와이 02. 726. 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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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

아마니칸 갑판의 바

꿈처럼 아름다운
바다 위 낭만
럭셔리 프라이빗 크루징
아마니칸

Amanikan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세계 7대 자연경관, 세계에서 유일한 코모도왕도

여 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여행을 돕게 된다. 항해하면서 바다 거북이를 비

마뱀 서식지, 10여 종의 돌고래와 듀공이 사는 곳. 인간의 손과 발이 닿지

롯해 열대어와 아름다운 산호초를 관찰하는 스노클링이나 스쿠버다이빙

않은 듯 지구가 태어났을 때처럼 신비롭기만 한 코모도 국립공원을 표현

같은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주변의 섬에 정박한 후에는 트레킹을 하

하기엔 어떤 수식어도 부족하기만 하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무궁

며 코모도왕도마뱀, 원숭이, 버펄로 등의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나면 해가

무진한지 보여주는 코모도 국립공원을 32m 길이의 해안 순양함 아마니

져 붉게 물든 해안가 별빛 아래 낭만적인 바비큐 파티가 열린다.

칸을 타고 돌아보는 프라이빗 럭셔리 크루징이 시작된다.

특히 이번 크루징은 아마니칸 승선 전후 인도양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3개의 객실을 갖춘 아마니칸은 갑판 앞 야외식사를 위한 바와 다양한 다

아름다운 풍광의 발리 아마누사와 자연보호 지역인 모요 아일랜드에 있

이빙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이나 커플을 위한 프라이빗 크루징에 최적

는 아만와나에서의 숙박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편안하고 여유 있는 여행

화되어 있는 선박이다. 또한 이 배에는 다이빙 강사와 요리사를 포함해 10

으로 기억될 수 있다.

KALPAK이 제안하는 [4인 출발]
프라이빗 크루즈 아마니칸 10일
(크루즈 5박 + 아만리조트 3박)
일정 발리(1)-라부안 바조(코모도)-크루즈(5)모요아일랜드(2)-발리-기내(1)
가격 ₩17,492,400~
문의 02. 726. 5704
혜택 Mercedes Benz 컬렉션 여행용 캐리어
(선착순 20 객실 한정) 제공

럭셔리 프라이빗 크루징이 가능한 아마니칸

아마니칸 크루징 포인트
아마니칸 크루즈 매니저는 고객들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에 맞춰 각자 원하
는 체험 활동을 조정한다.
식사는 갑판의 다이닝 테이블이나 각자의 객실 등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서 할 수 있으며, 아만와나의 수석셰프가 기획한 지역의 특징을 살린 요리
와 세계적인 요리가 선상에 비치된 다양한 와인과 함께 제공된다. 또한, 고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빙 포인트 라자 암팟(Raja Ampat)

객의 취향에 따라 메뉴에 없는 요리도 주문할 수 있다.

Amanikan
아마니칸 크루징의 특별한 여정
사바요르섬(Sabayor Island) 승무원의 따뜻한 환영 인사를 받고 아마니칸

에 오른 후 이뤄지는 첫 번째 크루징. 아름다운 산호초 주변에서 스노클링
과 다이빙을 하고 갑판 위에서 여유 있는 식사를 즐기게 된다.
타타와섬(Tatawa Island) 상어, 거북이, 산호초에 사는 어류 등 스쿠버 다

이버들에겐 가장 아름다운 바다를 탐험할 수 있는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
로 꼽히는 곳이다. 스노클링을 하거나 백사장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린카섬(Rinca Island) 코모도왕도마뱀, 버펄로, 원숭이, 야생마와 고운 빛

깔의 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트레킹에 참여할 수 있다. 트레킹이 끝나고
나면 코모도섬 동쪽으로 이동, 지구에 일곱 개만 존재한다는 핑크 비치
(Pink Beach)를 바라보며 점심을 먹는다.
길리라와라웃(Gili Lawa Laut) 대왕고래나 돌고래, 듀공 등과 조우하면서

바닷속의 산을 둘러볼 수 있는 특별한 다이빙을 할 수 있다. 이후 백사장
에서 휴식을 하거나, 섬을 돌아보며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바투 몬초 만(Batu Moncho Bay) 또는 반타 섬(Banta Island) 황홀경에 빠

질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원시 산호초지대로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
아마니칸 상층 갑판

사하는 곳이다. 운이 좋으면 쥐가오리나 돌고래를 볼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 라자 암팟의 풍경

Especially for you
빠지다

PrivateVacation on a
Fantastic Beach
오직 나만을 위한
영혼의 휴식을 얻다
베트남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란 언젠가 한 번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릴 수 있는 사람이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의도된 게으름이 새로운 가능성과 활력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느림과 휴식에 관한 책이 유행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부지런히’ 읽어도 글은 그저 글자들일 뿐.
아무 생각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찬란한 태양 빛에 반짝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자.
나를 위한, 소중한 우리를 위한 보이지 않는 따뜻한 배려 속에서 마음과 영혼의 참된 휴식을 얻게 되리라.
에디터 진윤숙 / 포토그래퍼 이서연 / 자료제공 및 촬영협조 각 촬영 플레이스

Ninh Van Bay, Ninh Hoa,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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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과부하의 시대, 이메일과 SNS, 어디든 따라오는 휴대폰이 불러오는 과잉 커뮤니케이션의 상태.
그러나 한시도 조용히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커뮤니케이션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자신 스스로, 내 옆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사람과 참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새소리, 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는 소리 그리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은 대지의 나무까지
그 모두를 감싸는 안개의 풍경 속에 조심스럽게 ‘나’를 그려 넣어본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구성하는 ‘자연인’으로서 자유와 평온을 가득히 담아본다.
Local vineyard, Wien, Ninh Thuan Province, Vietnam

Especially for you
누리다

다낭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린응사

Xin Chào,Vietnam!

나트랑에 있는 참파 왕국의 힌두 사원 포나가르탑

베트남 중부의 유서 깊은 도시, 다낭과 호이안
베트남 5대 도시 중 하나인 다낭은 예로부터 동서 무역의 국제무역항이기도 했다. 또 2세기 말부터 17세기 말까지
이어진 참파 왕국의 종교중심지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미썬 유적지와 호이안으로 가는 길목이
기도 하다. 다낭 시내를 관통하는 한강(Sông Hàn)을 건너 둥글고 긴 미케비치를 걷다 보면 동남아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하얀 관음상이 우뚝 서 있는 손트라반도의 린응사가 보인다. 이곳에선 다낭 시내와 바다를 한눈에 내
려다볼 수 있다.

Enjoy Point 1

다낭에서 30km 정도 떨어진 호이안은 전통적인 동남아시아 무역항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으로, 낮에는

Culture

올드타운의 골목을 탐험하다 저녁이 되면 알록달록한 등롱 빛이 오래된 거리와 투본강을 밝히는 야경 감상을 추
천한다.

기원전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베트남

동양의 나폴리, 나트랑

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다.

베트남 왕실의 휴양지이자,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부터 유럽인에게 알려져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중국과 국경을 마주했던 만큼 우리처럼 중국과

여름 휴가지로 사랑받는 나트랑은 6km의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로 ‘동양의 나폴리’란 별칭이 붙은 곳이다. 현

크고 작은 전쟁이 잦았고 근대에 들어서도 분단

지인들에게 냐짱으로 불리는 이곳에서는 참파 왕국의 힌두 사원 포나가르탑(Thap Po nagar), 연꽃 기단 위에 앉

과 전쟁을 겪었다. 비슷한 역사의 흐름과 유교의

아 있는 거대한 좌불상으로 유명한 롱손사원(Chua Long Son) 등을 둘러볼 만 하다.

영향으로 베트남의 문화는 우리에겐 낯설기보

나트랑 북쪽 닌반(Ninh Van)베이와 누이추아 국립공원(Nui Chua National Park)은 초록의 산과 푸른 바다를 배

다 무엇이 다른지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베트남 중부 호이안 올드타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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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아침 안개와 별 무리 등 때 묻지 않은 자연이 보여주는 장관을 평화롭게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KALPAK CLASS 17

플라잉요가로도 불리는 포시즌즈 리조트 더 남하이의 앤티 그래피티 요가

프라이빗 비치에서 즐기는 해양스포츠 Rudol
다낭과 나트랑 모두 바다와 접해있는 휴양지이기에 스노클링, 스킨스쿠버, 씨워커, 패러세일링, 제트스키, 패들보
드, 카약 등 아주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전용해안을 보유하고 있는 포시즌스 리조트 더 남하
이에서는 짜릿한 쾌감을 주는 엑스 제트 블레이드나 웨이크보드 등을 즐길 수 있으며, 반얀트리 랑코에서는 각종
해양스포츠를 포함해 베트남 전통보트를 타고 주변의 어촌마을과 맹그로브를 둘러볼 수 있다. 해안선 풍경과 바
다에서 바라보는 숲이 아름다운 식스센스 닌반베이와 아마노이에서는 천천히 주변을 감상할 수 있는 패들보드
를 즐기거나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 세일링 요트 호비캣이나 카타마란을 추천한다.

베트남 청정 자연을 만끽하는 랜드스포츠
베트남의 골프장은 그린 컨디션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원시적인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린 다낭 라구나 랑코 골
프코스는 스윙 머신으로 불리는 닉 팔도가 설계했는데 그는 이곳이 그가 만든 곳 중 최고의 작품이라고 자부했
다고 한다. 이외에 다낭엔 몽고메리 링크스와 그렉 노먼이 설계한 다낭 골프 클럽이 있다.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해
보고 싶다면 해가 뜨기 전 아마노이 가이드와 함께 약 15분 내외로 오를 수 있는 고가(Goga) 봉우리에 올라 바다
Enjoy Point 2

위 일출보기를 추천한다. 이 외에도 각 리조트에서는 요가나 명상, 필라테스 등의 강의가 열린다.

Leports

반얀트리 랑코 리조트 단지 내 라구나 랑코 골프코스

베트남에서 가장 손꼽히는 휴양지 다낭과 나트
랑에 머물고 있다면 뜨거운 여름이라도, 스포츠
에 관심이나 소질이 없더라도 눈부시도록 깨끗
하고 맑은 자연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
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다양한
해양스포츠는 물론 세계적 수준의 그린을 갖춘
골프클럽 등 여러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아마노이의 해양스포츠 카타마란

Enjoy Point 3

Wellness
많은 것을 보고, 색다른 맛을 탐미하며, 새로운
경험을 찾는 여행. 여행하는 목적은 각각 다르지
만, 여행의 끝은 여독이 아닌 힐링이 되어야 하는

포시즌스 리조트 더 남하이의 스파

것은 절대적인 진리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치유
하는 웰니스는 건강한 여행의 완벽한 마무리이

자연과의 평안한 만남 _ 반얀트리 랑코, 포시즌스 리조트 더 남하이

자 백미다.

베트남 스파와 트리트먼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스러움이다. 마사지도 스트레칭이 많은 태국 마사지와 다르게 베
트남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 자연스럽게 이완에 이르게 한다. TTG(Travel Trade Gazette) 트래블
어워드에서 8년 연속 베스트 스파에 선정되는 등 수많은 수상경력을 지닌 반얀트리 스파는 천연 허브와 약초 등 천
연재료만 사용하며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람의 손길만을 이용한다. 틱낫한의 가르침에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포시즌스 리조트 더 남하이에서는 싱잉볼의 울림 속에서 명상호흡법 등을 포함한 트리트먼트를 받을 수 있다.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이해 _ 식스센스 닌반베이, 아마노이

Rudolfi

최고의 럭셔리 리조트는 모두 자연에 대한 존중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식스센스 리조
트는 느리게 사는 삶과 자연 친화를 가장 중요한 철학으로 삼고 있다. 자연 속에서 새로운 개념의 휴식 모델을 제
공하고자 하는 식스센스의 철학은 스파에도 반영되어 야외 자쿠지, 아유르베다 및 얼굴과 몸 트리트먼트 등 시설
과 프로그램을 통해 그 어떤 곳보다 자연과 하나 되는 새로운 체험을 제공한다.
아마노이에서는 생명을 이루는 마음과 몸, 정신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중요하게 여겨 스파와 트리트먼트는 물론 요
가, 필라테스, 태극권 등의 개인 피트니스, 스팀 목욕 등을 포함한 반일 또는 하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식스센스 닌반베이 스파 트리트먼트룸

수많은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반얀트리 랑코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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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머물다

반얀트리 랑코
Banyan Tree Lăng Cô

반얀트리 랑코 비치 풀빌라 전경

중부 베트남의
신비를

간직하다

다낭 북쪽으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소들과 작은 밭을 지나면, 마치 소중한 보물
을 품은 듯 웅장한 투아티엔 산맥을 울타리 삼고 광활한 남중국해를 바라보며
반얀트리 랑코가 자리한다. 베트남 건축의 특징을 반영한 진흙 기와와 탁 트인
뜰, 베트남 왕조의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에 반얀트리의 세련되고 현대
적인 설비를 결합한 49채의 풀 빌라가 랑코의 청정한 자연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마저 풍긴다.
빌라는 크게 초록의 정원에 둘러싸인 라군, 바다 전망의 비치, 언덕에 자리해 탁
트인 풍광을 자랑하는 힐 사이드 3가지 타입인데 모두 개인 수영장을 갖춰 완벽
하게 독립된 공간에서 프라이빗한 휴가를 만끽할 수 있다.
밖으로는 베트남 마지막 왕조 수도로 자금성보다는 작지만 좀 더 아기자기한 응
우옌 왕조의 왕궁이 있는 후에와 가깝다. 식물과 조류, 어류 등 다양한 생물들
의 보고로 알려진 바흐마 국립공원도 멀지 않다. 완벽한 휴양 그리고 베트남의
역사와 자연,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반얀트리 랑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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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랑코 라군 풀빌라 침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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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랑코는 베트남 최초로 통합리조트로 건설된 라구나 랑코에 속해 바로

Banyan Tree Lăng Cô

옆엔 앙사나 랑코가 있다. 따라서 낭만적인 둘만의 커플 다이닝 같은 독립적이
고 완벽한 휴양은 반얀트리 랑코에서 즐기면서도 동시에 보다 자유롭고 캐주얼
한 앙사나 랑코의 레스토랑과 시설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
가 총 아홉 차례의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골프선수 닉 팔도 경이 설계
한 18홀 챔피언십 골프코스는 이곳을 선택해야 할 이유를 더욱 굳게 한다.

천혜의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감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곳에서는
워터스키, 웨이크보드, 제트스키 같은 동력워터스포츠와 패들보드, 카약, 윈드

ADDRESS Cu Du Village, Loc Vinh Commune, Phu Loc
District, Thua Thien Hue Province, Vietnam
TELEPHONE +84 234 3695 888
HOMEPAGE www.banyantree.com/en/vietnam/lang-co

서핑, 베트남 전통 바스켓 보트 같은 비동력워터스포츠와 함께 양궁이나 트랙킹
도 가능하다. 스포츠로 적당한 피로가 쌓였다면, 아니 충분한 휴식으로 아주 활
력이 넘치는 상태라도 반얀트리의 스파는 꼭 경험해보길 추천한다. 고도의 교육
을 받은 전문 테라피스트의 손길과 신선한 재료로 진행되는 특별한 트리트먼트
는 잠자고 있던 오감을 깨우는데 충분하다.

투 베드룸 씨 뷰 힐 풀 빌라의 리빙룸에서 바라보는 바다

반얀트리 랑코의 낭만적인 커플 다이닝

전문 테라피스트가 상주하는 스파 트리트먼트 룸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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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즌스 리조트
더 남하이, 호이안
Four Seasons Resort
The Nam Hai, Hoi An

포시즌스 리조트 더 남하이의 프라이빗 비치 하 마이 해변

베트남
전통과 현대를

완벽히 조화시키다

세계적인 럭셔리 리조트 그룹인 포시즌스는 2016년 겨울, 중부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통미를 보여주는 호이안에 그들의 특별한 리조트 모델을 제시했다.
지난 20년 동안 더 남하이 호이안이 지켜오던 최고급 리조트의 명성이 포시즌스
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탈바꿈한 것이다. 베트남 특유의 전
통을 재해석해 화려한 색감과 인테리어는 더욱 부각하고, 사생활 보호 정책과
프로페셔널한 서비스를 완벽히 어우러지게 한 것이다.
총 100개의 포시즌스 리조트 더 남하이 빌라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 탁 트인 바
다 전망과 함께 바닷바람 등을 고려한 빌라 배치, 내부 인테리어에 풍수지리 원
칙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원 베드룸 빌라 내부 한가운데는 침대를 두어 휴식을
취하면서도 밖의 풍경이 보이도록 했으며, 패밀리룸에는 욕실이 딸린 어린이룸
추가, 풀 빌라에는 침실과 분리된 거실과 온수 수영장을 세팅했다. 머무는 동안
엔 버틀러들의 정성을 다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비치 프론트 빌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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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선정했는데 그중

Four Seasons Resort The Nam Hai, Hoi An

의 한 곳이 이곳이다. 포시즌스 리조트 더 남하이 전용의 아름다운 하 마이해변
에서는 제트스키, 웨이크 보드, 카약 등 다양한 수상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바다와 리조트 사이, 한가운데 자리한 3개 층의 리조트 수영장도 여느 리
조트와는 차원이 다르다. 최상층 패밀리풀은 따뜻한 수온으로, 그 아래 좁은 랩

포시즌스 리조트 더 남하이의 완벽한 휴양은 물 위에 점점이 떠 있는 듯한 플로
팅 스파에서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트남의 철학자이면서 인류의 영

ADDRESS Block Ha My Dong B, Dien Duong Ward,
Dien Ban Town, Quang Nam Province, Vietnam
TELEPHONE +84 235 394 0000
HOMEPAGE www.fourseasons.com/hoian

적 스승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승려 틱낫한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이 스파
에서는 자연의 리듬에 따를 때 우리 내부,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지구의 조화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 모든 트리트먼트에 명상호흡법 등을 포함하고 있

풀은 성인용으로, 가장 아래 바다와 닿을 듯 보이는 올림픽 수영장은 이름처럼

다. 매일 달라지는 메뉴로 건강한 요리법을 배우는 쿠킹 아카데미도 빼놓을 수

큰 크기를 자랑한다.

없는 즐거움이 될 것이다.

매일 새로운 메뉴를 배우게 되는 쿠킹 아카데미

프레지덴셜 스위트의 침실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 위에 떠 있는 듯 서있는 스파 하우스 트리트먼트 룸

3개 층으로 구성된 포시즌스 리조트 수영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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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컨티넨탈
다낭 선 페닌슐라 리조트
InterContinental®
Danang Sun Peninsula Resort

바이 박 베이 빌라(Bai Bac Bay Villa)에서 바라본 손트라반도 바다 전망

전설과
충만한 생명력이

해안가에 자리한 베어풋 카페

만나다

베트남에서 손꼽히는 휴양지이자 베트남 5대 도시인 다낭에서 바다를 향하는
거북이처럼 툭 튀어 나온 손트라 반도. 북적거리는 다낭 도심과 불과 10분 남짓
떨어져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곳은 천연림이 잘 보존된 보호구역이
다. 울창한 숲, 거북이와 산호가 주인인 듯한 맑은 바다 사이 인터컨티넨탈 다낭
리조트가 들어서 있다. 가만히 풍경을 감상하면, 옛날 신선들이 여기서 장기를
두었다는 전설이 사실로 믿어지는 곳이 이곳이다.
럭셔리 리조트의 대가 빌 벤슬리는 천국, 하늘, 땅, 바다를 테마로 이곳을 설계했
는데, 그 콘셉트는 완벽하게 구현됐다. 총 4개 층으로 배치된 각 객실과 빌라는
숲의 향기와 새소리로 잠이 들고 아침엔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으로
하루를 연다.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진 여섯 개의 레스토랑, 다수의 수상경력을 자
랑하는 스파, 해양스포츠, 보트 타기, 등이나 농라 만들기 등 다양한 베트남 전
통 체험 프로그램은 평온한 휴양에 악센트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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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ontinental®
Danang Sun Peninsula Resort
ADDRESS Son Tra Peninsula, Danang, Vietnam
TELEPHONE +84 236 393 8888
HOMEPAGE www.danang.intercontinental.com

전망이 아름다운 바이 박 베이 빌라(Bai
프리미어Bac
스위트의
리빙룸
침실
Bay Villa)

KALPAK CLASS 31

아마노이
AMANOI

레지던스 9 거실 테라스에서 바라본 전경

대자연 속
완전한

평안을 얻다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을 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이 있는, 더 장엄한 풍경 앞에선 감탄마저 멈추게 된다. 아마노이가
그렇게 감탄마저 삼키게 만드는, 그저 감격에 겨운 짧은 탄식만 겨우 내보낼 수
있는 곳이다. ‘평안의 장소’라는 뜻의 아마노이란 이름은 이곳을 설명한다기보다
부족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영감을 얻고 미래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면,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곳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다.
아마노이는 베트남 중부 누이추아 국립공원의 광활한 산악지대와 기암괴석과
백사장이 굽이굽이 펼쳐진 아름다운 빈 히(Vinh Hy)베이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일출이 아름다운 고가 피크(Goga Peak)에서 아마노이를 바라보면 울창한 숲속
에 베트남의 전통이 배어있는 파빌리온과 빌라가 서로 떨어져 각자 독립적으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내 집 이상의
편안함과 대자연과의 조화가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

정갈한 인테리어의 파빌리온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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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NOI

모든 빌라와 레지던스엔 전용 테라스와 정원, 수영장을 갖추고 있지만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배경으로 한 야외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카누, 카약, 서핑 같은 해양

ADDRESS Vinh Hy Village, Vinh Hai Commune, Ninh Hai
District, Ninh Thuan Province, Vietnam
TELEPHONE +84 259 377 0777
HOMEPAGE www.aman.com/resorts/amanoi

스포츠를 즐기며, 가이드를 따라 일출 트레킹을 해보거나 매일 아침 요가와 기
공, 필라테스와 함께 명상 수련 등의 액티비티에 참여하는 것도 활력이 된다.
찬란한 참파 왕국을 세웠던 참족 문화 탐방, 빈 히 베이 어촌 체험, 정통 베트남
요리를 배우는 쿠킹클래스는 베트남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준다.

웰니스 클래스가 열리는 요가 파빌리온
깎아지른 절벽에 자리해 전망이
아름다운
클리프
풀
프레지덴셜
스위트의
침실

스파 하우스 테라스 전경

고급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이고 간결한 아만리조트의 특징은 곳곳에서 드러난
다. 또한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 최대한 자연을 살려 주변 풍경
과 어우러지는 분위기, 본관이나 레스토랑, 바와 수영장 등 아마노이 어디서나
숲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스펙타클한 파노라마 풍경은 복잡하고 바쁜 일상
을 잊고 맑고 투명한 명상의 세계로 이끈다. 여기에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것조
차 곁에 없는 듯 조용하게 펼치는 세심한 서비스까지 더해지니 시간을 잊고 진
정한
휴양을
맛보게
프레지덴셜
스위트의
리빙룸 된다.

카디날 빌딩과 수영장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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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센스 닌반베이
Six Senses Ninh Van Bay

식스센스 닌반베이 해안가에 위치한 워터 풀 빌라와 록 풀 빌라

느리게 사는
삶의 가치를

구현하다

언제부터인가 바쁜 현대생활에 반대하여 느리게 사는 삶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
했다. 그래서 매일 바쁜 일 년 중에서 가장 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휴가만큼은
진짜 ‘쉼표’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렇게 느리게 살아볼 수 있는, 진
짜 쉼표를 만들 수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식스센스 닌반베이다. 푸른 바다와 암석,
숲과 산,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동물들, 채소를 키우는 오가닉 가든.
이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저 이 아름다운 풍경에 속한, 자연의 친구일 뿐이다.
나트랑 깜란공항에서 1시간쯤 차로 달려 닌 호아(Ninh Ha)항에 도착해 스피드
보트를 타고 20여 분 남짓 바다를 건너면 식스센스 닌반베이에 닿는다. 차에 배
까지 동원된 다소 번거로운 여정이지만, 이곳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 몇 배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왔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투명한 바
다 아래 산호에 감탄하고, 반짝이는 모래를 걷는 작은 게와 조개들을 지나 싱그
러운 향기를 내뿜는 숲에 들어서면 다람쥐와 새들이 제일 먼저 반긴다. 아름답
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친근하고 쾌활한 자연 친구를 만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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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이 자리한 힐 톱 리저브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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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센스 닌반베이는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토속적이며(Local), 오가닉하
면서(Organic) 건전하고(Wholesome), 동시에 계몽적이고(Learning) 영감을 주
며(Inspiring) 즐거운(Fun) 체험(Experience)을 중요하게 여기는 느리게 사는 삶
(Slow Life)의 가치를 강조한다. 따라서 빌라와 레스토랑의 위치, 내부 인테리어
나 외부 화장실,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리조트 내 오솔길을 비추는 등 하
나까지 모든 것이 ‘자연’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도록 했다.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즐길 수 있는 스탠드업 패들보드
언덕 위에 자리한 힐 톱 리저브 풀에서 바라본 닌반베이 바다

조용히 둘만의 식사가 가능한 와인 동굴

Six Senses Ninh Van Bay
ADDRESS Ninh Hoa, Khanh Hoa, Vietnam
TELEPHONE +84 258 3524 268
HOMEPAGE www.sixsenses.com/resorts/ninh-van-bay/destination

모든 것이 자연과 완벽히 동화되는 평화로운 휴양에 맞춰져 있는 식스센스 닌반
베이지만 그렇다고 느린 삶만 있는 것은 아니다. 태극권과 요가, 원숭이를 만나
게 되는 바이노 하이킹, 스쿠버와 패들보드, 호비캣 세일링, 낚시 같은 각종 액티
비티를 비롯해 카이강 진흙 목욕, 나트랑 시티투어, 베트남 전통 매트와 농라, 국
수 만들기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연인과 함께 샴페인을 마시며 하나둘 떠오르는 별과 노을을 감상할 수 있
는 둘만의 로맨틱 크루즈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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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맛보다

태국과 베트남 요리의 절묘한 균형 <사프란>

Saffron
비탈진 언덕 꼭대기, 반얀트리 랑코의 시그니처 레스토랑 사프
란이 멋진 바다를 내려다보며 있다. 입구부터 왕족을 상징하는

담백하고 건강한
베트남의 맛

보라와 자줏빛 직물과 자수를 놓은 비단으로 단장해 고급스러
운 분위기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식사할 수 있는 외부
좌석도 마련되어 있다. 사프란에서는 태국 요리를 내는데, 베트
남 현지의 맛도 살짝 가미되어 있다. 두 나라 이상의 요리법을

한반도의 약 1.5배 면적에 9,200만여 명의 인구, 캄

결합한 퓨전요리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어느 쪽의 특징도 살리

보디아와 더불어 세계 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프란은 요리법과 맛의 균형이 아주

나라, 세계 2위의 커피 대국 베트남. 먹을거리 기본 재

절묘하다. 향신료가 진한 태국 요리와 건강한 맛의 베트남 요리

료만 따진다면 베트남만큼 풍부한 나라도 많지 않다.

특징 모두 사프란 음식에 가득하다.

베트남 음식엔 채소 비중이 높아 건강하고, 먹기 직전
에 바로 만들어 재료의 맛이 잘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

Saffron, Banyan Tree Lăng Cô

다. 여기에 과일도 음식 재료로 많이 쓰여 새콤달콤한

ADDRESS Cu Du Village, Loc Vinh Commune, Phu Loc District, Thua Thien
Hue Province, Vietnam
TELEPHONE +84 234 3695 888
HOMEPAGE www.banyantree.com/en/vietnam/lang-co

맛을 더한다. 향신료에만 잘 적응한다면 풍부하고 다
양한 베트남 요리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것이다.

Comment of Taste
Khong Wang Ruam &
Gaeng Kati Pu Gun Bai Cha Plu
(왼쪽) 2명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타이 애피타이저로 쌀면을 새우에
감아 튀긴 것, 닭 가슴살 꼬치, 라이스페이퍼 롤과 푸껫 누들 바스켓, 그리고 스
윗망고와 칠리, 땅콩 소스 3가지가 어우러졌다. 입맛을 돋우는 애피타이저이지
만 주요리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새우를 감싼 쌀면까지 심심한 간에 바삭한
식감으로 감칠맛이 난다.
(상단) 레드 커리에 튀긴 게와 함께 삶은 달걀 그리고 스파게티 면보다 훨씬 가
늘고 둥근 쌀국수 버미첼리가 곁들여진 요리다. 커리는 이제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음식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한 맛을 내는 것이 더 어려
워졌다. 그러나 사프란의 레드커리는 그 어떤 요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
인 수준이다. 적당히 매콤하면서도 코코넛밀크의 달콤함, 튀긴 게의 바삭한 식
감, 커리와 버미첼리와의 궁합 등 완벽함,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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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of Taste
Kashmiri King Fish, Nam Hai Banh Mi, Black Pepper Mud
Crab, Goi Cuon Tom & Chicken Rice Hoi An
생선 특유의 잡내 없이 도톰한 살과 감칠맛 나게 조리한 채소를 얹은 카슈미르
킹 피쉬, 반 가른 바게트에 돼지고기와 파파야 피클, 오이, 허브와 함께 채소를
넣은 반미와 고소한 고구마칩, 후추를 넣어 살짝 매콤한 채소볶음에 통통하게
살이 오른 게를 얹어 보는 것만으로도 식욕을 끌어올리는 블랙 페퍼 머드 크랩,
강황을 넣어 지은 밥과 상추, 허브, 콩 줄기, 허브에 라임즙을 넣어 새콤한 샐러
드를 곁들인 치킨 라이스 호이안, 새우를 넣은 스프링 롤 고이 꾸온 톰 등 베트남
요리를 한 상에 모았다. 모두 베트남 전통 요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향신료
가 아주 강하지 않고, 적당히 매콤한 맛도 있어 향신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쉽게 즐길 수 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있는 만족 <라 센>

아시아 요리의 정석 <시트론>

Lá Sen

Citron

포시즌스 리조트 더 남하이 한가운데 바다와 마주하고 있는 올

끝이 뾰족한 베트남 전통 모자 농라를 뒤집어 놓은 듯 만들어

림픽 수영장 옆, 실내 석과 파라솔을 세운 외부 석을 갖춘 라 센

진 전용 좌석이 눈길을 끈다. 특히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바다

레스토랑이 있다. 라 센은 베트남어로 연잎이라는 뜻으로, 이름

를 향해 비쭉 나와있어 전망은 물론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

처럼 널따란 수영장 옆의 파라솔이 연잎을 떠오르게 한다.

와 베트남의 뜨거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상쾌하다. 그래서 언제

오픈 키친 형태로 운영되는 이곳은 낮엔 화덕에서 구운 피자,

나 높은 인기를 끄는 인터컨티넨탈 다낭 리조트의 시트론이다.

현지 어부들이 잡은 생선, 훈제 오리와 베트남식 샐러드 요리

그러나 시트론이 인기 있는 데는 단순히 좌석 때문만은 아니다.

를 낸다. 저녁엔 자체 농장에서 수확한 허브와 채소들을 포함

베트남 요리라도 북쪽과 남쪽의 요리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

해 파파야 피클과 땅콩소스를 곁들인 돼지 숯불구이, 소고기

에 북쪽 하노이 출신의 안 뚜에(Anh Tuyet) 셰프를 초빙해 베트

꼬치 등 베트남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남 북과 남의 요리로 더욱 폭넓게 제공한다. 여기에 아시아 특

만족스러운 맛뿐 아니라 식감과 향기, 색감도 세심하게 고려하

선요리, 세계 각국의 특징적인 요리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고 있으며, 낮엔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는

있으며, 특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디저트가 일품이다.

Comment of Taste

저녁엔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Pho
베트남 요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쌀국수다. 맑은 고깃국물에 고
기와 가느다란 흰 쌀국수가 자리를 잡고 잘게 썬 쪽파가 떠 있는 쌀국수는 베트

Lá Sen, Four Seasons Resort The Nam Hai, Hoi An
ADDRESS Block Ha My Dong B, Dien Duong Ward, Dien Ban Town,
Quang Nam Province, Vietnam
TELEPHONE +84 235 394 0000
HOMEPAGE www.fourseasons.com/hoian

42 2018 SUMMER

남 어디서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음식이다. 다만 이 쌀국수도 지역별로 조금 차

Citron, InterContinental® Danang Sun Peninsula Resort

이가 있는데 달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베트남 남쪽에서는 소고기 쌀국수인

ADDRESS Son Tra Peninsula, Danang, Vietnam
TELEPHONE +84 236 393 8888
HOMEPAGE www.danang.intercontinental.com

(Pho ga)를 더 많이 먹는다. 시트론에서는 양파의 일종이지만 더 작고 맛이 진한

포 보(Pho bo)가, 담백한 맛을 더 찾는 베트남 북쪽에서는 닭고기 쌀국수인 포 가
샬럿, 생강, 팔각 등을 하노이로부터 가져와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곳과 차원이
다른 더 깊은 맛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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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of Taste

Comment of Taste

Banh Xeo
어떤 외국인이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한국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부침개다.

BBQ honey pork chop, Pho, Pulled pork carnitas & Chicken
hand rolls

맵지도 않고, 각종 채소와 고기, 해산물 등 반죽에 들어가는 재료도 다양해 누구

제일 위 왼쪽 육즙으로 윤기 나는 돼지고기 BBQ는 부드러운 육질에 달콤한 맛이

라도 싫어할 이유가 없다. 그런 부침개 같은 요리가 베트남에서는 반 세오다. 모

더해져 아이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할 맛이다. 베트남 요리의 기본인 쌀국수는 향

양부터 부침개를 부쳐 반 접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반쎄오 안에는 새우, 돼지고

신료가 강하지 않고 시원한 국물이 일품이라서, 식사 때 국물이 있어야 하는 한

기, 숙주나물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갔다. 노릇하게 구워 따뜻한 반 세오를 민트

국인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 아래 멕시코 요리 돼지고기 까르니따

허브, 고수 등 각종 채소와 함께 라이스 페이퍼 위에 올리고 느억맘 소스에 찍어

스는 잘게 찢은 돼지고기, 샬럿, 고수, 라임과 할라페뇨를 토르티야에 싸서 먹는

먹는다. 강황, 쌀가루, 밀가루와 코코넛 밀크가 들어간 반 세오 반죽은 소로 들어

데, 베트남 요리에 조금 싫증이 났을 때 입맛을 돌게 한다. 맨 아래 싱싱한 채소
와 닭고기를 넣어 라이스페이퍼로 만 고이 꾸온은 고소한 땅콩소스, 새콤한 샐

가는 재료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풍부한 맛을 자랑한다.

러드와 함께 나온다. 청량한 느낌의 가벼운 고이 꾸온은 전채 요리로 좋다.

고품격 다이닝의 표본 <센트럴 파빌리온 레스토랑>

자연 속 오감 만족 <다이닝 바이 더 풀>

Central Pavilion Restaurant

Dining By The Pool

리조트 본관 가장 위쪽에 자리한 메인 레스토랑 센트럴 파빌리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자랑하는 식스센스 닌반베이 레스토랑들

온에 들어서면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한번 놀라고, 바

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에만큼은 활짝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다 쪽으로 난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경치에 두 번 감탄한다.

것이다. 한눈에 해안선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다이닝

푸른 숲에 이어 끝을 알 수 없이 가로로 길게 뻗은 해안선 자락

바이 더 베이,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에 눈에 귀까지 즐거운 다이

이 한눈에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윽고 주문했던 정갈한 요리가

닝 바이 더 록 그리고 수영장 옆에서 나무 사이 바다까지 경치

나오면 플레이팅과 맛에 감동하게 된다.

를 즐기며 식사를 할 수 있는 다이닝 바이 더 풀이 있다. 이 외

요리에 쓰인 허브와 채소는 리조트의 유기농 정원에서 갓 따와

에도 로맨틱한 저녁을 즐길 수 있는 시원한 와인 동굴, 해변과

최상의 신선도를 자랑하고, 어류는 현지에서 어부들이 갓 잡은

선착장 데크엔 음료와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바도 있다.

것으로 매일 들여와 사용한다. 요리의 품격이란 분위기와 경치,

캐주얼한 분위기의 다이닝 바이 더 풀에서는 리조트 내 유기농

그리고 무엇보다 신선한 최상의 재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농장에서 키운 허브와 채소, 주변에서 갓 잡은 신선한 해산물

보여주고 있다.

등의 재료로 베트남 요리를 비롯해 피자, 어린이용 메뉴를 비롯
해 셰프의 특선요리까지 다양한 맛을 선보이고 있다.

Central Pavilion Restaurant, AMANOI
ADDRESS Vinh Hy Village, Vinh Hai Commune, Ninh Hai District, Ninh
Thuan Province, Vietnam
TELEPHONE +84 259 377 0777
HOMEPAGE www.aman.com/resorts/aman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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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ing By The Pool, Six Senses Ninh Van Bay
ADDRESS Ninh Hoa, Khanh Hoa, Vietnam
TELEPHONE +84 258 3524 268
HOMEPAGE www.sixsenses.com/resorts/ninh-van-bay/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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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만나다

Private Vacation on a Fantastic Beach II.
Seychelles

보석처럼 반짝이는
에메랄드빛
파라다이스
세이셸

정말 아름답다는 것은 누구나 반할 정도로
잘 꾸며진 것이라기보다 어쩌면 인공적인 손
길이 닿지 않은 원래 있던 모습 그 자체의 순
수함일 것이다. 빛나는 태양과 그 빛으로 반
짝이는 투명하고 푸른 바다, 느릿느릿 기어
가는 거북, 귓가를 간지럽히는 바람, 예쁘게
피어난 꽃들과 싱그러운 초록으로 울창한
숲. 그래서 복잡하고 반복되는 일상도 모두
잊게 만드는 특별한 그곳. 에덴동산은 분명
히 이랬을 거라고 믿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인
도양의 세이셸이다.
무엇 하나 급할 게 없는 세이셸에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즐기는 것이 답이다. 버락 오
바마 대통령 가족의 휴가지로, 영국 윌리엄
왕세손이 허니문 장소로 세이셸을 택한 것도

환상적인 바다에서 프라이빗한 휴가가 가능한 KALPAK 여행

같은 이유일 것이다.

[허니문] 세이셸 반얀트리(Banyan Tree), 오션뷰풀빌라 자유 6일
[허니문] 세이셸 반얀트리(Banyan Tree), 두바이 아르마니(Armani) 자유 8일
[허니문] 세이셸 포시즌(Four Seasons) 자유 7일
[허니문] 세이셸 식스센스 질파시온(Six Senses Zil Pasyon) 자유 7일, 8일

Seyche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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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무쌍한 화강암 해변을 자랑하는 라디그섬

La Digue Island

세이셸을 설명하는 화려한 수식어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제 세이셸을 알았다
고 자부할 때, 다시 한번 세이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새로 하게 만드는 곳이 라디그섬이
다. 톰 행크스와 배구공 윌슨으로 기억되는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무대였던 곳으로, 특히
북서쪽에 위치한 앙세 소스 다종의 기암괴석들은 햇빛에 따라 다양한 색을 연출한다.

여유롭고 행복한 세이셸의 일상
일상을 뒤로하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행을 하고 휴가를 보내지만, 세이셸에서는 반
나절만이라도 이들의 삶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또 다른 울림을 준다.
세이셸 사람들은 대체로 느리고 조용하다. 수줍음이 많지만, 상대방의 부탁을 흔쾌히 들
어주는 따뜻함이 배어있다. 그들을 둘러싼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 속에
서 자란 밝고 건강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들의 언어인 크레올어와 함께 영어, 불어를 배
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세 언어를 구사한다.
그들이 말하는 인생의 신조라는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들의 한없이 맑은 웃음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이셸 라디그섬의 앙스 수르스 해변

세이셸에만 사는 알다브라 자이언트 거북. 최장 300년을 사는 세계 최장수 동물

제일 큰 마헤섬을 비롯해 115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이셸의 또 다른 이름은 지상 최후의 낙원이다. 세계 최
장수 거북이가 사는 곳, 형형색색의 새와 꽃 그리고 울창한 열대 우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과 진
귀한 해양생물들의 보고 등 세이셸을 한마디로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
된 곳도 알다브라섬의 환초와 프랄린섬의 발레 드 메 자연보호지역 2곳이나 된다. 이런 낙원 같은 곳에 호
화 요트, 윈드서핑 등의 해양 레저, 다채로운 요리와 세계적인 셀러브리티가 사랑하는 특급 리조트까지 더
해져 세이셸은 지상 최후의 낙원에 ‘호화롭고 프라이빗한’이란 수식어가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곳이다.

활기찬 크레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마헤섬

Mahe Island

마헤섬은 세이셸공화국의 수도인 빅토리아가 있는 본섬으로, 세이셸 최고봉인 920m의 바위산 몬 세이

수컷과 암컷 나무로 자라 바람을 통해 열매를 맺는 코코 드 메르

셸루와(Morne Seychellois)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다. 희귀하고 다양한 곤충과 나무, 새들로 가득
한 이 원시림과 함께 마헤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발롱 해변 등을 중심으로 65개나 되는 해변엔 세계적
인 리조트와 그림 같은 마을 풍경이 펼쳐져 있다.

현실에서 구현된 에덴동산 프랄린섬

Praslin Island

마헤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섬으로 발레 드 메 국립공원이 있는 곳이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
로 꼽히는 앙세 라지오(Anse Lazio)도 여기에 있다. 프랄린섬이 에덴동산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것은 이
곳에서만 자라는 ‘코코 드 메르(Coco de Mer Palms)’라는 식물 때문이다. 수컷과 암컷 나무로 자라 바람
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생김새가 독특하다. 또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검은 앵무새도 이곳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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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 드 메르 등 독특한 동식물이 사는 프랄린섬의 발레 드 메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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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게이트 아일랜드 프라이빗
세계 1% VVIP를 위한 완벽한 휴식처

Fregate Island Private
해변에 접해있는 프라이빗 풀 트윈 빌라

자쿠지가 딸린 수영장, 외부 식사공간을 갖춘 프라이빗 풀 빌라
해변 전망의 프리게이트 하우스 레스토랑

망고와 오렌지,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들로 가득한 숲을 가진 섬. 거북이를 제외하고 자신의 발
자국만 볼 수 있는 한적하고 아름다운 해변이 7곳, 섬 전체를 통틀어 16개 밖에 없는 초특급 빌라. 프리게
이트 아일랜드 프라이빗을 설명하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이곳은 복잡한 세상과 동떨어진, 그들의 표현
처럼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유일한 곳이 틀림없다. 그래서 이곳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 영국 윌리엄 왕세자
를 비롯해 중동부호들의 완벽한 휴식처가 되었다.
세이셸의 본섬인 마헤섬에서 55km 떨어진 프리게이트 아일랜드 프라이빗은 미국 ABC News 채널에서 뽑
Fregate Island Private
ADDRESS Fregate Island, Seychelles
TELEPHONE +49 7221 9009922
HOMEPAGE www.freg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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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계 베스트 10대 에코 롯지’에 선정되었을 만큼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레스토랑과 각
종 해양스포츠를 위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그곳에 가는 방법도 특별하다. 이곳의 투숙객은
마헤공항에 도착하면서 ‘Fast-Track’으로 빠르게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경비행기나 헬리콥터로 섬에 도
착한 이후부터는 개인 집사의 클럽카로 객실까지 안내받는다.

Private Vacation on a Fantastic Beach III.
Malaga, Spain

뜨거운
정열이 숨 쉬는
지중해 여행의 시작
말라가

태양의 나라 스페인에 대한 관심이 매년 더
욱 높아지고 있다. 뜨거운 콧김을 내뿜는 흥
분한 소를 향해 칼과 붉은 천을 휘두르는 투
우사의 강렬함과 아름답다기보다 집시들의
한을 담은 열정적인 플라멩코의 모습에서 유
럽의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특함을 엿볼 수
있다. 유럽의 남서쪽 끝 이베리아반도에 있
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격렬한 투쟁으로
이룬 가톨릭 국가로 오래전부터 스페인은 색
다른 유럽을 느끼고 싶은 유럽 귀족들의 특
별한 휴양지가 되었다. 특히 피카소가 태어
난 곳이며 안달루시아 지방 교통의 요충지이
자 하얀 요트와 호화로운 크루즈가 정박하는
말라가는 외향적이고 정열적인 스페인을 느
낄 수 있는 시작점이 되고 있다.

환상적인 바다에서 프라이빗한 휴가가 가능한 KALPAK 여행
[4인 출발] 태양과 정열의 나라, 스페인 일주 9일
일정 바르셀로나(2)-그라나다(1)-말라가/마르베야(1)-세비야(1)-톨레도/세고비아/
마드리드(2)-기내(1)
가격 ₩12,680,400~
문의 02. 726. 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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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ga, 		
Spain

유럽의 발코니 네르하

Nerja

14세기 카스티야 이 레온(Castilla y León) 왕국의 왕 알폰소 11세는 네르하 해변 절벽에
서 바라보는 지중해 풍경에 감동하여 ‘유럽의 발코니’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풍경의 아름
다움은 작은 마을에 불과한 네르하를 코스타 델 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휴양
지로 만들었다. 특히 여름엔 구석기시대 벽화와 생활 흔적이 남아있는 네르하 동굴에서
음악회가 열리는데, 동굴 특유의 울림으로 아주 색다른 느낌을 준다.

스페인의 하얀 산토리니 마을 프리힐리아나

Frigiliana

네르하에서 차로 10여 분 남짓 거리의 프리힐리아나는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로 손꼽히는 곳이다. 야트막한 산을 가득 채운 파란색 대문을 가진 새하얀 집들이 옹기
종기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있어, 스페인의 산토리니라고 불린다. 한 시간이면 모두 돌아볼
수 있는 작은 규모지만 천천히 산책하고 있으면 저절로 미소가 퍼지게 되는 곳이다.

유럽의 발코니로 불리는 네르하의 해변

지중해에서 가장 큰 항구 말라가는 1년 중 320일 동안이나 태양이 비추는 곳이다. 12월부터 3개월 동안
이어지는 겨울에도 최저기온은 영상 8도 내외다. 앞으로는 태양의 해안이라는 뜻을 지닌 ‘코스타 델 솔
(Costa del Sol)’로 불리는 지중해가, 뒤로는 올리브와 포도, 아몬드를 생산하는 비옥한 안달루시아 평원이
있는 축복받은 곳이다. 끝을 가늠할 수 없이 긴 말라가 해변엔 윈드서핑과 태닝을 즐기는 여유로운 사람
들, 그리고 그들을 반기는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은 낭만을 책임져 준다.

정열적인 스페인 여행의 시작 말라가

Malaga

피카소의 고향 말라가는 한겨울에도 태양을 찾아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유럽인들이 꿈
꾸는 휴가지 리스트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곳이다. 어린 시절 피카소의 습작을 볼 수 있는 피카소 박물관
에 들러 그의 순수했던 시절의 예술을 느끼고, 스페인에서 가장 잘 보존된 알카사바를 산책하면서 말라가
시내와 멀리 항구까지 바라본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가파른 협곡 위의 중세도시 론다

Ronda

론다는 스페인을 소개할 때 자주 등장하는 도시다. 까마득한 깊이의 협곡에 세워진 거대한 누에보 다리는
론다를 찾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다. 협곡 아래에서 보면 자연과 문명이 합쳐진 경외감에, 다리 위에서 내
려다보면 드넓은 풍경에 가슴 속까지 시원하면서도 아찔한 높이에 놀란다. 론다는 헤밍웨이가 ‘누구를 위
하여 종을 울리나’를 쓰는 동안 거주한 곳으로 유명하다. 헤밍웨이는 론다를 ‘사랑하는 사람과 로맨틱한
가파른 협곡 위에 세워진 론다의 누에보 다리 풍경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라며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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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핀스키 호텔 바이아
푸른 지중해를 바라보는 꿈같은 오렌지빛 안락함

Kempinski Hotel Bahía

켐핀스키 호텔 바이아의 프라이빗 해변으로 야자수 산책로

켐핀스키 호텔 바이아 수영장과 가든
푸른 지중해 전망의 프리미어룸 침실과 발코니

말라가에서 알헤시라스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휴양지 코스타 델 솔의 해안가 작은 도시 에스테포나는 다
른 도시들과 비교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코스타 델 솔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들이 자리 잡
고 있는 품격있는 휴양도시다. 그런 까닭에 아름다운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켐핀스키 호텔 바이아엔 프
라이빗한 휴양을 위해 아랍의 왕족과 영국 재즈 밴드 자미로콰이, 블루스 기타리스트 게리 무어 등의 셀
러브리티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푸른 지중해를 앞에 두고 있는 짙은 오렌지빛의 켐핀스키 호텔 바이아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럭셔리 호
텔 그룹의 일원으로써 품격과 서비스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특히 이곳은 아랍계 이슬람교도인 무어인
의 건축양식에 현대적인 객실을 결합한 곳으로, 객실에서 바라보는 지중해 전망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
다. 바다로 이어지는 야자수 산책로, 3개의 실내외 수영장, 저녁이면 스페인 가수가 노래하는 낭만적인 바
다 전망 레스토랑은 남부 스페인의 강력한 매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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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mpinski Hotel Bahía
ADDRESS Carretera de Cádiz Km 159,
29680 Estepona, Malaga, Spain
TELEPHONE +34 95 280 9500
HOMEPAGE www.kempinski.com/en/
marbella/hotel-ba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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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rip

싱가포르 내 동급 호텔 수준과 비교했을 때 훨씬
넓고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객실과 함께
카펠라 싱가포르의 자랑은 열대 나무를 울타리 삼
은 전용수영장과 넓은 객실에서 온전히 자신만의
자연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풀 빌라다. 체크인 전
부터 고객의 성향과 요구사항을 점검하며 완벽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24시간 버
틀러 서비스는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평안한 휴양을 더욱 완벽하게 하는 맛과 멋
빌라와 객실에 더해 이곳에서의 휴양을 더욱 완벽
하게 도와주는 것은 싱가포르에서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오리가 스파(Auriga Spa)다. 내추럴 힐링을
컨셉으로 달의 변화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트리트
먼트를 제공한다.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지
중해식 요리를 선보이는 놀즈(The Knolls), 중국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카시아(Cassia), 3개의 계단
식 수영장 위로 드리워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휴식
을 취할 수 있는 밥스 바(Bob’s Bar)는 맛에 멋까
나무에 둘러싸인 원 베드룸 빌라의 침실과 거실 내부

중국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카시아

지 더하게 해준다.

싱가포르 센토사섬 언덕 위 자리한 카펠라 싱가포르 전경

카펠라 싱가포르
자연과 하나되는 완벽한 프라이버시

Capella Hotels and Resorts, Singapore
관광과 쇼핑의 도시 싱가포르에서 자연의 품 안에서 망중한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휴식처, 카펠라 싱가포르. 열대의 나무가 무성히 들어선
초록의 언덕 위, 현대적이면서도 우아한 순백의 카펠라 싱가포르는 신비로운 분위기마저 풍긴다. 넓은 대지에 자리한 만큼 풀빌라, 객실동,
레스토랑, 스파 등은 조금씩 서로 떨어져 있어 한적하고 여유롭기만 하다. 그래서 이곳은 활기찬 도시 분위기를 즐기면서도 동시에 그 어떤
때보다 평화롭고 조용히 휴식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겐 최고의 선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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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Luxury

포시즌스 리조트 오아후 앳 코올리나
전 세계 최고의 신규 리조트 1위
2016년 5월 개관한 포시즌스 오아후는 오픈 1년 만에 2017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 독자 선정 하
와이 톱 30 리조트에서 3위(오아후 섬 내 1위)에 오른 데 이어 미국의 유명 여행전문지 '트래블
앤 레저'에서 2017년 전 세계 최고의 신규 리조트로 선정되는 등 세계 무대에서 럭셔리 리조트
로서의 명성을 쌓고 있다.
포시즌스 오아후는 오아후 서해안의 아름다운 전망과 함께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하와이안 포
인트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특히 이곳에서는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어덜트 인피니티 풀, 스타 셰
프 마이클 미나의 하와이 씨푸드를 맛볼 수 있는 미나스 피쉬 하우스,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
며 연인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노에, 하와이 전통 치유법을 체험할 수
있는 나우파카 스파로 격이 다른 휴양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해양스포츠는 물론 하와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Four Seasons Resort Oahu at Ko Olina

Four Seasons Resort Lanai
포시즌스 리조트 라나이

2018 미국 내 최우수 호텔 1위
순위 및 소비자 자문에 있어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뉴스&월드 리포트
(U.S. News & World Report)는 올해 2월 미국은 물론 유럽, 캐나다, 멕시코 및 버뮤다에 걸쳐
24,000개 이상의 고급 호텔을 평가한 결과 포시슨스 라나이를 미국 최고의 호텔로 선정했다. 미
국 뉴스&월드 리포트는 지난 몇 해 동안 해왔던 것처럼 200곳 이상의 여행지를 대상으로 약 60
만 명의 방문객들의 리뷰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순위를 매겼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 같은 아름다운 훌로포에 베이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있는 포시즌스 라나이는 빌 게이츠를 포
함한 유명인의 대표 휴양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선셋 세일링이나 스노클링 같은 해
양 스포츠는 물론 숲을 달리는 승마, 클레이 사격, 사륜 오토바이 가이드 투어, 헬리콥터 투어
와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 도전 같은 차원이 다른 독특하고 다양한 액티비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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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 Place

승자의 자격
그리고
패자의 필요
샴페인

Champagne

기억하고 싶은 순간, 기쁘게 축하할 일이 있는 특별한 때, 신비한 마법처럼 그 의미를 더해주는 것은 샴페인이다.
나폴레옹은 ‘승자는 샴페인을 마실 자격이 있고, 패자는 샴페인을 마실 필요가 있다’는 말로 샴페인의 존재 자체
를 찬양했다. 코르크 마개를 열 때부터 아니 훨씬 전으로 돌아가 샴페인을 떠올리는 순간부터 즐거운 흥분이 가
슴을 가득하게 채운다. 평범한 순간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드는 샴페인의 매력, 어떻게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
에디터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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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루이 14세, 15세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영화 속 주
인공 아이언맨과 제임스 본드. 별로 연관성 없어 보이지만 이 넷의
공통점은 최고의 샴페인 ‘돔 페리뇽’이다. 루이 14세와 15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식탁에 돔 페리뇽을 올렸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
관식 축하주는 돔 페리뇽이었다. 아이언맨이 스타크 빌딩 완성을 축
하할 때도, 제임스 본드가 이성에게 다가갈 때나 반대로 그를 유혹할
때도 돔 페리뇽은 빠지지 않았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열광하게 했을까.

프랑스 에페르네에 있는 모엣 샹동 샴페인 하우스 전경

별이 담긴 와인, 샴페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 샴페인과 발포주(스파클링 와인)의 차이

순간을 반짝이게 하는 신비의 마법, 샴페인

는 원산지다.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적포도 품종인 피노 누아

역사와 품위를 갖춘 샴페인이라면 모엣&샹동(Moet & Chandon)과

(Pinot Noir)와 피노 뫼니에(Pinot Meunier), 청포도인 샤르도네

돔 페리뇽(Dom Pérignon), 떼땅져(Taittinger), 볼랭저(Bollinger)를 꼽

(Chardonnay)를 블렌딩하거나 따로 사용해 특유의 스파클링 와인

을 수 있다. 모엣 샹동은 1743년 프랑스 와인 상인이었던 클로드 모엣

양조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만을 샴페인이라고 한다. 프랑스는 다

이 에페르네에서 샴페인을 생산한 것이 시작으로, 피노 누아, 피노 뫼

른 지역에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에 샴페인이란 말을 못 붙이게 하

니에, 샤도네이 포도 품종을 블렌딩해 30개월간 숙성한 뒤 내놓는다.

는 것은 물론 와인과 전혀 상관없는 향수나 가전제품 등에도 샴페인

돔 페리뇽은 모엣&샹동이 피에르 페리뇽 수도사에게 경의를 담아

이란 이름이 붙게 되면 소송을 불사할 만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프레스티지 샴페인 라인으로 만든 것으로, 루이 14세와 루이 15세가

그렇게 품위와 자부심의 상징인 샴페인이지만 그 시작은 실패한 와

특히 좋아했다고 한다.

인이었다. 17세기 중반, 30살의 젊은 수도사 피에르 페리뇽은 샹파뉴

떼땅저는 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장교였던 피에르 떼장저가 1932년

오빌레의 베네딕틴 수도원의 와인 담당 수도사가 된다. 세상에서 가

포도밭을 구입해 샴페인 하우스를 열었던 것이 시작이다. 예술가와

장 좋은 와인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생각한 이 수도사의 큰

콜라보 작업을 통해 독특한 샴페인 병 라벨로 유명한 떼땅저는 샤도

고민은 와인에 탄산가스가 생기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 가스 때문에

네이 품종 함량이 높아 부드러운 맛을 선호하는 여성들에게 특히 인

저장고에서 와인 한 병이 깨지면 그 파편으로 연쇄적인 파열이 생겼

기다. 랭스의 떼땅저 와인셀러에서는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거나 잔

고 그 결과 와인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폭발하는 병으로부터 다

단위로 판매되지 않는 고급 샴페인을 음미할 수 있다.

치지 않기 위해 무장을 하고 들어가야만 했다. 이 와인이 영국으로

007 영화 시리즈에 자주 등장해 제임스 본드 샴페인이라고도 불리는

넘어가서도 똑같이 탄산이 생기곤 했는데, 영국의 한 과학자가 이 탄

볼랭저는 1829년에 설립, 대를 이어 내려오는 190여 년의 전통을 자

산의 비밀을 풀어 스파클링 와인 제조방법을 발명해냈다.

랑한다. 역사와 전통이 깊은 와이너리답게 샴페인 제조방법도 철저하

그렇게 발명자의 자리는 내줬을지 몰라도 샴페인의 모습을 완성한

게 전통 방식에 따라 오크통에서 발효와 숙성을 거친다. 1884년 영국

것은 피에르 페리뇽이다. 토양과 포도 품종의 관계, 적포도로 화이트

빅토리아 여왕은 왕실의 샴페인 공급처로 왕실 조달 허가증(Royal

와인을 만드는 법, 포도 블렌딩, 병의 형태, 코르크 마개와 이를 고정

Warrant)을 부여했는데, 이는 샴페인 하우스 중 최초다. 프랑스 정부

하는 철실 사용 등 피에르 페리뇽은 평생을 샴페인의 품질 향상에

도 뛰어난 기술력과 전통, 장인정신을 가진 프랑스 기업에 주는 상인

바쳤다. 그가 얼마나 샴페인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공을 들였는지,

‘현존하는 문화유산(EPV)’에 볼랭저를 올렸는데, 샴페인 하우스 중

샴페인을 마시다 동료 수도사에게 건넨 말에서 엿볼 수 있다.

처음으로 받은 것이다.

“형제님, 나는 지금 별을 마시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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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샴페인
우아한 와인,
그 향기에 흠뻑 젖다

에페르네에 있는 모엣&샹동의 돔 페이뇽 와인셀러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가득한 프랑스에
서도 샴페인과 와인은 가장 가치 있고 귀
중한 유산으로 평가받는다.
샴페인과 와인 본고장을 찾아 떠나는 와
이너리 투어는 샴페인이 탄생한 샹파뉴
에서 시작하는데 명품 샴페인을 생산하
는 떼땅저(Taittinger)와 영국 왕실이 인정
한 볼랭저(Bollinger) 와이너리 방문과 시
음이 포함되어 있다.

상파뉴의 포도밭

와인 애호가의 종착지, 부르고뉴
물론 이견은 있지만 와인의 종주국이라 자처하는 프랑스에서 와인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은 포도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하
는 보르도다. 엄청난 규모의 포도농장과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샤토
들에서 생산하는 와인은 7억 병이 넘는다.
엄청난 규모의 보르도 와인과 상파뉴 지방 아래에 있는 부르고뉴산
와인은 양적인 면에서는 비교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프랑스 전체 포
도밭의 3%밖에 안 되는 면적에 생산량도 2억 병이 채 안 될 만큼 적

와인 애호가들의 종착지로 불리는 부르고
뉴에서는 세계 최고 와인 로마네 콩티의
포도밭과 2007 남북정상회담에도 쓰였던
희귀한 와인 샤샤뉴 몽라쉐의 샤토를 둘
러본다. 특히 이번 여행은 와인 웹매거진
<더 센트>의 홍재범 국장이 동행해 샴페
인과 와인에 대한 설명이 더해져 더욱 깊
이 있는 와이너리 투어로 진행된다.

다. 보르도에는 귀족들이 엄청난 규모로 자신의 와이너리를 운영하
기 때문에 샤토(château)라 표기하는 데 반해 부르고뉴는 농부수준
이라 도멘(Domaine)이라 표기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이렇게 규모나
양적인 면에서 작기만 한 부르고뉴지만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는 보
르도의 내노라하는 샤토를 압도한다. 그래서 와인 애호가들은 보르
도 와인으로 시작해 수많은 와인을 마신 후 브르고뉴 와인으로 끝
을 맺는다고 말한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레드 와인의 강렬한 이미
지는 미국에서 부르고뉴를 버건디라 칭하게 만들었고, 진한 붉은색
의 버건디가 와인의 대명사가 되게 했다. 품질 좋은 부르고뉴 와인엔
보르도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있는데, 보르도 와인이 포도의 품
종을 블렌딩하는 것과 달리 부르고뉴 레드와인엔 피노 누아를, 화이
트 와인엔 샤르도네 단일 품종을 사용한다. 이중 레드와인은 더 생
산량이 적고, 부르고뉴 북쪽의 샤블리(Chablis)에서 생산되는 화이트
와인이 더 많은 양을 차지한다. 매우 드라이하면서 깔끔한 스타일의
샤블리 화이트 와인은 장기간 숙성도 가능한데, 숙성이 더해지면 더
깊고 부드러워진다. 특히 이곳을 대표하는 윌리엄 페브르 와이너리의
화이트 와인은 고급 샤블리 와인의 맛에 허브, 청사과, 오렌지 껍질
의 풍미와 함께 부드러움이 더해져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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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동행]

신의 물방울을 음미하다.
샹파뉴 & 부르고뉴 와이너리
투어 8일
출발 6월 25일(단 1회)
일정 파리/랭스/에페르네(3)-몽바흐/본느(2)루아르(1)-파리/기내(1)
가격 ₩10,080,400~
문의 02. 726. 5709

Masterpiece

식물이 흙이나 굵은 모래에 심어져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시
대는 지났다. 에어 플랜트(Air Plant) 즉 공중 식물은 땅에 뿌
리를 내리지 않고 공중에 매달려 잎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분위기에 따라 어디든 쉽게 옮겨 놓
을 수 있다. 표면에 난 미세한 솜털을 통해 공기 중에 있는 먼
지를 흡수하는 착한 행동은 덤으로 따라온다. 건조한 계절이
면 일주일에 한 번 분무질이면 충분하고, 습도가 높은 여름
엔 그냥 두어도 혼자서 잘 크는 데다 습기를 흡수해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게 해준다. 과한 햇빛보다 반그늘의 실내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식물이다.
초록으로 때로는 다양한 색으로 조용히 기쁨을 주는 이 식
물들, 어찌 예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공중 식물의 대표, 틸란드시아

수염같은 틸란드시아 유스네오이데스

공중 식물 종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종이 외떡잎식물 파인
애플과의 틸란드시아다. 라틴아메리카가 원산지로 500여 종
이나 된다. 잎에 솜털 같은 하얀 모용을 통해 공기 중의 수분
과 먼지를 흡수한다. 틸란드시아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밝은 초록색으로 할아버지 수염처럼 늘어진 수염 틸란
드시아 즉 틸란드시아 유스네오이데스다. 작은 토분이나 코
코넛 껍질을 활용해 묶어 놓거나 커튼처럼 일렬로 펼쳐 늘여

자연과 하나된

뜨려 놓기도 한다.
틸란드시아 종류 중 널리 알려진 또 한 종은 알로에를 손바

인테리어

닥 크기 정도로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틸란드시아 이오난사
다. 보통 손바닥 정도의 크기지만 길이 15~17cm까지 자라난
다. 뽀얀 은색의 솜털로 덮여져 있는데 붉은색 혹은 보라색

반려동물에 이어 반려식물이라는 말이 생겼다. 양질

꽃이 피어날 때면 뾰족한 잎의 끝이 붉게 변한다. 이오난사

의 흙과 햇빛, 적절한 물주기 등 꾸준한 관리를 해주

종류는 보통 투명한 유리병 안에 모래나 자갈을 깔고 그 위

어야 하는, 키우기 까다로운 식물이 소위 말하는 ‘식

에 얹어 키우는 테라리엄 형태로 둔다.

물 킬러’라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종들도 많이 등
장했다. 공기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공기정화
식물이 공기 중에 있는 먼지와 수분을 흡수하는 것
에 더해 초록의 싱그러운 인테리어 즉 플랜테리어

작고 통통한 잎을 가진 디스키디아

(Plant+Interior) 단계로 진화했다. 자연이 우리들의

디스키디아 또는 디시디아로 불리는 이 공중 식물은 관엽식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것이다.

물처럼 보이지만 코코넛 껍질이나 나무줄기에 기생해서 살

에디터 진윤숙

아가는 식물이다. 줄기가 길게 뻗으며 덩굴로 자라는데, 잎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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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통통한 잎이 귀여운 디스키디아

가장자리가 하얀 디시디아 화이트, 진한 녹색이었다가 연한
녹색으로 변하는 디시디아 그린, 단추처럼 완전히 동그란 잎
을 가진 디시디아 버튼, 동그란 잎의 끝만 뾰족한 디시디아 하
트 등 잎의 모양이나 색상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다양한 종
류가 있다.
고동이나 빈 토분에 넣어서 키우기도 하지만 대부분 코코넛
껍질에 넣어서 키우는데, 코코넛 껍질이 너무 말랐다 싶을
때 물에 잠깐 담갔다 꺼내는 방식으로 물을 주면 된다.

물을 좋아하는 선인장, 립살리스
브라질을 중심으로 중앙·남아메리카의 열대지역이 고향인
립살리스는 나무 위나 바위 위에 자라는 선인장과의 식물이
다. 그러나 물을 좋아하지 않는 일반적인 선인장과는 다르게
나무 위나 바위 위에서 자라는 립살리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물을 주어야 할 정도로 수분이 충
분하지 않으면 말라죽는다. 생김새는 생선뼈처럼 삐쭉삐쭉
한 줄기를 길게 늘어뜨리며 자라나는 립살리스 쇼우, 작은 잎
들이 다닥다닥 빼곡하게 붙어 자라나는 넘뮬라리아, 길게 늘
어진 줄기들이 비가 오는 것 같아 이름 붙여진 립살리스 레
인 등 많은 종류가 있다.

북유럽에서 온 이끼, 스칸디아모스
공중 식물 대부분이 더운 열대지방에서 온 것과 다르게 스
칸디아모스는 추운 북유럽에서 왔다. 이 이끼들은 나무에
기생해 자라는 것으로 한 해에 3~5mm 정도만 클 정도로
성장이 매우 느리고, 채취한 후에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채취한 스칸디아모스는 몽글몽글 솟은 브로콜리 모양으로
공기 중 수분을 섭취해 천연 습기 제거제 역할을 한다. 살
아있지만 직사광선을 피해 죽은 듯 그냥 두어야 하고, 다른
식물들과 달리 물을 주면 오히려 죽는다. 실내 습도가 30%
이하가 되면 딱딱하게 굳는데, 이때 습기가 많은 욕실에 잠
깐 두면 습기를 흡수해 다시 부드러워진다. 원래 옅은 회색
의 이끼에 천연 색소를 흡수시켜 다양한 색의 스칸디아모
스를 액자나 통나무, 화분 등을 넣어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
다양한 컬러로 즐길 수 있는 스칸디아모스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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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Amanyangyun
전통 서예와 서화, 다도실 등 다양한 중국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난슈팡

아만양윤, 중국

중국 역사와 자연 속에서
누리는 영혼의 휴식
상하이 중심부에서 약 27km 떨어진 마치아오 타운, 300~

500년 된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건물 50여 채와 1,000년
수령을 포함해 1만여 그루의 녹나무가 통째로 옮겨와, 초록
의 숲 한가운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역사의 향기가 흐르는
고풍스러운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 리조트라기보다 현대 시
간 속에서 역사 속 중국의 삶과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 그곳이 아만리조트그룹이 중국에서 네 번째로
문을 연 아만양윤이다.
에디터 진윤숙 자료제공 아만양윤 www.aman.com/resorts/amanyangyun

KALPAK이 제안하는
상하이 아만양윤(Amanyangyun) 자유 3일
일정 상하이(2)
가격 ₩2,119,800~
문의 02. 726. 5711
혜택 Mercedes Benz 컬렉션 여행용 캐리어(선착순 20객실 한정) 제공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앤티크 빌라 외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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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영적 웰빙을 돕는 아만 웰니스
아만양윤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3,000m² 규모의 최첨단의 아만 스파와 피트니
스 센터가 결합한 고급 통합 웰니스다. 이곳에서는 영양, 운동과 미용은 물론 정서적, 영적
웰빙에 이르기까지 웰니스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여 완벽하게 제공한다. 포괄적인 바이오
프로파일 리포트, 신경 자극 장치를 이용한 신체 스트레스 감소와 치유, 레이저 라이트
테라피로 에너지 보강과 수면 문제 개선 등 기존 스파와 비교할 수 없는 최첨단 웰빙 기
술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 아만 웰니스만으로도 이곳을 꼭 가야 하는 이유가 된다.
욕조 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이는 앤티크 빌라의 욕실
작은 대나무 안뜰을 사이에 둔 밍 코트야드 스위트의 침실

중국 명나라풍 정원이 딸린 밍 코트야드 스위트 내부 모습

명나라와 청나라 가옥의 기술과 문화를 계승한 현대적인 건축미
아만양윤의 빌라와 스위트룸은 명과 청나라의 가옥을 옮겨와 현대적인 정교한 품격을 결
합한 새로운 건축미를 제시하고 있어 여느 곳보다 특별하다. 13개의 빌라는 마스터 스위
트룸 외에 3개의 게스트 스위트, 전용 수영장과 자쿠지 스파까지 있는 1,000m² 내외의 넓
이로 대가족 투숙객이라도 여유 있고 편안한 휴식이 가능하다. 24개의 게스트 스위트는 2
개의 전용 안뜰과 야외 욕조를 갖추고 있다.
철저한 계획에 따라 장시성의 벽돌 하나, 나무 한 그루 조심스럽게 옮겨 건축하고 숲을 꾸
며 올해 1월 완공하기까지 15년의 세월의 걸렸다. 그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아만양윤
은 레스토랑 하나를 만드는 데도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중식당엔 조용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7개의 독립룸을 배치했고, 이탈리안 식당과 클럽 라운지에서는 호수와 숲길 경치
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일식당은 물가에 배치에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녹나무
수림에 감춰진 듯 있는 아만 델리 빌리지숍에서는 와인을 음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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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Choice

Indonesia

Four Seasons Hotel Jakarta
20여 년의 역사를 배경으로 새롭게 단장한 포시즌스 호텔 자카르타의 입구

포시즌스 호텔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활기찬 도시와 여유로운
낭만의 절묘한 조화
20여 년간 자카르타 최고 호텔로 자리를 지켜온 포시즌스 호
텔 자카르타는 지난 2016년 여름 완벽히 새로운 럭셔리 호
텔의 모델을 제시했다. 자카르타의 국제적 비즈니스와 엔터
테인먼트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새로운 중심축 캐피탈 플레
이스(Capital Place)를 더욱 빛내주는 명소로 자리한 것이다.
전통과 현대적인 세련미에 편안함을 주는 자연적인 포인트를
더해 비즈니스맨은 물론 자녀를 둔 가족 여행객에게도 도심
속 완벽한 휴식처가 되고 있다.
에디터 진윤숙 자료제공 포시즌스 호텔 자카르타 www.fourseasons.com/jakarta

KALPAK이 제안하는
자카르타 포시즌스(Four Seasons) 자유 5일
일정 자카르타(3)-기내(1)
가격 ₩1,542,400~
문의 02. 726. 5704

슬라이딩 포켓 도어로 침실과 거실이 분리될 수 있는 코너 스위트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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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박 장식 천장, 티파니 블루 벽, 스타버스트 그래픽 바닥으로 화려한 라 파티스리(La Patisserie)

예술과 극대화된 편의성의 조화
새롭게 오픈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포시즌스 호텔 자카르타는 현대적인 건축기술
과 동서양의 예술적인 인테리어 아이디어가 총 집약된 곳이다. 17세기 후반부터 18
세기까지 유럽 상류사회에서 유행하던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의 건축과 가구에 중국
의 동양 분위기가 가미된 시누아즈리(Chinoiserie) 벽면 패널 디자인과 인도네시아
미술품, 이탈리아 대리석 욕실은 현대적이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풀바가 함께 있는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수영장

비즈니스 파트너나 친구들을 초대해 프라이빗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프레지덴셜 스위트

스위트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거실과 수면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슬라이딩 포켓 도
어다. 이 문 하나로 낮에는 작은 미팅룸으로, 밤에는 더욱 편안하고 안락한 수면 공간으로 활
용할 수 있다. 벽에서 벽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유리창은 부드러운 자연채광의 효과와 보통 창
문이 없는 현대적인 빌딩과 달리 통풍이 잘되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19층에 있는 프레지덴셜 스위트와 앰배서더 스위트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나 친구들을 초대
해 셰프의 요리를 현장에서 즐기면서 프라이빗한 모임을 할 수 있다.

역동적인 도시 자카르타에서의 완벽한 휴양
비즈니스맨과 여행객 모두에게 실용적인 편안함을 중요시하는 포시즌스 호텔 자카르타
는 객실은 물론 레스토랑도 특별하다. 13m에 달하는 높은 층고의 팜 코트(Palm Court)와
저녁이면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노틸러스 바(Nautilus Bar)는 세련
된 도시의 이미지를 주지만, 옥상에서 자카르타의 야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알
토 레스토랑 앤 바(Alto Restaurant & Bar)는 매우 낭만적인 분위기다.
전통적인 발리 마사지와 유럽식 스킨케어 등 선진화된 테라피를 시행하는 스파에서는 바
쁜 비즈니스맨을 위해 30분 트리트먼트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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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Choice

Japan

Hyatt Regency Kyoto
도심에 있지만, 입구의 대나무 정원으로 아늑한 분위기의 하얏트 리젠시 교토 정문

하얏트 리젠시 교토

운치있는
교토 여행의 정수
아름답고 고즈넉한 천년의 고도 교토. 옛 도시의 정취를 그대
로 담은 하얏트 리젠시 교토가 있다. 모던한 도쿄의 그랜드
하얏트나 파크 하얏트와는 다르게 이곳은 그리 높지 않은 건
물에 입구의 대나무 정원을 시작으로 내부에도 단정하게 단
장된 일본식 정원을 조성해 머무는 내내 자연과 마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본의 전통을 곳곳에 심으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성 또한 놓치지 않은 하얏트 리젠시 교토만의 특별한 감
성을 느껴보자
에디터 진윤숙 자료제공 하얏트 리젠시 교토 kyoto.regency.hyatt.com

KALPAK이 제안하는
교토 하얏트 리젠시(Hyatt Regency) 자유 3일
일정

간사이-교토(2)-간사이

가격 ₩1,120,800~

고풍스러우면서도 화려한 기모노 패브릭으로 장식된 게스트룸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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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726-5706

혜택

Mercedes Benz 컬렉션 캡모자(선착순 20객실 한정) 제공

오감을 통한 일본 전통문화 체험
전통과 문화의 도시 교토에서의 여행은 다른 어느 곳보다 더욱 깊게 일본 문화를 느껴
보아야 하는 곳이다. 하얏트 리젠시 교토도 일본 문화 체험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다
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었다. 말차와 다과를 즐기면서 차 문화를 이해하는 다도와 일
본 서예, 19세기부터 일본에서 유행해 서양에서조차 일본어로 굳어진 종이접기 오리가미
(Origami)에 참여해 동물, 꽃 등을 접어볼 수 있다. 기모노를 입어보고, 스시와 튀김 등의
일본 음식을 만들어보는 쿠킹 클래스도 열린다.
오래된 일본 주택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푸근한 분위기의 일식 레스토랑 도잔(Touzan)
정원으로 향해 한 벽면 전체를 차지할만큼 큰 창문이 나있는 디럭스 룸

자신이 좋아하는 반죽, 토핑과 소스로 만든 피자 주문이 가능한 이탈리아 레스토랑 트라토리아 세트(Trattoria Sette)

천년 고도 교토의 역사와 문화 속 휴식처
하얏트 리젠시 교토를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최고 장점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최적의 위치
다. 최고급 럭셔리 호텔이 모두 좋은 위치에 있지만, 하얏트 리젠시 교토는 단순히 ‘최적의
위치’라는 간단한 말로 설명이 부족하다. 킨카쿠지(금각사)와 함께 교토에서 꼭 봐야 하는
3대 탐방명소라고 하는 산주산겐도(三十三間堂)는 호텔 바로 옆에, 기요미즈데라(청수사)
는 자동차로 10분 거리다. 교토 국립 박물관, 치샤쿠인 사원, 요게닌 사원과도 도보거리다.
하얏트 리젠시 교토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교토의 역사와 문화 속에 푹 빠져드는 이유다.
일본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격자무늬로 깎은 나무로 된 로비 천정에 이어 객실과 스위
트룸에도 아주 잘 드러나있다. 고풍스러우면서도 화사한 기모노 패브릭으로 장식된 벽면
과 안정감을 주는 저지대 침대, 일본산 나한백 나무욕조가 설치된 욕실은 일본 전통 료칸
의 정취를 담고 있다. 특히 디럭스 발코니 룸과 모든 스위트 룸에 깔린 노송나무에서 나는
은은한 나무 향은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주고, 미닫이문을 열고 발코니로 나가면 호텔
정원 너머로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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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KALPAK
COLLECTION

Collections of 2018 SUMMER

KALPAK Collection

삶이 다르면
여행도
달라야 합니다

눈을 감고 들어보는 자연의 소리

편안한 여행 | 단거리(일본, 중국)

노르웨이의 한 TV방송국에서는 아주 이상한 방송을 했다. 열차가 철길을 달리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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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7시간 동안 편집 없이 내보냈다. 그리고 유람선 항해 134시간, 장작이 타는 벽난로 12
시간, 스웨터 짜기 8시간 30분. 스토리도 없고 언제봐도 그 장면이 그 장면 같은 방송들
이 2배 가까이 시청률이 오르는 대박이 났던 것이다. 그 지루할 것만 같은 방송의 가장

오사카 세인트 레지스(St. Regis) 자유 3일

큰 특징은 소소함과 이전까지 들어봤지만 귀를 기울여 듣지는 않았던 ‘소리’들이다. 평

2010년 오픈, 지하철 혼마치역과 연결되어 교통이 편리한 세인트 레지스는 일본

범하기 그지없는 풍경, 흘려들었던 그 소리들이 평안을 준 것이다. 창의력의 원천이자 이

전통 양식 정원, 완벽한 룸컨디션으로 유명한 곳으로, 특히 침실 전면 창으로 보

시대 최고의 힐링이 어이없게도 멍때리기라고 하지 않던가. 이번 여름 휴가땐 그저 아무

이는 오사카 전망이 환상적이다. 24시간 버틀러 서비스도 제공된다.

생각 없이 자연을 보고 들어보기, 그것만큼은 꼭 해봐야 할 것 같다.

• 일정 간사이-오사카(2)-간사이

• 가격 ₩1,111,600~ • 문의 02. 726. 5707

아오모리 카이츠가루 자유 3일
호시노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일본 최초의 료칸 브랜드 '카이'계열의 고급 료칸으

아름다운 자유여행의 시작

오사카 세인트 레지스

VIP 고객들만을 위한 KALPAK의 맞춤

로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연못과 일본식 정원이 인상적이다.

• 일정 아오모리(2) • 가격 ₩1,280,800~ • 문의 02. 726. 5708

형 여행, 로열 컬렉션(Royal Collection)
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 문의 02. 726. 5800

[편도 교통편 제공] 홍콩 페닌슐라(Peninsula) 자유 3일

•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7

80년의 동안 최고의 호텔 명성을 이어온 홍콩 페닌슐라는 유럽과 동양의 미를 조

대한항공빌딩 6층 KALPAK팀

화시킨 인테리어가 특징으로, 구룡 시티뷰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이 아름답
다. 애프터눈티, 가까운 거리의 박물관 등 문화시설, 쇼핑센터, 관광지가 장점이다.

※ 페닌슐라 90주년 초콜릿 1박스 객실당 1박스(8월 10~15일 투숙 제외),
기내 면세상품권 객실당 5만원 1매(선착순 50객실 한정)

Royal Collection 견적 및 예약 절차
홍콩 페닌슐라

1. 여행 문의

• 일정 홍콩(2)

• 가격 ₩1,130,000~

• 문의 02. 726. 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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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약금 입금 및 여권 사본 제출
5. 여행 안내문 발송

특별 전세기 여행
[전세기 프레스티지 탑승] 태고의 자연을 간직한
시원한 여름을 만날 수 있는 곳, 쿠시로 4일

터에서 체크인을 할 수 있는 우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

여행 관련 항공, 호텔, 차량 및 가이드

•이코노미석 탑승 고객 :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체크인 카운터 이용

등 주요 진행사항 확정 후 안내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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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의 3/4가 삼림인 쿠시로는 습원, 녹색 수초가 자생하는 아칸호, 맑은 물
빛을 자랑하는 마슈호 등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원시 자연을 보유한 곳이다.

※ 고급 료칸 '히나노자' 2박 투숙, 대한항공 전세기 프레스티지 탑승

자료 등을 받아볼 수 있다.

6. 해피콜 진행
여행 종료 후 3일 이내에 여행 관련
만족도를 묻는 해피콜이 시행된다.

※ Mercedes Benz 컬렉션 여행용 캐리어(선착순 20객실 한정) 제공

확인 절차
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프리미엄 체크인 존 입구 도착

• 출발 7월 26, 29일 단 2회 • 일정 쿠시로-아바시리(1)-아칸(2)-쿠시로
쿠시로 습지

• 가격 ₩4,200,000 ~ • 문의 02. 726. 5708

② 담당 직원에게 KALPAK 체크인 우대서비스 모바일 바우처 소지 여부 확인

90 2018 SUMMER

KALPAK CLASS 91

만족 여행 | 중거리(동남아시아, 괌, 하와이)

[프레스티지 탑승] 라나이 포시즌, 오아후 포시즌 자유 6일
US NEWS 선정 2018 Best Hotel in USA 랭킹 1위의 라나이 포시즌스와 2017 콘데
나스트 트레블러지 독자 선정 하와이 톱 30 리조트, 오아후 섬 1위에 오른 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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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포시즌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여정이다.

※ 라나이공항과 라나이 포시즌스 간 왕복 셔틀 서비스, 오아후 포시즌
오션 뷰 투숙시 무료 룸 업그레이드 제공
• 일정 호놀룰루(경유)-라나이(2)-호놀룰루/코올리나(2)-기내(1)
• 가격 ₩ 5,000,000~
• 문의 02. 726. 5715

[3+1, 1박 무료] 하와이 오아후 포시즌(Four Seasons) 자유 5일
‘기쁨의 장소’라는 의미의 코올리나에 위치한 오아후 포시즌스 리조트는 하와
라나이 포시즌스

이의 전통이 살아있는 곳으로, 밝고 세련된 객실은 바다 전망이다. 특히 천연
라군풀은 스탠드업 패들링과 카약 등 해양스포츠를 즐기기에 적합하다.

※ 오션 뷰 3박 시 1박 추가 무료(6월 30일까지 예약, 10월 30일까지 투숙 조건)
• 일정 호놀룰루-코올리나(3)-호놀룰루-기내(1) • 가격 ₩ 4,400,000~
• 문의 02. 726. 5715

[Semi-KALPAK] 괌 두짓타니(Dusit Thani), 클럽룸 자유 4일/5일
전통 타이 양식에 현대적 감각을 결합해 새롭게 오픈한 두짓타니 괌은 투몬비치
에 있는 기존의 괌 호텔들과 다른 스타일의 럭셔리 호텔로, 24~30층에 위치해
바다 전망의 오션프론트 클럽룸을 이용하게 된다.

※ 콘티넨탈 조식, 해피아워 서비스, 기내 면세상품권 5만원 1매(선착순 50
객실 한정) 또는 Mercedes Benz 컬렉션 캡모자(선착순 20객실 한정) 제공
오아후 포시즌스

다낭 반얀트리 랑코

[GOLF 또는 SPA] 다낭 반얀트리 라군풀빌라 자유 5일

• 가격 ₩1,581,200~

• 문의 02. 726. 5705

[늦은 체크아웃] 발리 아만킬라(Amankila) 자유 5일

화려하고 우아한 베트남 고대 왕조에 영감을 받아 설계된 반얀트리 랑코는 열대

롬복 해협 전망의 아만킬라는 전용 비치에서의 프라이빗한 휴식이 가능해 안락

밀림에 둘러싸여 에메랄드빛 바다를 내려다보는 전망을 갖고 있다. 세계 럭셔리

하다. 특히 발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East Bali Tour)이 있어 유익하다.

스파 어워드에서 인정받은 스파, 후에, 미썬, 호이안과 가까운 거리가 장점이다.

※ 무료스파1회 또는 골프1회 숙박기간 중 하루 제공(2인, 약30만원 상당)

※ 공항 출발 전까지 스탠바이룸 무료 레이트 체크아웃 제공,
Mercedes Benz 컬렉션 여행용 캐리어(선착순 20객실 한정) 제공

• 일정 다낭(3)-기내(1)

• 일정 발리(3)-기내(1)

• 가격 ₩1,724,800~

• 일정 괌(3/4)

• 문의 02. 726. 5704

[단독 특전] 방콕 페닌슐라(Peninsula) 자유 5일

• 가격 ₩2,855,000~

고품격 허니문
소중한 사람과 떠나는 특별한 단 한번의 여행, 허니문

• 문의 02. 726. 5706

Honeymoon

족자카르타 아만지우(Amanjiwo) 자유 6일

아름다운 대자연에서 평안하게 휴양을 누리는 허니문, 다양하고 신나는 액

수많은 수상경력의 방콕 페닌슐라 호텔은 시내에서 가장 넓은 객실과 물결무늬

아만지우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보로부두르에 둘러싸여 영혼의 평화

W모양의 외관, 우아한 스타일의 수영장, 전통적인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를 선사하는 곳이다. 다양한 액티비티, 자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낭만적인 허니문.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허니문이라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

※ 아만지우 7가지 액티비티 중 3가지 체험 제공,
Mercedes Benz 컬렉션 여행용 캐리어(선착순 20객실 한정) 제공

다. 평생 기억에 남을 꿈 같은 허니문, KALPAK과 상담하세요.

※ 15시 늦은 체크아웃, 30분 등 마사지 1회, 뷔페 디너 1회 제공,
기내 면세상품권 5만원 1매(선착순 50객실 한정) 또는
Mercedes Benz 컬렉션 캡모자(선착순 20객실 한정) 제공
• 일정 방콕(3)-기내(1)

• 가격 ₩1,381,200~

• 문의 02. 726. 5710

• 일정 자카르타(1)-족자카르타(3)-자카르타-기내(1)
• 문의 02. 726. 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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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3,505,000~

티비티를 즐기는 익사이팅 허니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오로지 둘만의

아만풀로

KALPAK 허니문 / 문의 02. 726. 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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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여행 | 장거리(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2인 출발] 로키 마운티니어 9일
로키 마운티니어는 자동차로는 갈 수 없는 로키산맥의 숨은 비경을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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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대표 럭셔리 관광열차다. 돔으로 된 투명 천장, 신선한 재료로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식사, 와인과 치즈 등 스낵을 이용할 수 있는 최고급 좌석 골드리프
에 탑승하며, 레이크 루이스와 밴프 지상 투어도 포함되어 있다.

• 일정 밴쿠버(1)-캠룹(1)-자스퍼(2)-레이크루이스(1)-밴프(1)-캘거리(1)-기내(1)
• 가격 ₩ 12,500,000~
• 문의 02. 726. 5715

[비즈니스 탑승] 페루 일주 8일
페루의 수도 리마 관광을 시작으로 신비로운 쿠즈코 잉카 유적지를 둘러본 다음
캐나다 로키 마운티니어

마추픽추 유일의 초호화 럭셔리 열차 하이럼 빙험 기차를 타고 잉카문명의 공중
도시 마추픽추에 오른다. 흰색 염전 살리네라스, 스페인 식민시대 유적이 많은
쿠스코 등 독특한 페루의 문화의 정수를 체험한다.

• 출발 8월 4일, 9월 19일, 9월 22일
미국(로스앤젤레스 경유) - 기내(2)

• 일정 미국(로스앤젤레스 경유) - 페루(5) • 가격 ₩20,050,200 ~ • 문의 02. 726. 5704

[2인 출발] 호주 시드니, 골드코스트 6일
퀸즈랜드주 최대 규모 와이너리에서의 시음, 헬기를 타고 아름다운 풍경 감상,
황금해변인 서퍼스 파라다이스 산책 등 골드코스트에서 다채로운 일정을 즐긴
다. 시드니로 이동해 호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을 관광
하고 나면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오페라 하우스를 관람하게 된다.

• 일정 기내(1)-브리즈번-골드코스트(2)-시드니(2)
• 문의 02. 726. 5704

이탈리아 코모

• 가격 ₩ 7,609,200~

페루 마추픽추

[4인 출발] 태양이 머무는 시간, 숨겨진 보석 이태리 일주 10일
세계 유명인의 별장과 휴양지로 이름난 코모와 포르토피노를 둘러보고, 시에나

[4인 출발] 이베리아반도 축복의 땅, 스페인 북부 9일
스페인 안의 또 다른 스페인이라고 불릴만큼 독특한 문화의 북부 바스크 지방을

에서 열기구를 타고 투스카니의 멋진 경관을 감상한다. 고대도시 헤르쿨라네움

여행하는 여정이다. 살바도르 달리의 도시 피게레스, 가우디가 열정을 바친 바르

탐방, 낙원으로 불리는 아말피까지 이태리의 비경을 만나게 된다.

셀로나, 미식도시 산 세바스티안, 건축과 문화의 도시 빌바오를 둘러본다.

• 일정 밀라노-코모(2)-포르토피노(1)-시에나(2)-퓨지(1)-아말피(2)-로마-기내(1)
• 가격 ₩ 17,680,400~
• 문의 02. 726. 5703

• 일정 파리(경유)-바르셀로나(2)-산세바스티안(2)-빌바오/리오하/부르고스/바야돌리드(1)세고비아/톨레도/마드리드(2)-기내(1) • 가격 ₩ 13,180,400~ • 문의 02. 726. 5709

깊이 있는 전문가 동행 여행
[전문가 동행]
미동부 뮤지엄 투어 9일(워싱턴, 필라델피아, 보스턴, 뉴욕)

[4인 출발] 서유럽 4개국 9일(이태리, 스위스, 프랑스, 영국)

[4인 출발] 알프스가 빚어내는 낭만, 스위스 일주 9일
산들의 여왕 리기산,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 해발 4,478m 마테호른에서 생동력

서유럽 핵심도시를 여행하는 일정으로, 각 도시와 근교의 명소는 물론 현지에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을 지낸 정준모 교수의 깊이 있는 작품 해설을
들으며 워싱턴과 필라델피아, 보스턴, 뉴욕 등 미동부 지역 각 도시를 대표하

있는 자연을 느끼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카스텔 그란데성과 레만 호숫가 몽트

만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체험과 함께 대표 음식, 문화와 예술을 모두 누릴 수 있

는 미술관 15곳을 심도있게 관람할 수 있는 정통 뮤지엄 투어가 펼쳐진다.

뢰, 루가노, 로잔에서 스위스만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여정이다.

도록 구성됐다. 장거리 이동엔 TGV 1등석과 항공편을 이용해 더욱 편안하다.

• 일정 취리히(1)-루체른/인터라켄(2)-베른/로잔/몽트뢰(2)-체르마트(1)-안데르마트/로카르

• 일정 로마(2)-인터라켄(2)-파리(2)-런던(1)-기내(1)
• 문의 02. 726. 5703

• 출발 7월 28일 • 일정 워싱턴(1)-필라델피아(2)-보스턴(1)-뉴욕(3)-기내(1)
• 가격 ₩10,500,000~• 문의 02. 726. 5715

노/벨린쪼나/루가노(1)-취리히-기내(1) • 가격 ₩13,580,400~ • 문의 02. 726. 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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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13,880,400~
미국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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