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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가우디는 스페인의 문화와 예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사람이다. 카탈루냐
의 작은 시골 마을 가난한 대장장이의 병약한 아들로 태어나 열정과 창의적인 성격으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기도 했던 가우디는 그의 작품 7개가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그의 천재적 역량은 누구에게나 경이로운 감동을 안긴다.
그러나 정작 가우디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알려진 것이 매우 적고 그의 생전 모습도 남겨
진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그런 그가 안타까웠을까. 그의 마지막 미
완성의 역작인 성가족성당의 수난의 파사드를 조각한 호세 마리아 수비라치에 의해 십자
가를 짊어진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달리 극장박물관 (Teatre Museu Dali),
피게레스(Figueras), 스페인(Spain)
성가족성당(La Sagrada Familia) 수난의 파사드(Passion Façade)
호세 마리아 수비라치(Josep Maria Subirachs)의 가우디 조각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스페인 화가,
1904. 5. 11. ~ 1989. 1. 23.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
스페인 건축가,
1852. 6. 25. ~1926. 6. 10.

예술이란 해부하고 분석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말은 달리의 작품을
보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다. 한편으로는 기괴하며 때로는 당혹스럽게도 하
는 반면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그의 작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자신이 태아였을
때를 기억한다고 큰소리치고, 모든 금기에 대해 도전하며, 은행 창구 직원이 수표를 먹을
까 의심스러워하는, 보편적인 상식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이 기이한 천재의 작품 앞에서 우
리는 그의 가늠할 수 없는 상상력에 길을 잃은 지도 모른 채 빠져든다. 피게레스의 달리
극장박물관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언제 어떻게 그가 펼쳐 놓은 기상천외한 예
술의 그물에 걸려 버릴지도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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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은 내가 만드는 거야!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할 때 행복한지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 있어?
내 여행은 오직 나를 위한 일정과 낭만으로 채워지지.

내가 만드는 낭만, 정말 멋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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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은 진짜를 느끼는 거야!
꽉 짜인 일정에 맞춰 따라다니는 건 여행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하는 건 재미없지 않아?
내 여행은 현지인 같은 느낌과 감동으로 채우고 있어.

Muse, 나의 여행은 드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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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로 떠나다
[Semi-KALPAK] [전세기 프레스티지 탑승]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의 안식처, 이집트 9일

꺼지지 않는 치유와 영혼의 불빛,

인도로 떠나다
[4인 출발]
럭셔리 여행의 정수, 인도 팰리스 호텔 9일 (Royal Rajasthan)

암스테르담의 낭만과 파리의 예술에 물들다
[2인 출발]
암스테르담 & 파리 핵심여행 7일

불가사의한 신비의 나라,
이집트로 떠나다
이집트는 나라 자체로 불가사의다. 그리스가 역사에 처음 등장했
을 때에도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는 벌써 고대유적이었다.
불가사의한 만리장성조차도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고 1800년이나
지난 뒤에 돌을 쌓기 시작했다. 게다가 몇천 년 시간 정도는 가볍게
넘기는 유물을 사막과 나일강에서 지금도 발굴하고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디에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수천 년 전 신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던 신비로운 공간과 시대로의

이집트 카이로의 포시즌스 호텔 카이로 앳 나일 플라자

시간 여행이 이제 시작된다.

생츄어리 나일 어드벤처 크루즈의 데크

이집트 룩소르의 호텔 소피델 윈터 팰리스 룩소르

[Semi-KALPAK] [전세기 프레스티지 탑승]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의 안식처, 이집트 9일
대한항공 카이로행 특별 전세기 직항편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하며, 포시즌스 리조트,
아코르, 소피텔 등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룩소르에서 아스완까
지는 고급 순양함 생츄어리 나일 어드벤처의 스탠다드 캐빈을 이용한다. 객실에서는
커다란 창으로 나일강을 조망할 수 있으며 고속 와이파이 등도 제공된다.

• 출발 1월 25일, 2월 1일
• 일정 카이로(경유) - 룩소르(1) - 크루즈(4)〈룩소르 - 에드푸 - 콤옴보 - 아스완〉 아부심벨/아스완(1)-카이로(1)-기내(1)
• 가격 \ 18,700,000~
• 문의 02. 726. 5703
이집트 룩소르 왕가의 계곡

※ 대한항공 기내 면세 상품권 10만원 증정(커플당 1매), 여행 종료 후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제주 퓨어워터 1박스(1.5ℓ/12pet)3회 발송

꺼지지 않는 치유와 영혼의 불빛,
인도로 떠나다
신과 사람, 종교와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5천 년 동안 전통을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나라 인도만의 독특한 매력을 찾아보고 느껴
보는 기회가 펼쳐진다.
무굴제국의 수도였던 델리, 환상적인 호수의 도시 우다이푸르, 온
통 분홍색 건물로 가득해 핑크 시티로 불리는 자이푸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까지 인도의 과거와

인도 아그라 디 오베로이 아마르빌라스 외관

현재를 모두 볼 수 있는 여정이다.

인도 우다이푸르 디 오베로이 우다이빌라스 다이닝

[4인 출발]
럭셔리 여행의 정수, 인도 팰리스 호텔 9일 (Royal Rajasthan)
인도 최고의 럭셔리 호텔 그룹 The Oberoi와 The Taj 를 이용해 인도 최고 수준의 호화로
움을 만끽하는 것은 물론 자이푸르 마하자라 팰리스에서는 프라이빗 디너를 즐길 수
있다.

• 일정 델리(1) - 우다이푸르(2) - 자이푸르(2) - 아그라(2) - 델리 - 기내(1)
• 가격 \ 9,979,200~
• 문의 02. 726. 5703
인도 아그라 타지마할

※ 여행 종료 후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제주 퓨어워터 1박스(1.5ℓ/12pet)
3회 발송

암스테르담의 낭만과
파리의 예술에 물들다

미식을 즐기면서 파리의 명소를 둘러보는 미식투어버스 버스트로노메

운하를 따라 줄지어 서 있는 독특한 건축물, 음악에 맞춰 어깨춤을
추는 흥겨운 사람들이 가득한 광장, 서양미술사 중에서 최고의 사
랑을 받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반
고흐 미술관까지 암스테르담은 낭만과 예술을 꿈꾸는 사람에게 최
적의 여행지다.
그리고 여기에 예술가들이 사랑한 도시 파리에서의 우아한 시간까
지 더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컨서버토리엄 호텔

프랑스 파리 르 로얄 몽소 래플스 파리 호텔

[2인 출발]
암스테르담 & 파리 핵심여행 7일
아름다운 운하를 따라 자전거가 달리는 낭만적인 풍경의 암스테르담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를 여유있고 우아하게 즐길 수 있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세계적인 럭셔리 호
텔 그룹 LHW 소속으로 암스테르담 최고의 호텔로 평가받는 컨서버토리엄 호텔과 파리
정부가 지정한 최고 팰리스 등급의 로얄 몽소 래플스 호텔을 이용한다.
암스테르담과 파리간에는 비즈니스석 기차편으로 안락한 기차여행을 즐길 수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

• 일정 암스테르담(2) - 파리(3) - 기내박(1)
• 가격 \ 10,500,000~
• 문의 02. 726. 5709

Season’s Focus

눈 앞에 펼쳐진
화려한 꿈

Dubai

Dubai
사막 위에 세워진 이국적인 도시, 두바이. 세계에서 가장 높
은 빌딩 부르즈 칼리파를 비롯해 도시의 모든 빌딩이 경쟁
하듯 거대하고 화려하게 치장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와는 아
주 다른 이국적인 문화가 살아 있는 흥미로운 곳이다.
두바이 헬기투어

또 두바이는 바다와 사막을 모두 여행할 수 있는 특별한 여
행지이기도 하다. 특히 겨울의 두바이는 여행하기 가장 좋
은 최적의 시기다.
에디터 손경란

아직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유례없는 신기록을 세웠던 이번 여름의
더위에 반해 겨울은 전국이 꽁꽁 얼어붙는 최강 한파가 들이닥치리라 예측하는 견해가
많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피하면서 이색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두바이를 겨울에
찾아야 하는 이유다.

KALPAK이 제안하는
[프레스티지 탑승/2인 출발]
두바이, 아부다비 관광 5일
일정 두바이(3)- 아부다비-기내(1)
가격 ￦ 9,746,400~
문의 02. 726. 5704

KALPAK이 제안하는
두바이 버즈알아랍

(BURJ AL ARAB)
자유 5일

일정 두바이(3)-기내(1)
가격 ￦ 5,596,400~
문의 02. 726. 5704
화려한 두바이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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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두바이를 겨울에 가야 하는 이유는 아주 많다. 물론 관광객이 다니는 곳은 냉
방이 잘 되어 있어 시원한 편이지만 그래도 7, 8월 두바이 평균 기온은 40℃로 어떤 사람
들은 불가마 속에 있는 느낌이라고 한다. 그렇게 뜨겁던 두바이도 12월과 1월엔 최고 기
온이 24℃ 정도로 우리의 가을처럼 여행하기에 최적 날씨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여
행하기 좋은 날씨에 두바이는 그야말로 축제로 도시가 들썩인다.

축제로 즐거운 겨울의 두바이
나이와 국적에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남자가 좋아하는 딱 하나를 고르라면 그것은
자동차다. 보통 독일, 프랑스, 스위스, 미국에서 열리는 모터쇼를 최고로 꼽는데, 두바이
국제 모터쇼를 보고 나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다. 그들의 자부심을 반영하듯 모터쇼
홈페이지 캐치프레이즈도 ‘당신이 전에 본 것 같은 건 없다!’이다. 올해 11월 14일부터 18
일까지 제14회 두바이 국제 모터쇼가 열리는데 자동차와 모터바이크 550여 종, 프리미
엄 자동차 100여 종, 15종 이상의 슈퍼카를 비롯해 미래의 자동차를 상상해볼 수 있는
콘셉트카도 10종 이상 전시된다고 한다. 이를 취재하기 위한 취재진도 1,000곳 이상이
라고 하니 그 규모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KALPAK CLASS 11

매년 두바이는 12월 2일, 아랍에미리트 건국 기념일을 성대하게 치른다. 도시 전역에서
는 경찰의 슈퍼패트롤카 퍼레이드, 전통춤 퍼포먼스와 무료 콘서트, 한밤의 불꽃놀이
등이 펼쳐진다. 두바이 곳곳의 쇼핑몰도 3일 동안 대대적인 세일 이벤트를 펼친다.
두바이 건국 기념일 세일을 놓쳤다고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다. 12월 26일~2019년 1월 28
일까지 한 달 이상 두바이는 쇼핑 페스티벌을 연다. 최대 90% 할인도 놀랍지만, 명품의
본고장에서조차 보기 어려운 시즌별 아이템과 한정판 컬렉션이 모두 공개된다는 것이
더 흥미를 끈다. 이때에는 패션쇼와 라이브 콘서트, 불꽃놀이 등 보고 즐길 거리도 많다.

비교할 수 없는 두바이의 상징, 버즈 알 아랍 주메이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화려하고 세련된 매력을 보여주는 여행지가 있다면 그 한가
운데는 두바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화려한 두바이에서도 그 정점엔 호텔 버즈 알 아
랍 주메이라(Burj Al Arab Jumeirah)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321m 높이에 달하는 두바이를 상징하는 외형과 함께 웅장한 내부는 감탄과 탄성을 자

화려한 두바이 분수 쇼

아낸다. 층마다 배치된 리셉션 데스크, 복층의 객실과 24시간 버틀러 서비스는 기본이

사막 드라이빙 체험

새해 축하 불꽃축제

다. 가구와 조명, 바닥재를 비롯한 인테리어 소품은 세계적인 브랜드인 것은 물론이고 어
떤 것은 단지 버즈 알 아랍만을 위해 맞춤 제작된 독창적인 것들이다. 로열 스위트룸에
는 전용 엘리베이터와 영화관, 황금으로 장식된 대리석 계단 등이 있다. 미슐랭 스타 레
스토랑 존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투숙객이 아니면 입구조차 통과할 수 없는 보안

헬기 이착륙장이 있는 옥상에서 타이거 우즈는 페르시아만으로 골프공을 날렸고, 안드

시스템도 세계 최고다.

레아 아가시와 로저 페더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물망 없는 이곳 테니스코트에서 비
공식 게임을 가졌다.

두바이를 꼼꼼히,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
두바이 내에 머문다면 두바이를 대표하는 두바이 분수 쇼를 꼭 봐야 한다. 이름난 세계
적인 분수 쇼가 있지만, 두바이 분수쇼는 그 대열에 넣기 미안할 정도로 규모도 화려함
도 차원이 다르다. 또 하루에 벌어지는 분수 쇼 매회 내용이 달라 계속해서 봐도 질리지
않는다. 두바이의 환상적인 스카이라인은 부르즈 칼리파 124, 125층에 있는 전망대 앳
더 탑(At the Top)에서 보는 것이 제일 멋있다. 두바이의 옛 모습을 보고 싶다면 두바이
의 옛 주거 형태와 함께 금과 향신료를 판매하는 전통시장 수크스가 있는 알 파히디 역
사지구로 가면 된다.
두바이를 조금 벗어나면 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시내에서 자동차로 20분 걸리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곡예 운전 듄베이싱, 모래언덕 슬라이딩, 4바퀴 바이킹, 샌드보딩, 낙
타 타기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더욱 럭셔리한 경험을 원한다면 매 사냥 시범을 보
고 베두인 캠프 오아시스에서 만찬을 즐기면서 밸리 댄스를 보는 헤리티지 디너 사파리
를 선택하면 된다. 아랍 요트 문화의 상징 두바이 마리나에서의 요트 체험도 이곳에선
꼭 해봐야 할 체험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모래 위에 화려한 미래도시를 세운 두바
두바이 버즈 알 아랍 주메이라 전경

두바이 버즈 알 아랍 주메이라 원 베드룸 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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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야심은 헬기 투어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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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빠지다

Plaza Mayor, Madrid, Spain

평생
스페인만 봐도

Spain
Travel with a themeⅠ. Spain

“평생 스페인만 봐도 모든 것을 볼 수 없으며, 평생 스페인만 본다 해도 질리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내려오는 이 격언보다 스페인을 잘 표현하는 말은 없다.
헤라클레스의 황금사과가 싹을 틔운 곳, 태양의 제국, 바다를 지배한 무적함대, 가슴 뛰는 정열의 나라.
스페인을 가리키는 별명은 스페인이 보여주는 찬란한 빛의 갈래만큼이나 다양하고 화려하다.
열정이 넘치는 스페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더하면, 우리는 스페인을 평생 얼마나 보고 들을 수 있을까.
에디터 진윤숙 / 포토그래퍼 이서연 / 자료제공 스페인 관광청 TURESPAÑA

14 2018 WINTER

, 각 촬영 플레이스

KALPAK CLASS 15

손뼉 소리에 맥박이 빨라지더니 발을 구르는 소리는 지축까지 흔들리는 듯하다.
형식적인 기교나 규칙은 중요하지 않다. 더는 아름다운 드레스에 매혹되지도 않는다.
집시들의 한이 서린 슬픔과 고통을 과장되지 않은 열정과 감성으로 뜨겁게 풀어 놓는,
원초적이면서도 순수한 그 감정들에 이내 동화되어 심장이 아플 정도로 울림이 요동친다.
플라멩코, 투우, 강렬한 태양까지. 스페인은 언제나 뜨겁다.

Flamenco, Spain

Yacht, Barceloneta Beach, Barcelona, Spain

오랜 역사를 가진 스페인이라서 세월의 흔적이 담긴 유적이나 문화만 가득하리라는 것은 편견이다.
유럽은 물론 세계를 뜨겁게 달구는 라리가 축구 리그, 모터스포츠 선진국 스페인에서의 슈퍼카 드라이빙,
향기로운 와이너리 투어, 바르셀로나를 한눈에 보는 헬기투어 등 스페인을 색다르게 누리는 방법은 아주 많다.
푸른 바르셀로나의 바다에서 호화로운 하얀 요트를 타고 낭만적인 풍경을 바라보며 와인 한잔을 즐기는 여유.
우리가 생각했던 스페인은 스페인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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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엔 까마득한 26m 깊이의 해자로, 뒤편은 절벽으로 누구의 침입도 허락하지 않는 요새, 세고비아 알카사르.

Alcazar de Segovia, Segovia, Spain

9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유럽을 호령하는 이사벨 여왕의 왕궁으로 화려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이 되었던 그곳에 셀 수 없이 많은 전설이 흐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영화 속 신데렐라가 왕자님과 춤추던 궁정도, 백설 공주가 태어나고 자란 왕궁도 모두 이곳이 배경이다.
수많은 전설 중의 하나로, 아름답고 낭만적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처럼 ‘나만의 스페인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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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누리다

A

rtistic Madrid

깊이 있는 스페인 예술의 본고장

마드리드

취재협조 TURESPAÑA

다양한 컬러를 가진 스페인 예술과 문화의 특징은 수도 마드리드부

성벽이라는 뜻의 ‘알무데나’에서
성모상이 발견된 것에 기인해 이름지어진
알무데나 성모대성당

터 강력하다. 가톨릭 전통과 이슬람 흔적, 유럽을 이끌었던 예술문
화에 동양문명이 어우러진 독특한 곳이 마드리드다. 세계 3대 미술
관 중의 하나로 꼽히는 프라도 미술관을 비롯해 스페인 건축물의 절
정 마드리드 왕궁, 다양한 형태의 플라멩코 공연은 스페인 예술 본
고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마드리드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솔 광장과 작고 예쁜 기념
품들이 가득한 마요르 광장을 거닐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
이 되면 마드리드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올라본다. 마드리드 왕궁과
알무데나 대성당은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그 너머 마드리드를 붉게
물들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마음을 울리는 시를 읊조린다.
마드리드에서 우리는 모두 예술가가 된다.

KALPAK이 제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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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51,200~
문의 02. 726. 5703

감각적인 당신을 위한

[Muse] Hola! Espana!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8일
일정 마드리드 (2)-세고비야 / 바야돌리드 (1)부르고스-빌바오(1)/산세바스티안/
바르셀로나 (2)-기내(1)
가격 ￦ 6,651,200~
문의 02. 726. 5533~4

KALPAK이 제안하는
[퍼스트 탑승] 마드리드 웨스틴 팔레스
(Westin Palace) 자유 6일
일정 마드리드 (4)-기내(1)
가격 ￦ 12,844,600~
문의 02. 726. 5709

※ Muse 는 한진관광의 프리미엄 여행브랜드로 ,
고객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여행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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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ic Madrid

예술에 대한 열정과 전통에 대한 자부심

4
마드리드 왕궁 2,500 여 개의
태피스트리와 고야 , 보슈 , 벨라
스케스 등 거장들의 그림과 장식
품, 샹들리에로 볼거리가 풍성한
마드리드 왕궁

세계 3대 미술관을 꼽을 때 항상 거론되는 미술관이 프라도 미술관이다. 8,000점이 넘는 방대한 미술
품도 경이롭지만 프라도 미술관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스페인 왕들이 자국의 미술품을 사비를 털
어가며 마련한 점과 미술품과 관련된 8만여 논문과 간행물, 자료들이 미술관 내 도서관에서 볼 수 있
다는 점이다. 파블로 피카소의〈게르니카〉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국립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

5
투우 경기 마드리드 투우 경기
장 라스 벤타스(Las Ventas)에서
열리는 투우 경기

는 미술을 음악, 무용과 함께 감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프라도 미술관 벨라스케스, 고
야, 엘 그레코, 루벤스, 뒤러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프라도
미술관
2, 3
국립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 병
원 건물을 개조해 모던한 인테리
어로 독창적인 외관을 갖춘 국립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

4

5

왕실의 위엄과 신앙에 깃든 예술혼
스페인 건축의 절정으로 평가받는 마드리드 왕궁은 루이 14세의 손자였던 펠리페 5세가 화재로 소실
된 기존 왕궁 대신 베르사유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기억을 추억하기 위해 짓기 시작한 것이다. 2,800여

1
2

3

개에 달하는 방은 티에폴로의 천장화 등 다양한 미술품과 장식으로 화려하게 채워졌다.
왕궁 맞은편, 로마네스크 양식과 이슬람 양식이 섞인 알무데나 대성당은 스페인 고유의 성당으로 이
슬람교도의 지배를 피해 성벽에 감춰진 성모상을 400여 년이 지난 뒤에야 발견했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다. 천장과 타일에 새겨진 다양한 문양들은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눈이 호사스러운 마드리드의 예술 선물
마드리드의 예술혼은 미술관이나 왕궁에서만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태양의 문이라는 뜻의 솔 광장
에서는 마드리드의 상징인 곰과 카를로스 3세 동상 사이에서 버스킹, 행위 예술 등이 펼쳐진다.
외부로 통하는 9개의 아치문으로 이뤄진 직사각형의 마요르 광장에서도 석고상이나 동상으로 가장
한 행위 예술가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보고 나면 뜨거운 열정으로 차오르게 되는 플라멩코 공연과
투우도 빼놓을 수 없다. 동물 학대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우는 성난 소와 맞서는 투우사 마타도르의
화사한 복장과 절도있는 동작을 보기 위해 매년 봄부터 겨울까지 투우 경기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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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ic Madrid

스페인
호텔 역사의 시작점
웨스틴 팰리스 마드리드
The Westin Palace Madrid
ADDRESS Plaza de las Cortes, 7, Madrid 28014 Spain
TELEPHONE +34 913 60 80 00
HOMEPAGE www.marriott.com/hotels/travel/madwi-the-westin-palace-madrid

7

8

7
웨스틴 팰리스 마드리드 호텔의
야경. 프라도 미술관과 티센보르
네미사 미술관과 아주 가깝다.

어떤 분야든 ‘최초’로 기록된 것에는 영광과 자부심이 따라오는 법이다. 웨스틴 팰리스 마드리드도 수

8
어니스트 헤밍웨이, 살바도르 달
리 등 유명한 예술인들이 좋아했
던 1912 무세오 바

인 왕실에서 작품을 모으기 위해 사재까지 투자할 만큼 아끼던 프라도 미술관과 개인 컬렉션으로 세

많은 스페인 호텔 중에서 영광과 자부심의 상징이 되고 있다. 원래 귀족이 살던 저택을 1912년 호텔로
새롭게 개장한 이곳은 각 객실에 욕실을 만들고 전화도 비치한 스페인 최초의 호텔이었다. 또한 스페
계 2위를 자랑하는 티센보르네미사 미술관을 지척에 두고 있는, 어쩌면 마드리드의 예술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곳이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인 만큼 이곳을 방문한 인사들도 화려하다. 파블로 피카소, 살바도르 달
리, 이고리 스트라빈스키, 리처드 슈트라우스 같은 예술가들과 마리 퀴리, 스파이로 유명한 마타 하리,
어니스트 헤밍웨이, 윈저 공작 등 스페인뿐 아니라 세계의 유명인사 중에 이곳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
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헤밍웨이와 살바도르 달리는 1912 무세오 바(Museo Bar)에서 칵
테일을 마시며 사교계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바에 들어서면 그 사람들의 사진과 당대의
골동품이 전시되어 있어 그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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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를 들으며
우아하게 즐기는 시간

Artistic Madrid

9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리빙룸의
모습과 창문을 통해 보이는 외부
전망
10
웨스틴 팰리스 마드리드 호텔의
로비. 모양이나 형태는 단순하지
만 색색의 대리석 배치와 그림으
로 화려한 분위기다.

〈라 로톤다 레스토랑〉

La Rotonda restaurant, The Westin Palace Madrid
천장이 돔으로 되어 있는 원형 건축을 의미하는 로톤다라는 이름 자체로 이 레스토랑의 특징이 설명
된다. 호텔 정문으로 들어와 색색의 대리석으로 장식한 복도를 지나면 바로 만나게 되는 이곳의 분위
기는 특히 일요일에 정점을 찍는다. 오페라 & 브런치라는 콘셉트로 일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이곳에서는 신선한 해산물과 셰프가 솜씨를 발휘한 요리,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라이브 오페라
공연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9

분위기와 음악만으로도 충분한 곳이지만 그것만으로 이곳을 평가하면 안 된다. 마드리드에서 손꼽히
는 럭셔리 호텔의 대표 레스토랑인 만큼 점심과 저녁의 메뉴뿐 아니라 조식이 맛있기로 유명하다.
비교적 단순한 메뉴로 구성되는 조식에 특별한 점이 있을까 싶지만, 맛보고 나면 입가에 슬그머니 미
소가 지어질 것이다.

Comment of Taste
Lobster, papaya tartar,
wakame seaweed, rose
petals, tobiko caviar and
sesame oil
두툼한 바닷가재 살이 바이킹 투
구 뿔처럼 우뚝 서 있다. 신선한
바닷가재의 살은 바다의 향과 함

10

께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
으로 한입 물었을 때 행복한 느
낌마저 든다. 바닷가재의 살은

귀족의 저택, 군 병원, 극장, 대사관 등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던 웨스틴 팰리스 마드리드이지만 변치
않은 것은 태양 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는 스테인드 글라스 돔 천장이다.

파파야 타르타르 소스에 담겨 있
는데, 여기에 미역 등 해초와 날
치알을 곁들여 바다 느낌을 더해
준다. 전체적으로 튀는 강한 맛

지금은 꽃무늬를 넣어 더욱 화사한 돔 천장 아래엔 둥그렇게 뻗은 샹들리에, 기둥 뒷벽에는 새와 나무,

없이 조화롭게 재료별 고유의 맛

숲, 꽃 등의 그림과 실제 나무들로 장식된 벽이 화려하지만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리뉴얼을 통해

을 살리면서 부드럽거나 쫄깃하

100여 년이 넘는 역사의 전통과 귀족의 우아함은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적인 포인트를 자연스럽게 녹
여내는 현명함을 보여주고 있다.

고, 톡톡 터지는 알 등 서로 다른
식감으로 맛을 음미하는데 포인
트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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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illiant Valladolid

유서 깊은 지식과 교양의 보고,

바야돌리드

취재협조 TURESPAÑA

1

스페인은 우리나라 면적보다 약 5배 이상 큰 나라다. 따라서 스페인의 언어도 카탈루냐, 카스티야, 갈리시아
등 서로 다른 점이 많고 생활습관이나 성향에도 차이를 보인다. 그렇게 서로 다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정통 스페인어를 구사하며 유서 깊은 대학도시로 이름 높은 곳이 바야돌리드다.

2

1
산타크루즈 궁 2 층에 있는 도서
관에는 가격을 정할 수도 없는
고 장서들이 가득하다.

가장 정확한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지성과 대학의 도시

2
스페인의 대 문호 미구엘 데 세
르반테스가 살았던 생가

년에 세워진 살라망카 대학을 꼽지만, 바야돌리드 대학교는 그보다 오래된 1208~1212년 사이에 설립

스페인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추천하는 도시로 가장 먼저 바야돌리드를 꼽는다. 오래전부
터 내려오는 정통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스페인 최초의 대학으로 1218
된 팔렌시아 대학을 전신으로 하고 있다. 명확한 기록이 남지 않았지만, 스페인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
하는 곳으로 인정받고 있다. 시내에는 바야돌리드 단과대학들이 분산되어 있고, 세르반테스의 이름
을 딴 미겔 세르반테스 대학도 있다. 그래서 도시 자체가 마치 커다란 캠퍼스 같은 곳이다.

스페인 역사 획을 그은 인물과 함께하는 도시
바야돌리드는 크기로만 보면 작은 도시이지만 그 내력을 보면 스페인 역사에서 획을 그은 위대한 인
물들이나 사건과 관련이 큰 도시다. 우선 레판토해전에서 오스만제국을 물리쳐 유럽에서 이슬람을 몰
아낸, 그래서 무적함대라는 별명의 주인공이 된 펠리페 2세의 근거지가 이곳이다. 카스티야 왕국의 이
사벨라 1세와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가 추적자를 따돌리며 결혼한 곳도 여기다. 이사벨라 여왕은 이
결혼으로 에스파냐 왕국을 탄생시켰고, 그녀의 후원으로 콜럼버스도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다. 또 스
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가 말년을 보내고, 콜럼버스가 숨을 거둔 곳이기도 하다.
바야돌리드를 빼고 스페인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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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lliant Valladolid

지평선 끝까지 포도밭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평원 한가운데 돌로 지어진 야트막한 3층 건물이 그림처
럼 서 있다. 복잡한 현대생활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만큼 완벽한 평화가 흐른다. 그래서 세계적인 여행
잡지 콘데 나스트 트레블러지는 올해 휴가를 보낼 스페인과 포르투갈 최고 호텔로 이곳 아바디아 레
투에르타 레 도메인을 선정했다. 그뿐 아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최고 와이너리 지역 중 하나답게 이
곳에서 생산된 와인은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한다. 또 이곳이 스페인의 국가 문화재로 지정했다는
사실은 실제 모습을 보고 나면 너무 당연한 부가적인 설명일 뿐이다.
1146년 로마네스크 양식의 거대한 수도원이 들어섰다. 이후 나폴레옹과의 처절한 전투에서도 유럽을
통틀어 단 2곳의 수도원이 파괴되지 않았는데, 그중 한곳이 이곳이다. 수도원을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덕에 2012년 호텔로 변신하긴 했지만, 곳곳에 원래의 모습은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수도사들이 묵었던 은신처는 객실이 되었고, 마굿간은 스파 시설로 변했지만, 수도사들이 늘 보
았던 ‘최후의 만찬’ 그림은 레펙토리오(Refectorio)의 벽에 세월의 흔적을 담고 벽에 그려져 있으며, 수
도사들이 간절히 기도를 올렸던 예배당도 그대로다.

3
스페인의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호텔 아바디아 레투에르타 레 도
메인의 외관

4

4
스파 소믈리에의 세밀한 트리트
먼트가 제공되는 스파
5
마스터 스위트의 침실 . 창 밖으
로는 넓게 자리한 포도밭이 보인
다.
6
마스터 스위트의 레스트룸. 아바
디아 레투에르타의 와인과 버틀
러 서비스가 제공된다.

3

비옥한
스페인 최고의 유산

5

6

호텔 아바디아 레투에르타 레 도메인
Hotel Abadia Retuerta Le Domaine
ADDRESS 47340 Sardon de Duero Valladolid,Spain
TELEPHONE +34 983 680 368
HOMEPAGE www.ledomaine.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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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활한 포도원을 바라보고 있는 호텔 아바디아 레투에르타 레 도메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버틀러가
반긴다. 버틀러와 호텔의 모든 직원은 보이지는 않지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면 어느새 옆에 다가와
있는 것은 신기하기까지 하다. 특히 이곳의 스파는 무조건 경험해봐야 할 필수코스다. 샤워할 때 물의
향기, 오일의 선별, 트리트먼트 종류까지 스파 소믈리에의 손에서 결정된다. 미슐랭 1스타의 레펙토리
오(Refectorio)에서는 현지 농부가 재배한 재료로 지역 특유의 맛을 선보이고 있으며, 아바디아 레투
에르타의 와인 컬렉션을 보유한 비노테카(Vinoteca)에서는 와인과 타파스를 즐길 수 있다.

7
미슐랭 1 스타를 획득한 레스토
랑 레펙토리오의 내부 모습

7

8
아바디아 레투에르타의 와인 컬
렉션을 즐길 수 있는 비노테카

8

32 2018 WINTER

900여 년의 역사와
대화하는 기회

유서 깊은 스페인
와인의 향기

〈레펙토리오〉

〈비노테카〉

Refectorio, Hotel Abadia
Retuerta Le Domaine

Vinoteca, Hotel Abadia
Retuerta Le Domaine

레펙토리오에 들어서면 고서가 꽂힌 커다란

비노테카에 들어서면 옛 사진, 천장을 가르는

책꽂이가 놓여있고, 그 반대편 벽 높은 곳에

나무 보와 벽면을 가득 메운 와인들이 눈에

는 세월에 바랜 ‘최후의 만찬’ 그림이 그려져

들어온다. 낮은 조도에 눈이 익숙해지면 대부

있다. 그리고 지금은 막혀있지만, 식탁이 놓여

분 나무로 만들어진 탁자와 의자, 마루 등의

있는 옆 벽면 위엔 아치형으로 움푹 들어가

인테리어와 포인트를 준 듯 빨간 소파가 오래

있는데, 수도원 시절 수도사들이 이곳에서 식

된 역사와 함께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현대적

사할 때 어린 수도사가 성서를 읽었던 곳이다.

인 느낌을 받는다. 소믈리에가 요리에 어울리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장소인 것

는 와인을 추천해주지만, 사실 각종 와인 상

이다. 이곳에서의 식사도 꼭 맛보아야 한다.

을 받은 아바디아 레투에르타 와인 중 어떤

어떤 곳과 비교해도 이곳의 아침 식사는 특별

것을 선택하더라도 만족스럽다. 점심과 저녁

히 기억할 만큼 신선하고 따뜻한 배려가 담겨

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의 요리는 신선한 맛과

있다. 미슐랭 1스타 셰프의 독창적인 요리도

더불어 놀랍도록 현대적인 플레이팅을 선보

언제나 놀라움을 안긴다.

이고 있다.

Comment of Taste

Comment of Taste

Breakfast at Refectorio

Sirloin steak tartar with French fries

조식으로 제공되는 메뉴지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배려하는 정성

소 허리의 위쪽 부위인 설로인을 잘게 잘라 육회처럼 부드럽게 내

만큼은 여느 정찬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크루아상, 파운드 케이크,

놓았다. 이 부위가 얼마나 맛이 좋았던지 영국에서 남자 경칭으로

바게트와 농부의 빵이라 불리는 곡물빵 등 다양한 종류에 최상급의 하

쓰는 ‘서(Sir)’를 붙였고, 그대로 설로인으로 굳어졌다. 설로인 스테

몽, 4가지 이상의 과일, 갓 짜낸 오렌지주스와 화이트 커피, 빵에 햄과 크

이크만으로도 부드러워 와인과 잘 어울리지만, 옆에 놓인 달걀과

림을 얹고 달걀로 감싼 타파스까지 완벽한 만족을 선사한다.

겨자를 섞은 소스나 핫소스를 곁들이면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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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zy Segovia

취재협조 TURESPAÑA

포근하고 아늑한 동화 같은 세상,

1

세고비아
2

굵은 줄기의 에레스마 강과 클라모레스 강이 만나는 협곡, 앞으로
는 26m 깊이의 해자와 뒤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둔 천혜의
요새 알카사르. 근엄하고 성스러운 성당이지만 세련미와 우아한
외관이 더해져 ‘대성당의 귀부인’으로 불리는 세고비아 대성당. 1세
기에 세워져 2000년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수도교.
시간을 거슬러 낭만적인 중세로 돌아간 듯한 세고비아는 동화처럼
아늑하고 포근한 상상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1
디즈니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신데렐라의 배경이 되었던 세고
비아 알카사르
2
역대 스페인왕 , 수호신 등 역사
와 신화 속 인물을 그린 그림들
이 걸려있는 알카사르 내부
3
무어양식의 알카사르 창. 창밖으
로는 평원이 보인다.
4
기마병과 갑옷 , 어린이 갑옷 등
이 전시되어 있는 방

3

4

동화 속 공주들이 살던 성, 알카사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왕자님과 춤을 추었던 신데렐라, 마녀가 나타나기 전까지 행복한 시절을 보냈
던 백설 공주.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가슴 설레는 낭만적인 애니메이션의 두 공주가 춤추고 살았던
궁전의 배경이 알카사르다. 12세기에 건축된 이후 증축과 개축, 화재 등 풍파를 겪었지만 1862년에 재
건축한 모습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사벨라 여왕은 즉위식을, 스페인 최전성기의 왕 펠리페 2세는 결
혼식을 이곳에서 열었다. 그래서 내부엔 왕의 집무실과 접견실, 예배당, 갑옷을 입은 기마병, 무기 보관
실 등이 있어 화려한 왕실의 생활 모습과 함께 막강했던 스페인 군사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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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zy Segovia

3대째 이어져 오는
230년 전통의 요리
〈메손 데 칸디도〉

Meson de Candido
1786년 로마 수도교가 있는 아소게호 광장, 프란시스코 살리사르는 세고비아의 시민에게 새로운 바의
개업을 알린다. 그리고 후에 이 바는 메손 데 칸디도로 명명되었고, 칸디도가 사람들은 접시로 자를
수 있을 정도의 연한 새끼돼지요리를 내놓았는데 이 요리는 세고비아를 넘어 스페인 전역 더 나아가

5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마침내 메손 데 칸디도는 세고비아 시의 예술 유적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레스
토랑 내부엔 이곳을 방문한 황제와 왕족, 예술가들의 사인과 사진 등이 걸려있다.
현재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메손 데 칸디도에서는 특별한 손님이 오거나 요청이 있을 때 전통복장
을 입고 홀 가운데에서 바싹하게 구운 새끼돼지 요리를 얼마나 부드러운지 보여주기 위해 접시로 자
르고, 평범한 보통 접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돌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Meson de Candido

5
섬세한 조각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대성당의 귀부인으로
불리는 세고비아 대성당

ADDRESS Plaza Azoguejo, 5, 40001 Segovia, Spain
TELEPHONE +34 921 42 59 11
HOMEPAGE http://www.mesondecandido.es

6
지금까지 수로로 사용하고 있는
로마 시대에 지어진 수도교

6

Comment of Taste

우아한 대성당의 귀부인, 세고비아 대성당

Cochinillo asado al estilo
de candido

스페인 카스티아-레온의 이사벨 여왕의 외손자 카를로스 1세는 통일된 최초의 스페인 왕으로 영광의

젖을 떼지 않은 새끼돼지 즉

시대에 걸맞은 아름다운 대성당을 짓도록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고비아 대성당이다.

3~4kg의 코치니요에 월계수 잎,

톨레도의 대성당과 마찬가지로 웅장하지만 톨레도의 대성당은 긴 외형과 하늘 높이 솟아오른 모습에

발라 오븐에서 위, 아래로 1시간

남성미가 느껴진다면, 이곳은 서쪽으로 정문을 내어 실내는 풍부한 채광으로 스테인드 글라스가 빛
을 발하기 때문에 우아한 여성미가 느껴진다. 부속박물관에는 플랑드르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반
다이크의 회화가 걸려있다.

백리향 등 향신료를 넣고 소스를
씩 굽는다. 총 2시간 구워진 새
끼돼지 고기는 겉은 비스킷처럼
바삭하지만 속은 윤기가 흐르며
촉촉하고 아주 부드럽다. 속의
고기는 잘 삶아진 닭백숙의 닭고
기 같은 식감과 비슷하다. 고기

로마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웅장한 수도교

냄새에 예민한 사람은 살짝 느끼

1세기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는 선대 칼리굴라 때부터 이어져 온 15km 거리의 아세베다 강물을 끌
어오기 위한 수도교 공사를 완성했다. 그가 만든 수도교는 전체 길이 728m, 최고 높이 30m의 2단 아
치 모양의 화강감으로 만들어져 꾸준히 사용되어 오다, 1928년에는 수도관을 설치해 지금까지 수로로

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
로 돼지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우
면서 바삭한 식감도 낼 수 있다
는 것에 감탄하게 된다.

이용하고 있다.
36 2018 WINTER

KALPAK CLASS 37

D

1
빌바오 효과라는 경제학 용어가
탄생하게 된 구겐하임 빌바오 미
술관

esign Bilbao

2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옆 네르
비온 강을 가로지르는 산티아고 칼
라트라바의 작품 주비주리 다리

디자인의,
디자인에 의한,
디자인을 위한 도시,

3
노먼 포스터의 설계로 지어진 자연
채광이 풍부한 빌바오의 메트로
4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
된 비즈카야 다리

빌바오

3

취재협조 TURESPAÑA

1

현대적 개념의 디자인은 산업혁명 이후 조금씩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순수예술과는 다른 개념으로, 더욱 더
생활과 밀접하게, 한 도시 더 나아가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힘도 갖게 됐다. 그런 디자인의 힘
을 도시 전체로 보여주는 곳이 빌바오다. 쇠퇴의 길을 걷던 도시에 독특한 미술관을 유치함으로써 빌바오 효
과라는 경제학 용어가 탄생한 배경에 디자인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 것이다.

2

4

한 도시를 일으킨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빌바오는 1980년 불황으로 주력사업이었던 철강산업이 쇠퇴해 30%의 실업률을 기록한 데다 테러까
지 겪어 도시경제는 바닥으로 치닫게 된다. 끝없이 쇠락한 도시의 재건을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빌바
오는 프랭크 게리의 설계로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미술관을 유치했다. 이곳의 야경을 더욱 빛나게 하
는 미술관 옆으로 흐르는 네르비온 강의 하얀 주비주리 다리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 주비주리 다리
는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작품으로 새처럼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형상의 빌바오 공항도 그
가 설계했다. 그는 가우디 이후 가장 스페인다운 건축물을 짓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시민의 삶을 파고든 빌바오의 디자인
빌바오가 속한 바스크 정부는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는데, 구겐하임 미술관에 이어 디자인이 더욱
발전적으로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방법에 고심했다. 도시 재생에 큰 역할을 담당할 메트로도 혁신적
인 운영시스템과 함께 세계적인 건축가 노먼 포스터의 설계로 자연채광이라는 기능적인 장점과 함께
미학적 의미를 더했다. 빌바오 북쪽에 자리한 비즈카야 다리는 건축학도들에겐 성지나 다름없는 곳이
다. 1893년에 지어진 이 다리는 높이 매달린 곤돌라로 사람과 차량을 운반한 세계 최초의 다리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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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
맛과 향으로 스페인 최고 와인
산지로 평가받는 리오하

legant Rioja

2

2
와인에게 바치는 성전으로 불리
는 리오하 북쪽 라과디아 마을에
있는 보데가스 이시오스

우아함과 부드러움의 완벽한 조화,

리오하

취재협조 TURESPAÑA

스페인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적인 와인 생산 국가다. 포도를 재배하
기에 날씨도 좋고 토양에 영양분이 많아 와인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다.
맛과 향의 균형이 무엇보다 뛰어나고, 가격 면에서도 다른 유럽의 와인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름나 있다. 스페인 최고의 와인 산지로 평가받는 리오하가
주목받는 스페인 와인의 중심에 자리한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5대 와인 산지, 리오하
1870년 유럽 전역의 포도밭에 필록세라 진딧물이 창궐했다. 프랑스 최대 와인 생산지역인 보르도도
예외가 아니어서, 보르도의 와인 생산자들은 이 진딧물의 피해가 적고, 포도재배에 이상적인 날씨와
토양을 갖춘 대지 리오하를 발견했다. 그들이 전파한 양조기술은 전통적인 리오하 와인 생산에 영향
을 주었고, 스페인 토착 품종인 템프라니요 특성과 조화를 이뤄 스페인만의 특징이 살아있는 와인으
로 탄생했다. 리오하 와인은 너무 달거나 드라이하지 않아 목 넘김이 부드럽다. 또 오크통의 숙성과정
에서 생기는 향이 베리류의 풍부한 과일 향과 어우러져 복합적인 여운을 남긴다. 레드 와인이 다수이
지만 로제 와인과 화이트 와인도 각각 15%, 10% 비중을 차지한다.

다채롭게 만나는 매력적인 리오하 와인
와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리오하 와이너리 투어는 꼭 한번 해봐야 할, 아주 매력적인 여정이
다. 끝없이 펼쳐진 풍요로운 포도밭, 기분 좋은 설렘을 주는 와인, 와인과 곁들여지는 맛있는 먹을거
리는 글자 그대로 행복이다. 리오하 중세마을 라과디아 북쪽 ‘와인에게 바치는 성전’이라 불리는 보데
가스 이시오스(Bodegas Ysios)는 병풍처럼 펼쳐진 석회암 바위산을 배경으로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독특한 외관의 와인하우스다.
작은 마을 브리오네스에 있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이자 4대째 와인을 만들고 있는 비방코 가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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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가 담긴 와인 박물관을 돌아보는 것도 여행에 우아함을 더할 수 있는 일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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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gant Rioja

3

3
티타늄 지붕이 보이는 리셉션 모
습 . 설계자 프랭크 게리는 가구
까지 꼼꼼히 선별했는데 리셉션
에 놓여진 강렬한 빨강색 의자는
프랑스 디자인 브랜드 리뉴 로제
가 디자인한 펍(Pub)의자다.
4
물결치는 듯한 티타늄 강판의 지
붕이 아름다운 프랭크 게리가 설
계한 호텔 마르케스 데 리스칼의
야경

포도밭과 농가만 있던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 리오하 엘시에고. 이 작은 마을에 춤추는 플라멩코 댄서
의 치맛자락처럼 티타늄 강판이 강렬한 태양 빛을 반사하며 빛나는 건물이 들어섰다. 건축디자인의
혁신이면서 전 세계 셀러브리티가 꼭 가보고 싶은 호텔 마르케스 데 리스칼이 그 주인공이다.
빌바오를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게 한 첫 주자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했던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
했다. 마르케스 데 리스칼 와인을 싸고 있는 그물망의 금색, 와인병 캡슐의 은색, 와인색을 띤 지붕은
오래 역사의 마을에 미래의 시간을 선사했다.
호텔 마르케스 데 리스칼의 역사는 스페인 와인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곳은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로 스페인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의 아버지 때부터 왕실 공식 와인으로 선정되었으며, 1895
년 보르도에서 열린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세계 최고 타이틀을 거머쥔 엄청난 사건의 주역이기도 했
다. 양조기술에서도 다른 와이너리와 마찰을 감수하고 질적 향상에 힘을 쓰면서 여러 품종을 섞는 프
랑스 선진 기술을 고집해 스페인 최고 와이너리가 된 것은 물론이다. 2011년 중국에서 열린 와인 경매
에서 스페인 최고가인 16만 유로에 낙찰되면서 스페인 와인 역사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4

스페인 와인 역사를
만들어내는 자부심
호텔 마르케스 데 리스칼
Hotel Marqués de Riscal, a Luxury Collection Hotel, Elciego
ADDRESS Calle Torrea, 1, 01340 Eltziego, Araba, Spain
TELEPHONE +34 945 18 08 80
HOMEPAGE www.hotel-marquesderisc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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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gant Rioja

5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밖으로 포
도밭과 산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
6

1862년 빈티지부터 약 400만여
병의 와인을 보관하고 있는 지하
의 와인 셀러

예술 속에서 즐기는
향기로운 미식
〈레스토란테 마르케스 데 리스칼〉

Restaurante Marqués de Riscal, Hotel Marqués de Riscal
스페인 최초이자 최고의 와인을 가장 맛있고 향기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 14코스 또는 21코스로 제
공되는 음식마다 소믈리에가 추천하는 와인을 즐기거나 방대한 와인리스트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 와인에 대한 높은 명성만큼 요리에서도 미슐랭 1스타를 획득해 이곳을 꼭 들러야 할 이유
를 더 했다.

5

6

Comment of Taste

Comment of Taste

12개의 스위트룸을 포함해 총 43개의 소수 객실만을 운영하는 호텔 마르케스 데 리스칼은 면적당 건

Marinated zucchini, trout from Oja river and almonds
and honey vinaigrette

Roasted hake on nectar of bell peppers

설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로 기록되어 있다. 단풍나무 목재와 가죽으로 마감한 인테리어와

리오하 에브로강의 지류인 오하강에서 잡은 송어와 아몬드, 꿀 식초 등

살짝 절였다. 단조로운 대구요리에 색과 식감을 위해 가늘게 채를

대리석 욕조, 최첨단 오디오 시스템, 포르쉐가 디자인한 소품 등 무엇하나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것들

으로 만든 소스에 양념장에 재워둔 주키니 호박을 얹고 톡톡 터지는 식

썬 당근을 튀겨 곁들였다. 생선이나 해물, 고기 등을 주재료로 메인

이 가득하다. 값을 매길 수 없는 1862년 빈티지부터 400만여 병의 와인을 보관하고 있는 지하 셀러와
포도에서 추출한 성분을 활용한 비노테라피도 빼놓지 말고 보고 경험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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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하게 살이 오른 대구를 살짝 찐 다음 피망으로 즙을 낸 소스에

감의 생선 알을 올렸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클래식 타파스와 애피타이

요리에 해당하는 두 번째 요리 코스 중 하나로 제공되는 만큼 조리

저 뒤에 나오는 첫 번째 정식 요리로, 레스토란테 마르케스 데 리스칼이

법은 간결하다. 간장 맛이 살짝 배여 간도 적절하고 무엇보다 대구

미슐랭 1스타를 획득하게 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의 풍미가 잘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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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을 깨우는 멋진 영감의 도시,

바르셀로나

취재협조 TURESPAÑA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의미를 가진 여행지가 있다. 힐링 도시, 미식 도시, 그리
고 열정을 깨우고 영감을 주는 도시. 그런 도시 중에서 바르셀로나는 열정과 영
감의 도시로 불려야 마땅하다.
설명이 필요 없는 안토니 가우디와 동시대의 건축가 도메네크 이 몬타네르, 이
곳을 고향으로 여겼던 파블로 피카소, 조각과 모자이크로 바르셀로나 곳곳을
수놓은 호안 미로가 남긴 작품들은 영감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건축과 예술뿐 아니라 하늘을 날고, 땅에서 최고의 스피드를 즐기며, 그리고
푸른 바다에서 하얀 돛을 단 요트로 힘차게 물살을 가르는 짜릿하고 낭만적인
경험은 열정으로 가슴을 뛰게 만든다.
바르셀로나는 어떤 의미로든 멋진 도시임이 틀림없다.

KALPAK이 제안하는
[2인 출발] 가우디와 정열의 나라,
스페인 마드리드 & 바르셀로나
핵심 여행 7일
일정 마드리드 (2)- 바르셀로나 (3)-기내(1)
가격 ￦ 9,851,200~
문의 02. 726. 5703

KALPAK이 제안하는
[퍼스트 탑승] 바르셀로나 엘 팔레스
(Hotel El Palace) 자유 6일
일정 마드리드 (4)-기내(1)
가격 ￦ 12,844,600~
문의 02. 726. 5709

건축물들 하나하나가 개성 넘치는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구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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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정으로 뜨거운 낮, 낭만으로 따뜻한 밤

1
바르셀로나 항구에 정박해있는
럭셔리 요트들

2

람보르기니 우라칸, 페라리 458 스파이더, 애스턴마틴 DB9. 이 슈퍼카들의 모터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뛴다면 프로페셔널 드라이버가 달리던 서킷에서 이 럭셔리 슈퍼카를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체험이 기

2
바르셀로나의 명소를 돌아보며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럭셔리
요트

다리고 있다. 유럽축구를 보던 마니아에겐 FC바르셀로나의 홈구장 캄프 누에서 경기를 보거나 투어
를 통해 그 열기를 느껴볼 수 있다. 바르셀로나의 낮이 열정으로 뜨겁다면 해가 진 후엔 그 열기를 에
스파냐 광장의 몬주익 매직분수를 보며 부드럽게 이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보통 목~토요일 밤 9

3
바르셀로나를 한눈에 내려다보
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헬
리콥터 투어

시부터 시작하는데 음악 분수대에서 레이저와 함께 화려한 분수 쇼가 펼쳐진다.

3

4
프로페셔널 드라이버가 달리던
서킷에서 슈퍼카를 운전해보는
슈퍼카 드라이빙

4

5
세계 3대 분수 쇼로 평가받는 바
르셀로나 몬주익 매직분수의 분
수쇼

바르셀로나를 영원히 빛나게 하는 엄청난 예술가들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빛에 가렸지만, 바르셀로나에는 굉장한 예술가가 넘치는 곳이다. 그와 동
시대를 살았지만, 그의 빛에 가린 도메네크 이 몬타네르는 카탈루냐 르네상스의 상징이자 자부심인

5

카탈루냐 음악당을 지은 사람으로, 콘서트홀로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바르셀로나를 고향으로 여겼던 피카소는 순수했던 그의 젊은 시절 작품들을 이곳에 남겼다. 바르셀로
나에서 나고 자란 호안 미로는 공항 벽화와 람블라스 거리의 모자이크로 만나게 된다. 차원이 다른 천
재 살바도르 달리는 상식을 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극장미술관을 피게레스에 세웠다.

푸른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즐기는 특별한 럭셔리 체험
세상에 있을법한 온갖 볼거리가 모두 모인 바르셀로나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체험은 여느 도시보다 특
별하다.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 높이 솟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반듯하게 구획된 붉은색 지붕들과 시가
지, 항구와 해변 등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바르셀로나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체험은 럭셔리 요트 투어다. 옛 항구, 콜럼버스 기념비, 바르셀로네
타 등의 명소를 호화로운 요트를 타고 베테랑 선장의 안내로 둘러볼 수 있다. 세일링 중에는 맛있는 브
런치와 신선한 과일 등이 제공되어 여행의 즐거움을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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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했던 스페인
영광의 재림
호텔 엘 팰리스 바르셀로나
Hotel El Palace Barcelona
ADDRESS Gran Via de les Corts Catalanes, 651, 08010 Barcelona, Spain
TELEPHONE +34 935 10 11 30
HOMEPAGE www.hotelpalacebarcelona.com

6

7

6
현대 럭셔리 호텔의 대전환점으
로 기록된 호텔 엘 팰리스 바르
셀로나의 전경

1898년 파리에 호텔 최초로 전기조명과 전화기가 설치된 고급스러운 리츠 호텔이 문을 열었다. 이후

7
편안하게 담소하고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한 호텔 엘 팰리스
바르셀로나의 홀

다. 그리고 1919년 마침내 오픈한 이 바르셀로나 최고의 호텔은 간접조명, 벽난로, 처음으로 모든 객실

리츠 호텔은 런던과 마드리드에 문을 열었는데, 바르셀로나의 귀족들은 왕들의 호텔리어로 불렸던 세
자르 리츠의 취향에 완전히 매혹되었고 그와 똑같은 아니 더 아름다운 호텔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
에 설치된 대리석 욕조, 타일 벽과 같은 시설과 함께 정교하게 짜인 개인화된 서비스로 현대 럭셔리 호
텔의 대전환점을 기록했다.
오픈한지 100여 년이 되는 동안 스페인 국왕 알폰소 13세를 비롯하여 정계와 예술, 할리우드 스타 등
수많은 유명인사가 이곳을 다녀갔다. 화려한 호텔 역사 속에서 찬사와 감동을 자아낸 엘 팰리스는 지
난해 대대적인 리뉴얼 공사를 단행, 120개의 객실은 현대적인 편의시설의 배치와 함께 램프와 커튼을
옛 스타일로 복원하였다. 특히 7층에 새롭게 들어선 다이아나 가든은 50종이 넘는 식물과 함께 퍼걸
러, 수영장, 분수가 배치되어 바르셀로나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가장 낭만적인 장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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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그린 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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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살바도르 달리 아트 스위트의 거
실 . 꽃무늬 소파와 테이블 , 도자
기 램프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

〈윈터 가든 레스토랑〉

9
호텔을 세운 세자르 리츠 스위트
의 거실 . 벽면에 세자르 리츠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우아한 인테
리어가 특징이다

Winter garden restaurant, Hotel El Palace Barcelona
호텔 엘 팰리스 옥상 테라스 다이아나 가든과 그 안쪽 윈터 가든 레스토랑은 복잡한 바르셀로나 도심
속 초록 오아시스 역할을 담당한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초록빛 레몬이 주렁주렁 달린 커다란 레몬 나무가 향긋하게 반
긴다. 바르셀로나의 태양이 뜨겁지만 넝쿨 식물이 휘감긴 커다란 아치 아래 마련된 자리에서 선선한

8

바람을 맞으며 작은 분수를 보는 것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반갑기만 하다. 다양한 타파스와 지중해

9

요리, 건강식, 와인, 특별하게 만들어진 시그니처 칵테일 등은 이곳에서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더구
나 유명 DJ의 라이브 세션으로 흥겨운 음악까지 들려올 때면 어느새 어깨가 들썩이게 된다.

Comment of Taste
Grilled turbot with salad
of pods and shallots
넙칫과에 속하는 납작하게 생긴
가자미의 일종인 터봇을 구워 콩
이 들어있는 꼬투리와 작은 양파
샬럿 샐러드를 곁들인 요리다.
원래의 생김새만 보면 터봇은 광
어와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광어
보다 육질이 찰지고 쫄깃한 식감
으로 유럽에서는 철광어라고도
불린다. 터봇 자체로 식감과 맛

9

이 뛰어나기 때문에 소스의 맛이
강하지 않게 조리되었다. 다만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호텔로 엘 팰리스는 호텔의 역사와 함께했던 주요 인사들을 추억하고 순수예
술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살바도르 달리, 세자르 리츠, 가수 겸 무용가 조세핀 베이커, 화가 호안
미로, 소설가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 가수 로니 우드로 명명된 스위트 등을 마련하고 그들의 예술적
감성을 살려 독창적으로 구성했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공용공간과 전용욕실을 갖
추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다. 호텔이 문을 연 1919년을 기념하기 위해 엘 팰리스는 ‘Spirit 1919’라는 이

약간의 생선 비린 맛이라도 느끼
지 않도록 식초를 살짝 뿌린 샐
러드를 곁들여 상큼한 맛이 나지
만, 생선의 맛에 영향을 줄 정도
는 아니다. 생선의 비린 맛에 예
민한 사람도 아무 걱정 없이 맛
있게 즐길 수 있으며, 맛도 좋지

름으로 바와 레스토랑에서 라이브로 재즈, 피아노 연주, R&B, 쿠바 음악 등의 음악회를 연다. 여행의

만 무엇보다 ‘건강을 유지하기

즐거움이 가득한 바르셀로나에 또 다른 즐거움 하나가 추가됐다.

분류처럼 아주 건강한 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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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의 별이 쏟아지는 맛의 성지,

산세바스티안

2
3

아침은 간단히, 점심은 길고 화려하게, 저녁은 와인과 간단한 안주, 그리고 식사 사이에 2번의 간식. 1일 5식
그런 맛있는 스페인 여행의 정점에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미슐랭 가이드 별이 가장 많은, 인구 20만 명의 작
은 도시 산세바스티안이 있다.

KALPAK이 제안하는
[4인 출발] 이베리아반도 축복의 땅,
스페인 북부 9일

1
풍부한 해산물과 고기와 채소 등
으로 만들어진 스페인의 건강한
요리

의, 먹고 또 먹고 지칠 때까지 먹어야 제대로 된 스페인 여행을 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취재협조 TURESPAÑA

1

일정 바르셀로나 (2)- 산세바스티안 (2)빌바오 /리오하 /부르고스 / 바야돌리드 (1)세고비아 /톨레도 /마드리드 (2)-기내(1)
가격 ￦ 13,151,200~
문의 02. 726. 5703

2
세계 최고 해변으로 꼽히는 산세
바스티안의 라 콘차 해변
3
미식의 도시 산세바스티안은 구
시가지 거리를 빼곡하게 메운 핀
초스 바 투어가 유명하다.

건강과 맛 모두를 챙기는 스페인 식문화
1일 5식, 게다가 저녁은 빨라야 8시 30분에 시작해서 10시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식사시간을 생각하면
모두 비만이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다. 하지만 스페인은 풍부한 해산물과 무공해 농축산물 음식재료
를 바탕으로 건강한 요리법이 발달한 나라다.
특히 산세바스티안은 건강한 스페인 요리의 참맛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총 16개의 미슐랭 스타 레스
토랑이 있고 그중 3곳은 3스타를 받기도 했다. 또한 구시가지 거리를 빼곡하게 메운 핀초스 바를 몇
군데씩 다니며 음식과 술을 즐기는 미식 투어는 빼놓을 수 없는 맛의 향연이다.

유럽 최고의 미식, 해변, 축제로 언제나 즐거운 도시
유럽연합은 해마다 유럽을 상징하는 도시를 문화 수도로 정하는데 2016년엔 산세바스티안이 그 주인
공이었다. 유럽은 물론 스페인에서도 작은 도시지만, 이곳이 보여주고 있는 즐거움은 수도를 하고도
남는다. 비교 대상이 없다고 자부하는 미식의 성지인 데다 트립어드바이저가 선정한 세계 최고 해변
25곳 중에서 6위에 오른 라 콘차해변과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몬테 이겔도, 요리사나 농부 등
으로 복장을 꾸민 시민들이 북을 치며 즐기는 1월의 탐보라다 축제를 시작으로 재즈페스티벌, 국제영
화제 등 축제가 연이어 열리는, 언제나 즐거운 도시가 이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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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왕족들의 휴양지로 주목받았던 산세바스티안 라 콘차 해변. 이 아름다운 해안마을에 왕족의 기

4

대와 취향에 부응하는 호화롭고 현대적인 사교장 이상의 건물이 들어섰다. 1912년 7월, 호텔이 문을
열고 처음으로 문턱을 넘은 마리아 크리스티나 섭정의 이름이 곧 호텔의 이름이 되었다. 40년이 흐른
후에도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의 개막과 함께 호텔 마리아 크리스티나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우디
앨런, 줄리아 로버트, 리처드 기어, 브래드 피트와 같은 할리우드 배우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4
왕족과 할리우드 배우 등이 거
쳐간 산세바스티안의 상징, 호텔
마리아 크리스티나의 외경
5
킹 사이즈 침대와 싱글침대로 구
성되어 3~4명의 가족이 머물 수
있는 패밀리룸
6
사무적 편의를 제공하는 비즈니
스 센터
7
그림과 스탠드 등으로 장식되어
아늑한 분위기의 갤러리아 홀

4

5

한 세기를 이어온
우아한 산세바스티안의 상징
호텔 마리아 크리스티나
Hotel Maria Cristina, a Luxury Collection Hotel, San Sebastian
ADDRESS Paseo, República Argentina Kalea, 4, 20004 Donostia, Gipuzkoa, Spain
TELEPHONE +34 943 43 76 00
HOMEPAGE www.hotel-mariacrist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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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같은 손길이 빗어내는
맛의 세계

8
애프터눈 티 , 칵테일을 비롯해
스페인 전통 타파스를 즐길 수
있는 드라이 바 산세바스티안
9
정통 스페인 요리 외에도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는 쿠킹 스쿨 미모
산세바스티안

〈에스카라이〉

Ezcaray, Hotel Maria Cristina
스페인 귀족들이 연미복과 드레스를 입고 가는 사교장이 있다면 에스카라이가 그곳일 것 같다. 아름
드리 대리석 기둥, 꽃 모양의 샹들리에와 벽 등, 아치형의 창문과 커튼, 곳곳의 금빛 장식들이 우아하

8

면서도 경쾌한 분위기다. 이곳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분명 미소를 짓게 되는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

9

임이 틀림없다.
이곳의 프란시스 파니에고(Francis Paniego) 셰프는 이런 분위기에 ‘맛’이라는 악센트를 더한다. 그는
2004년 리오하 엘시에고의 호텔 마르케스 리스칼의 레스토랑에서 리오하 지역에서 처음으로 미슐랭
1스타를 획득한 이후 리오하주 에스카라이에 있는 에차우렌(Echaurren) 레스토랑에서 미슐랭 2스타
를 받았다. 어머니를 통해 이어진 스페인 전통의 맛에 현대적인 해석과 창의성, 그 모든 것이 녹아든
그의 마법 같은 손길에서 나온 맛의 세계에 푹 빠지지 않을 수 없다.

Comment of Taste
Oxtail with potato cream
and wine sauce
잘게 찢은 소꼬리 고기를 부드럽
게 갈린 감자 크림과 와인소스에
곁들인 요리다. 우리나라에선 소

우루메아 강과 산세바스티안에서 가장 매혹적인 건물로 평가받는 빅토리아 에우헤니아 극장을 내려
다보고 있는 이곳은 풍경도 좋지만, 미식의 도시답게 호텔 내에서도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자부
심이 넘치는 바스크식 요리와 함께, 동남아시아와 일본식 요리를 선보이는 카페 사이공, 2곳에서 미슐
랭 2스타와 1스타를 딴 셰프의 화려한 요리가 펼쳐지는 에스카라이(Ezcaray), 핀초스나 샴페인, 칵테
일 등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드라이 바 산세바스티안까지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꼬리를 보통 푹 삶아 뼈는 건지
고 살은 먹기 좋게 찢어 꼬리곰
탕이나 찜으로 먹는데, 스페인에
서도 우리와 소스는 다르지만 소
꼬리를 찜 요리로 먹는다. 특히
안달루시아 론다에서는 전통음
식으로 인기가 높다. 소꼬리 고
기는 질긴 편이지만 푹 삶아 조
리하면 이보다 좋은 식감이 또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미식 도시의 랜드마크 호텔로 마리아 크리스티나는 쿠킹 스쿨 미모 산세바스

없다. 우리의 장조림을 고깃결에

티안(Mimo San Sebastián)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정통 바스크 등 스페인 요리 수업은 물론 전문가

맞춰 잘게 찢어 놓은 것처럼 탄
탄하면서도 질기지 않은 식감에

와 함께 떠나는 미식 투어, 와인 테이스팅, 음식재료 쇼핑과 셰프가 직접 요리해 특별한 저녁 만찬을

와인소스의 풍성한 맛이 아주 잘

즐길 수 있는 셰프의 테이블 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울린다. 여기에 담백하면서도

황금열쇠 배치를 착용한 컨시어지는 예약이 밀려 맛보기 어려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예약을 돕
고, 캐주얼한 식사를 위한 꿀팁을 알려준다.

고소한, 마치 생크림처럼 부드러
운 감자 크림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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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만나다

설렘과 낭만,
화려한 꿈의 궁전이
레일을 달리다
Travel with a themeⅡ. Luxury Train

1804년 영국의 리처드 트레비식(Richard Trevithick)은 최초 증기기관차를 만들었다. 그리고 25년 후 영국 리버풀
에서 맨체스터까지 조지 스티븐슨(George Stephenson)이 만든 증기를 뿜는 개량형 기관차가 승객과 화물을 싣고
시속 40km의 속도로 달리게 된다. 기차에 처음 타본 사람들은 ‘날아가는 듯 빨랐다’는 흥분에 찬 소감을 전했다.

2009년 노르웨이 공영방송은 서남부 해안 도시 베르겐에서 수도 오슬로까지 가는 기차 맨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
고 7시간 동안 그저 기차가 달리는 영상을 ‘베르겐 기차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송했다. 기차가 역에 멈추면 멈추
는 대로, 터널을 지나느라 컴컴해지는 그대로 담겼다. 금요일 밤 황금 시간대에 편성된 이 방송은 다른 프로그램
이 5% 이하의 시청률을 보인 데 반해 15%의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했다. 기차 여행은 그 자체로 힐링이다.
기차는 첫 탄생부터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흥분을 주었고, 자동차와 달리 안정된 분위기 속에 지나가는 풍경을 바
라보는 것만으로도 평화와 위안을 준다.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가 처음 탔던 기차는 낭만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지금, 흥분과 위안 그리고 낭만에 이어 여느 특급 호텔 이상의 환경과 분위기를 갖춘 호화 열차들이 열차가 아니
면 닿을 수 없는 숨겨진 비경 속으로 여행자들을 이끌고 있다.

로키산맥의 비경을 탐험하는 캐나다 로키 마운티니어
대자연의 캐나다 비경을 탐험하는데 가장 안락하면서도 우아한 방법은 초호화 크루즈 열차인 로키 마
운티니어를 타는 방법이다. 로키 마운티니어에 대해 1937년부터 발행된 역사 깊은 트래블 + 레저 잡지
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여행’ 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날씨가 좋은 매년 4월부터 10월, 트레킹이나 자동차로는 닿을 수 없는 로키산맥의 비경이 초호화 크루
즈 열차인 로키 마운티니어에 의해 소수의 사람에게만 특별히 공개된다. 특히 복층의 골드리프 등급의
열차에서는 천장이 돔 형식의 유리로 되어 있어 로키의 풍경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래
층의 다이닝룸에서는 주문 즉시 조리되는 신선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열차 내에서는 스태프들이 하이
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간 연결통로로 나가면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쐴 수 있다. 총 4개의 노선으로
운영되는 로키 마운티니어는 출발지와 목적지는 같지만 중간 기착지가 달라 풍경이 다르며, 같은 구간
을 다시 간다고 해도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되기 때문에 매번 감동을 하게 된다.

벨몬드 로열 스콧맨 열차 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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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럭셔리 열차의 시조, 세븐 스타즈
동북아시아에서 소수의 사람을 위한, 무엇보다 특별하고 안락한 여행으로 기차 여행을 주목해 꼼꼼히
준비해온 나라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JR 규슈는 일본에서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초호화
열차 세븐 스타즈 침대 열차 상품을 출시했다. 1박 2일 또는 3박 4일 일정으로 규슈 지역을 돌아보는데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높은 가격과 5차례의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기 인원이 많아 추첨을 통해 탑
승객을 선정할 정도다.
일본에서 손꼽히는 또 하나의 럭셔리 열차는 규슈 7성급 34개 좌석의 럭셔리 침대 열차 시키시마다. 이
열차에서 가장 좋은 방인 시키시마 스위트는 일본 스타일의 복층형 구조로 제철 음식 재료로 요리한 최
상의 음식을 맛보게 되는데, 4일간 여행이 1인당 112만 엔 이상이다. 높은 가격에도 복층 구조의 예약

캐나다 로키 마운티니어

경쟁률은 76:1을 기록했다고 한다. 시키시마 열차와 비슷한 레벨의 트와일라잇 익스프레스 열차는 교
토, 마츠에, 이즈모, 미야지마섬을 지나는데, 객차마다 발코니와 더블베드, 화려한 화장실로 꾸며져 있
으며 다이닝 객차에서는 미슐랭 스타 셰프의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장엄한 풍경과 인도 문화를 돌아보는 인도 데칸 오디세이
데칸 오디세이는 올해까지 최근 5년 연속 월드 트래블 어워즈에서 아시아 럭셔리 기차로 선정된, 자타공
인 인도 최고 럭셔리 기차다. 왕궁이 있는 도시와 전통이 잘 보존된 도시, 야생 트레일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마하슈트라, 구라자트, 카르나타카, 라자스탄, 고아와 델리 등을 통과하는데, 각 지역을 통과할 때
마다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맛볼 수 있다.

러시아 골든 이글 시베리아 익스프레스

호주 더 간

공작새 조각과 금으로 장식된 총 21개의 객차로 구성되는데 그중 12칸은 객차당 8명만을 수용한다. 열
차 내엔 레스토랑 외에도 바와 라운지, 스파, 미용실도 갖추고 있다.

광활한 시베리아 횡단 열차, 러시아 골든 이글 시베리아 익스프레스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특이하며, 문학과 영화 속에 등장할 만큼 이야기가 많은 철도 여정이 시베리
아 횡단 열차 여행이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약 9,900km, 기차 탑승만 꼬박 7일의 여정
이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노선에서 골든 이글은 64명의 고객만이 이용할 수 있는 최상급의 열차로 24시
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시베리아 횡단 노선엔 임페리얼 러시아, 짜르의 황금, 그랜드 트랜스 시
베리안 익스프레스 등이 럭셔리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자연과 식민시대로의 시간여행, 호주 더 간
너무나 넓은 호주에서는 도시 간 이동에 자동차가 아닌 비행기를 이용한다. 그러나 때 묻지 않은 호주의
웅장한 대자연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감성까지 채워주는 기차 여행이 제일 좋
은 방법이다.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출발, 앨리스 스프링스를 거쳐 다윈까지 운행하는 더 간 열차는 3박
4일의 일정으로 2,980여 km를 달린다. 플래티넘과 골드, 레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플래티넘 객차는
골드 등급에 대비해 2배의 넓은 공간에 침실, 대형욕실, 전용 라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쉽게 맛볼
일본 세븐 스타스 열차

인도 데칸 오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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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 심플론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객차마다 미술관처럼 아일랜드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

오리엔트 익스프레스가 유럽과 동남아시아로 나뉘면서

하고 흥미로운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베니스와 부다페스트, 비엔나, 런던, 파리 등으로 운행
하는 유럽 열차가 베니스 심플론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벨몬드 앤딘 익스플로러

다. 3개의 우아한 다이닝 객차, 피아노가 연주되는 바는

벨몬드가 페루에서 운행하는 두 개의 열차 중 하나인 앤

1920년대의 낭만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딘 익스플로러는 안데스산맥을 가로지르는 럭셔리 열
차다. 페루만의 독특한 감성을 담은 객실 인테리어, 로

벨몬드 로열 스콧맨

컬 음식 재료를 활용한 건강하고 풍부한 페루 요리와 함

스코틀랜드의 협곡과 성, 마을을 지나는 호화열차 로열

께 전망용 열차와 스파 시설까지 갖췄다. 페루가 자랑하

스콧맨은 36명의 소수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 외부를

는 절경과 문화를 응축해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쿠스코

더 잘 볼 수 있는 전망 객차와 함께 오픈 에어 뷰를 보고

에서 출발해 푸노, 티티카카 호수와 아레키파로 이어지

싶은 이들을 위해 베란다도 마련되어 있다. 런던과 에든

는 페루비안 하이랜드 코스를 선택하면 된다.

버러, 퍼스 등의 도시를 몰트위스키 트레일, 경이로운
풍경 등 다양한 컨셉으로 운행한다.

이스턴 앤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1920~1930년대 최고 전성기의 모습을 재현해 동남아

남아공 로보스

블루트레인

벨몬드 그랜드 하이버니언

시아를 운행하는 럭셔리 레일 크루즈가 이스턴 앤드 오

영국 18세기 조지 왕조 시대의 우아한 스타일로 장식된

리엔탈 익스프레스다. 싱가포르, 방콕, 치앙마이, 쿠알

호화 열차로 컬트 문화가 살아있는 아일랜드를 돌아본

라룸푸르 등을 운행한다. 정장으로 차려입고 저녁 식사

다. 전망용 객차에서는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뮤지

를 즐긴 후엔 파티를 즐기거나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

션의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몰트위스키를 즐길 수 있다.

으며 노을을 바라보는 여유를 누릴 수도 있다.

아프리카의 자부심, 남아공 로보스와 블루트레인
가장 화려했던 유럽 귀족의 생활이 그대로 야생의 아프리카에 구현됐다. 아프리카의 자부심이라는 별명
의 로보스 레일과 블루트레인이 그것이다.
로보스 레일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전용 기차역에서 출발해 케이프타운이나 빅토리아 폭
포를 지나 멀리 탄자니아까지 운행한다. 객실은 객차 1량에 2개 또는 3개의 객실을 배치하는데 화려하
게 장식된 19세기 귀족의 응접실 분위기 이상이다. 2인 1실의 객실엔 호텔식 욕조가 배치되어 있으며,
24시간 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특급 호텔을 옮겨 놓은 것과 같다. 저녁 식사 때는 정장을 입은 신사
와 드레스를 입은 숙녀들로 다이닝 객차는 현대의 살롱 분위기다.

베니스 심플론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열차 바

벨몬드 그랜드 하이버니언 열차 바

벨몬드 로열 스콧맨 전망용 객차 라운지

이스턴 앤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열차 캐빈

이름처럼 푸른색 외관의 블루트레인은 CNN 선정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열차로, 남아공의 프리토리
아에서 출발해 킴벌리 다이아몬드 광산을 지나 케이프타운까지 운행한다. 모든 승객에게는 버틀러가
배정되며, 풀코스 식사와 음료뿐 아니라 다림질까지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된다.

세계를 아우르는 럭셔리 열차의 대명사, 벨몬드
럭셔리 열차를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열차는 단연코 벨몬드의 열차들이다. 벨몬드는 여행자를
여행의 황금시대로 끌어들인다고 설명하는데, 벨몬드가 운행하는 코스는 물론 기차의 환경과 서비스를
생각하면 과언이 아니다.
64 2018 WINTER

KALPAK CLASS 65

Winning principle

새로워진 The New C-Class는 이성과 감성이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 어떤 모습
으로 형상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의 섬세하고 정
교한 디테일에서 비롯된 세련된 외관과 우아한 분위기는 감각적인 만족에 그
치지 않고 더 선명하고 지능적으로 주변을 비춤으로써 운전자에게 안락감을
선사한다. 물 흐르듯 유연한 곡선이 자아내는 우아한 느낌은 스포티한 인테리

새로움이 친숙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최상의 것을 더 좋게 발전시킴으로써 메르세데스–벤츠는

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새로운 디자인의 센터 콘솔 장식은 천연 소재와

The New C–Class의 친숙함에 새로운 빛을 더했다.

수제품의 개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잘 표현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색상도 더욱 세련되어졌다.

글 Jörg Heuer / 사진 Igor Panitz

The New C-Class의
하이퍼포먼스 LED 헤드라이트와
새로워진 프런트 에이프런

▲새로운 컬러의 시트와
엠비언트 라이팅으로
뒷좌석이 더욱 안락해졌다.

▲C 모양의 브레이크 라이트로
새로워진 테일 라이트

운전자 주변에 자리한 여러 조절 장치와 디스플레이는 S-Class의 개념과 테마
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스티어링휠에는 터치 감응식 컨트롤러가 새로이 더해져
디스트로닉(DISTRONIC)을 포함한 크루즈 컨트롤의 여러 기능을 이제는 스
티어링휠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조절할 수 있다. 편의성이 높은 입력 시스템 덕
분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용도 더욱 편리해졌다. 최신 주행 지원 시스템은
이전보다 더욱 수준 높은 능동적인 안전 기능으로 운전자에게 편리성과 더불
어 안전성을 선사하고, 또 다른 생활공간으로서 한층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
해 추가된 여러 편의 기능은 탑승자의 웰빙과 운전자의 집중을 돕는다.
최고의 차가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The New C–Class를 빛나게 만드는 아주 단순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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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
예술 속에서 누리는
웰빙
포시즌스 리조트 치앙마이

잠시 모든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외국에서 한 달 살기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도시 중의
하나가 태국의 치앙마이다. 언제나 건강한 초록의 자연과 상냥한 사람들, 그리고 음악과 미술, 공예 등 예술
이 어디서나 넘쳐 흐르는 곳이기 때문이다. 평안하면서도 재미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치앙마이에 포시즌스
리조트 치앙마이가 원래 있었던 듯 자연스레 자리한다.

포시즌스 리조트 치앙마이 외경

쿠킹 클래스가 열리는 림 타이 키친 내부

어퍼 테라스 객실 내부

논과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부들의 터전이었던 초록의 치앙마이에서 포시즌스 치앙마이가 자리한 매림
(Mae Rim)지역은 가장 푸른 지역이다. 2년 전 객실 레노베이션을 통해 파빌리온 객실은 태국 북부를 지배
했던 란나 왕조 고유의 전통 양식으로 세련되게 단장하고, 계단식 논과 인근 열대 우림 등 주변환경과 더욱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초록의 논 위로 붉게 내려앉는 노을만 바라봐도 저절로 힐
링이 된다.

자연을 맛보고 자연을 누리는 특별한 경험
안락한 포시즌스 치앙마이에서 그저 쉬고 싶은 사람이라도 꼭 체험해보아야 하는 것은 쿠킹 클래스다.
유기농 정원을 셰프와 함께 탐색하고, 태국의 현지인처럼 요리하며, 간식을 만들고 태국 차나 커피를 끓이
는 법을 배우는 애프터눈 쿠킹 클래스까지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치앙마이 예술을 만나고, 요가와 명상을
체험하고,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힐링 트리트먼트를 활용한 스파에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놓을 수도
있다. 이곳에선 웰빙을 향한 여정을 누릴 뿐이다.

어퍼 라이스 테라스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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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 Place

치유의 묘약

이열치열이라는 말처럼 여름에도 좋은 온천이지만, 온천의 제맛은 아무래도 추운 겨울이다. 오들오
들 떨리는 몸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눈을 감으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는 땀방울도 싱그러운 이슬처

체코 카를로비 바리 Karlovy Vary

럼 느껴지는 법이다. 더구나 온천욕 후에 매끈하게 변한 살결과 목과 어깨 혹은 다리를 짓누르고 매

마시다
담그다
느끼다

달려 있던 묵직한 통증까지 슬그머니 사라져 가뿐해진 몸 상태까지 느낄 때 온천 찬양자의 대열에
기꺼이 합류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온천에 마시는 것까지 추가된다면, 온천의 ‘맛’은 어떨까.
에디터 김도영 / 자료협조 체코 관광청

감각적인 당신을 위한
[Muse] 안녕, 체코의 모든 순간. 체코일주 7일
일정 프라하 (3)- 체스키 크롬로프(1)- 플젠 /카를로비 바리(1) - 프라하 /기내(1)
가격 ￦ 5,700,000~
문의 02. 726. 5533~4
※ Muse 는 한진관광의 프리미엄 여행브랜드로 , 고객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여행상품이다.

엘레니 스콕 전망대에서 바라본
카를로비 바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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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며칠 머무는 관광객들은 재미 삼아 온천수를 마시고 온천욕을 즐길 뿐이지
만, 치료 목적으로 오랜 기간 머무는 사람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 시간과 순서, 양
을 지키며 온천수를 마시고 온천욕을 한다.

마땅히 누려야 할 편안함, 그랜드호텔 펍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며 열심히, 평범하게 살던 여주인공에게 날아든
3주 시한부 선고. 그녀가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꿈으로만 그리던 곳으로 여행을
떠났고 생애 처음으로 특급호텔에 머문다. 영화 라스트 홀리데이의 한장면이다.
007시리즈 카지노 로열의 제임스 본드는 비밀스러운 작전을 펼친다. 여주인공의 로
망이 실현된 곳, 화려한 스파이 영화 배경이 바로 그랜드호텔 펍이다.
그랜드호텔 펍은 1701년에 문을 연, 300년이 넘은 전통을 간직한 곳이다. 그래서
왕족, 베토벤, 괴테 같은 예술가 등 유럽의 유명인사들이 카를로비 바리에 왔다면
모두 이곳에서 머물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를로비 바리 국제 영화제가 열리
1

체코를 생각하면 프라하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언덕 위의 아름다운 프라하
성, 운치 있는 카를교, 그리고 음악이 들리는 듯한 프라하의 봄까지. 지금의
우리에겐 체코를 대표하는 곳이 프라하지만, 옛날 유럽에 살던 왕족과 예술가
들에겐 체코의 대표는 카를로비 바리였을지도 모른다.
카를로비 바리라는 온천 도시가 만들어진 것은 프라하를 유럽 문화의 중심
으로 이끌어 체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로 기록된 카를 4세 덕분이다.

3
여러 영화의 배경으로도 쓰였던
그랜드호텔 펍의 아늑한 느낌이
나는 로비

2

1
카를로비 바리 온천수 수영장 .
높은 언덕에 있어서 아래로 카를
로비 바리 시내가 내려다 보인다.

4
유럽 제일의 명문가 합스부르크
왕가와 할리우드 스타들이 묵었
던 그랜드호텔 펍 임페리얼 아파
트먼트

면 본부로 사용되기 때문에, 영화제에 참가한 스타들도 이곳에서 머물렀다.
치유의 온천 도시에 자리한 호텔답게 이곳에서도 특별한 온천 스파를 운영한다.
분당 최고 2,000ℓ의 온수가 용출되는데, 탄산 함유량이 많아 식사 전에 마시면 소
화와 면역 증진에 좋다. 14일 이상 머무르면서 의사의 치료 계획에 충실하게 따른
다면 치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짧은 기간일지라도 개인에 맞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제일 나은방법을 제시해준다.

2
지하 2,500m 에서 올라오는 70
도가 넘는 온천수가 12m 높이로
솟구치는 브리지델리 콜로나다

3

4

사냥을 떠났다가 다친 사슴이 온천에 들어가 상처를 치유하고 달아나는 걸
보고 마을을 만들라 명령했고 이후 왕족과 귀족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
다. 창작의 고통을 씻어내려는 듯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바그너, 바흐, 괴테,
푸시킨 같은 예술가들도 이 작은 온천 마을에 열광했음은 물론이다.

마시고 또 마시는 온천수 명약
카를로비 바리가 다른 온천과 다른 가장 큰 포인트는 온천수를 마신다는 것이다.
이곳의 온천은 탄산, 미네랄, 알칼리 성분이 풍부해 소화기 계통 질환에 큰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이곳 사람들은 만병통치약처럼 위장은 물론 간, 췌장, 쓸개
등에 좋은 영향을 주며 당뇨병 더 나아가서는 암, 심지어 비만 해소에도 특효라고
자랑한다. 맛으로만 따진다면 사실 물맛이 썩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모든 병이 치유될 듯 엄청난 유혹에 뜨거움을 참고 벌컥 마셨다가는 비릿한 쇠 맛
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수 있다. 그러나 시원하게 트림을 한번 하고 나면 체코인들
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 만병통치 효과에 신뢰가 가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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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낭만적인 중세시대로의 시간 여행
카를로비 바리를 단지 온천마을로만 본다는 것은 이곳의 진짜 아름다움을 찾지

5
오흐르제강과 태플라강이
흐르는 카를로비 바리 시내 전경

못한 것이다.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안방극장에서 인기리에 방영했던 드라마 배경
이 이곳이었다.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인공지능 로봇이 주인공인 드라마였는데, 주
인공이 태어나고 거닐던 곳이다. 멀리 병풍처럼 둘러싼 산을 바라보며 파스텔 색조
의 예쁜 건물, 오흐르제강과 테플라강 주변의 고풍스러운 석조건물들 사이로 산책
하는 것도 좋다.
푸니쿨라를 타고 올라 시내를 내려다보는 디아나 전망대, 벨기에 스테파니 공주가
풍경에 반해 만들었다는 괴테 전망대, 스파 지역 뒤 높은 암석 위에 사슴 동상이
서 있는 디어 점프 전망대는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곳이다.
아름다운 풍경만 있는 것이 아니다. 150년의 전통을 가진 크리스털 공방이자 박물
관인 모제르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모제르에서는 전시뿐 아니라 장인이 입으로
불어 만드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수작업으로 만든 크리스털 제품은 디자
인과 품질로 유럽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왔다.
카를로비 바리에서 약 12km 거리의 가까운 로켓 캐슬도 놓치면 아쉬운 곳이다. 카
를 4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으로, 큰 전쟁에도 불구하고 파괴되지 않은 아름다
운 마을과 800년 된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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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새롭게 쓰는
역사의 현장
카 펠 라

싱 가 포 르

C a p e l l a

S i n g a p o r e

지난 6월 12일, 세계의 모든 눈과 귀는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있는 카펠라에 집중했다.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이곳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세기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곳
에서 만나 악수하고 오찬을 가졌으며 산책을 했다. 관광과 쇼핑, 축제의 도시 싱가포르와 다리 하
나만 건너면 되는 가까운 거리지만 열대 나무에 둘러싸여 고즈넉한 평안을 보장하는 곳이기에 이
곳에서 세기의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다.

카펠라 싱가포르의 중식당 카시아(Cassia)

바다와 밀림 사이에 있는 카펠라 싱가포르의 항공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오찬이 끝나고 접시가 돌아온 후 주방에서는
작은 환호성이 들렸다. 접시들이 깨끗이 비워졌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세니아 총괄 셰프는 프랑스 출신으로 일본에서도 셰프로 활동
해 동서양의 요리 모두 익숙하고 유명인의 식사를 담당하는 것도 드문 일
이 아니었지만, 역사적 만남에 적합한 식사를 준비하는 데 심혈을 기울
였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오찬은 성공했고, 특히 그의 오이선과 대구조
림은 서양 매스컴의 큰 관심을 받았다.

수많은 수상경력이 인정하는 카펠라 싱가포르

KALPAK이 제안하는
[특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카펠라(Capella) 자유 5일
일정 싱가포르(3)-기내(1)
가격 ￦ 2,009,200~
문의 02. 726. 5705

30에이커 규모의 초록빛 넓은 대지 언덕 위에 평화롭게 위치한 새하얀
카펠라는 식민지 시절의 유산과 현대적 건축물로서의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특별한 곳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수상경력은 카펠라가 싱가포르 센
토사섬에 자리한 초록빛 보석이라고 설명한다. 올해만 해도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지는 싱가포르 최고의 호텔이자 세계 10위의 호텔로 선정했으
며, 트래블+레저 지는 월드 베스트 호텔로 이곳을 꼽았다.
카펠라 싱가포르의 자랑, 오리가 스파 또한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를 비
롯해 권위 있는 여행잡지 등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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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가장 번화하고 화려한 오차드로드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KALPAK이 제안하는
싱가포르 포시즌(Four Seasons)
자유 5일
일정 싱가포르(3)-기내(1)
가격 ￦ 1,929,200~
문의 02. 726. 5705

완벽한 안식처라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역할을 하는 것은 포시즌스 호
텔 싱가포르의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쇼핑의 도시답게 쇼핑 편의를 제공하는데 객실이나 럭셔리 패션 회사인
클럽21의 부티크에서 일대일로 맞춤형 패션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한
쇼핑이 아닌 패션 스타일리스트의 조언을 받을 기회가 되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매력을 만끽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화려하면서도 편안한 객실, 부담스럽지 않은 친근한 서비스, 미슐랭 1스
타가 보장하는 레스토랑 장난춘(Jiang-Nan Chun), 20층 루프탑 수영장
등 포시즌스 호텔 싱가포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도 많지만, 지역
적 특성에 맞춘 이곳만의 프로그램도 빼놓지 말고 경험해보아야 한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나 아시아 유일의 유네스코 등재 식물원인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 투어, 현지식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가든 피크닉, 난초와 꽃을
이용한 아로마 트리트먼트 스파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 많은 프로그
램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다. 이곳의 프로페셔널한 컨시어지팀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또 다른 투어를 제시할 것이다.

20층 야외 수영장에서 열리는 저녁 칵테일 바

활기찬
싱가포르 도심 속
포근한 안식처
포시즌스 호텔 싱가포르 Four Seasons Hotel Singapore
도심 속 힐링, 레저, 쇼핑, 역사와 문화가 가득한 싱가포르의 심장부이자 최대 번화가는 오차드로
드다. 세계적인 명품은 물론 달콤한 디저트 카페와 아기자기한 소품 상점, 독특한 수공예품, 록볼
링장 등 트렌디한 것이라면 모두 오차드로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의 싱
가포르 오차드로드에서 조용히 시내를 관망할 수 있는 곳에 포시즌스 호텔 싱가포르가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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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한 포시즌스 호텔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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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piece

차원이 다른 차움의 검진
차움은 검진 전 전문의 예진을 통해 과거 질환, 가족력, 현재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고객 맞춤형 검진 항목을 설계하여 검진을 한다. 호텔처럼 편안한 개인 전용 공간(하이
브 Hive)에서 이동 없이 의료진과 장비가 찾아오는 검진을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체계
적인 추적관리와 재진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평생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개인 전용 공간에서 전담 간호사와 함께하는 VIP 건강검진 : 호텔처럼 편안하고 쾌적한
개인 룸에서 검진을 진행함으로써 프라이버시 보호와 동시에 감염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검자 간에도 마주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으로 동선을 설계했다.
전문의와의 1:1 예진을 통한 개인 맞춤형 검진 : 40여 명의 전문의가 하루 최대 25명만
검진을 시행해, 소수를 위한 고품격 맞춤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개인별 맞춤형 결과 상담 : 전문의에 의한 예진과 검진 결과상담, 영양 상담 등을 진행
하며, 당일 외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방사선 노출량까지 관리해주는 안전 검진 시스템 : 세계 최초 차움만의 방사선 노출 관
리 시스템(CHA-RMS)을 적용, 인체에 무해한 전신 MRI와 방사선 노출을 80%까지 감
소시킨 저선량 CT를 사용하고 있다.
평생 건강관리 시스템 : 12개 진료과, 11개 특화센터, 특수클리닉이 제공되는 차움만의
통합적 개인 맞춤 건강관리를 시행하며 동시에 체계적인 추적관리와 재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더욱 새롭고 특별하게
삶을 관리하다
차움 프리미엄건진센터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식이 조절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동
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게 모범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유전이나 환
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막기는 어렵다. 이렇게 찾아오는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방법은 건강검진뿐이다.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인 암, 뇌혈관 질
환, 심장 질환은 발병 초기에 내시경이나 초음파 검사로 진단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검진도 이전의 체계나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새롭고 특별한
건진 센터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을 넘어 해외의 왕족과 국가원수들이 찾아오는
글로벌 라이프센터로 이름난 차움 프리미엄건진센터가 그 선두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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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 프리미엄건진센터 하이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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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맞춤 검진 프로그램

라이프센터 차움 전경

차움 컨시어지 데스크

차움 프리미엄건진센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개인이 건강검진을 위해 각 검사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전용 공간 하이브에서 쉬고 있으면 분야별 명의와 장비가
찾아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검진프로그램은 예진 등의 상담을 거친 후 신체 계측과 체성분 분석·혈압 등의 기초검
사, 시력과 안압·청력 등의 시청각 검사, 폐 기능과 흉부 촬영을 하는 호흡기계 검사, 심
전도를 측정하는 심혈관계 검사, 혈액의 각종 성분과 질환 등을 검사하는 혈액검사 등
의 기본 검사와 함께 남성과 여성, 50세 전후의 기준으로 특화된 검사가 시행된다.
이 외 암과 심장·뇌를 위한 정밀형 프로그램, 주요 암 유전체를 검사하는 유전체 특화
프로그램, 성인병에 집중한 특화 검진 프로그램, 청소년이나 예비 부부 또는 치매 예방
차움 검진영상장비

을 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오후 분야별 특화 검진 프로그램,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
램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또한 강남 차병원 1인실에서 숙박하며 리무진 서비스까
지 이용할 수 있는 숙박검진 프로그램도 있어 여유 있게 검진을 받을 수도 있다.

더욱더 새로워진 프리미엄건진센터
차움 프리미엄건진센터는 기존의 나이별 기본검진, 주요 질환별 정밀검진, 생애주기별
검진 등 개인맞춤형 검진프로그램과 더불어 헬스라이프센터와 연계해 주요 암 발병 소
지를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주요 암 플러스 프로그램'을 올해 10월부터 신
설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나 미네랄 영양의 균형
이 무너져 약해진 면역력을 영양요법을 통해 개선해 조기에 암을 예방하는 주요 암 에
너지 플러스(Energy Plus) 프로그램과 음식 알레르기 반응과 영양 상태를 평가해 암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한 맞춤 식이요법을 제공하는 주요 암 다이어트 플러스(Diet Plus)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유전체검사를 통해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11대
암에 대한 개인별 암 발생위험도를 예측하고 조기발견율을 높이는 ‘주요 암 유전체 프
로그램’도 마련되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검진 결과상담과 개인 맞춤 건강 가이드
를 제시한다.

개인 전용공간 하이브에서 이동 없이 이뤄지는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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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KALPAK
Collection

Collections of 2018 WINTER

KALPAK Collection

삶이 다르면

오해와 편견

편안한 여행 | 단거리(일본, 중국)

오해와 편견만큼 억울한 것도 없다. 돼지도 그렇다. 오래전부터 돼지는 다산과 부를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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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도
달라야 합니다

해 돼지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 그러나 대체로 돼지에 대한 인
상은 좋지 않은 편이다. 뚱뚱하다고 오해받는 돼지는 체지방 15% 이하의 날씬한 동물이
다. 게다가 돼지는 자신이 정한 양만 먹을 뿐 더 먹지 않는다. 더러운 곳을 돼지우리라고
지칭하지만, 돼지는 수면 공간과 배설공간을 구분 짓는 깔끔한 동물이다.
2019년은 기해년으로 ‘기’(己)는 ‘황’(黃)을 뜻하는 땅을 의미해 황금 돼지의 해로 불린다.
돼지에 대한 오해 대신 황금이 붙었다. 오해와 편견을 깨면 그 속에 가려진 가치가 보인
다. 새해는 황금돼지처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자유여행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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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yal Collection 견적 및 예약 절차
1. 여행 문의

디 앗타 테라스 클럽 타워스

KALPAK 멤버십 통합

선호하는 여행지 혹은 여행상품에 관

2019년 2월 1일 KALPAK 멤버십이 한진관광 멤버십 내〈KALPAK 회원〉자격으로

한 출발일, 여행기간, 항공 및 호텔 등

통합된다.

급 등 일반적인 여행 관련 정보를 들
어보고 상담한다.

2. 여행 일정 및 견적
여행 일정 및 견적은 상담 후 3일 이
내에 안내받을 수 있다.

3. 견적서 등 상품 콘텐츠 확인 후
여행 진행 여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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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관광 멤버십(KALPAK 회원) 전환 방법

• 기존 KALPAK 회원으로 로그인→멤버십 전환 신청→한진관광 멤버십(KALPAK 회원) 전환
(2019년 2월 이후 전환 가능)
한진관광 멤버십(KALPAK 회원) 가입 자격

• 최근 3년 내 KALPAK 상품 1회 이상 이용 고객
• KALPAK 신규예약 확정 고객 (요금 완납상태)
• 대한항공 밀리언 마일러(MM) 또는 모닝캄 프리미엄(MP) 회원
KALPAK 멤버십 혜택

• 구매한 KALPAK 상품가의 2% 포인트 적립 및 사용
• 연간 이용 실적에 따른 추가 혜택 제공
• 맞춤형 여행 컨설팅 제공 / • 멤버십 매거진 KALPAK Class 정기 우송
• 이용 금액에 따라 제주 생수 무료 배송 / • 항공권 구매 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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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2회] 오키나와 The Atta Terrace Club Towers 4일

홋카이도 니세코 모쿠노쇼 3일

오키나와는 아열대성 기후로 겨울에도 15~18도 정도로 우리의 봄 날씨와 비

홋카이도 고급 료칸 리조트 운영회사인 츠루가 리조트그룹이 운영하는 부티크

슷해 여행은 물론 골프를 즐기기에 최적의 환경이다. 오키나와의 우거진 숲에

고급 료칸 모쿠노쇼는 온천과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스키장과 골프클럽으로

둘러싸인 언덕 위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한 리조트 내 골프 클럽에서의 라

유명한 니세코에 있다. 따뜻한 느낌을 주는 ‘나무’를 콘셉트로 하여 료칸 곳곳

운딩을 즐길 수 있다.

에 목재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공항과 료칸 간 송영 서비스가 제공

※ 3연박 시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석식 1회 제공,
1박1인 1000엔의 호텔 크레딧 제공(담당자 문의)

된다.

• 일정 오키나와(3)

• 가격 \ 2,298,000~

• 일정 치토세 - 니세코(2) - 치토세 • 가격 \ 2,298,000~ • 문의 02. 726. 5710

• 문의 02. 726. 5716

[와인 1병 제공]
만다린 오리엔탈 (Mandarin Oriental) 타이베이 자유 3일

[스위트룸/룸업그레이드]
홍콩 인터컨티넨탈(Intercontinental) 자유 3일

만다린 오리엔탈 타이베이는 동양의 작은 유럽처럼 유럽 스타일의 웅장한 외

통유리창의 라운지와 인피니티풀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전망으로 유명한 홍

관, 1,700여 점이나 되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 전시, 타이베이 내 가장 큰 스

콩 인터콘티넨털은 미슐랭 2스타 얀토힌과 1스타 레스토랑 레슈를 보유한 홍

파 등으로 대만 최고의 호텔로 손꼽힌다.

콩 최고의 럭셔리 미식 호텔이기도 하다.

※ 출발 14일전 예약 시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하우스 와인 1병 증정

※ 슈페리어 주니어 스위트를 디럭스 주니어 스위트로
무료 룸 업그레이드 제공, 2박 투숙 시 1박 추가 무료 제공

(객실당)

• 일정 대만(2)

• 가격 \ 950,000~

• 문의 02. 726. 5715

• 일정 홍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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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422,800~

• 문의 02. 726. 5715

만족 여행 | 중거리(동남아시아, 괌, 하와이)

[Semi-KALPAK]
괌 하얏트 리젠시 (Hyatt Regency), 클럽룸 자유 4일/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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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몬만에 있는 하얏트 리젠시는 120여 종의 꽃과 열대식물로 조경되어 동화
속 궁전같은 분위기의 리조트이다. 환상적인 전망의 오션뷰 리젠시 클럽룸을 이
용하며 12층 클럽 라운지에서는 콘티넨털 조식과 해피아워 서비스가 제공된다.

※ 공항-호텔 간 송영 서비스 제공

[글램핑 부띠끄 호텔]
발리 카펠라 우붓(Capella Ubub) 자유 5일

• 일정 오아후(4) - 기내(1)

• 가격 \ 3,294,800~

• 문의 02. 726. 5705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주목받았던 싱가포르 카펠라 그룹이 최근 발리 우붓에
오픈한 호텔로 객실을 주변 자연과 어울리도록 자연 친화적인 텐트형으로 디

[룸업그레이드] 오아후 포시즌(Four Seasons) 자유 5일

자인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자연 속에서 편안히 휴식하거나 주변 열대림을
탐험하는 등 맞춤 일정이 제공된다.

괌 하얏트 리젠시

‘기쁨의 장소’라는 의미의 코올리나에 위치한 오아후 포시즌스 리조트는 하와
이의 전통이 살아있는 곳으로, 밝고 세련된 객실은 바다 전망이다. 특히 천연

※ 캠프 익스커션 1회 제공

라군풀은 스탠드업 패들링과 카약 등 해양스포츠를 즐기기에 적합하다.

• 일정 발리(3) - 기내(1)
• 가격 \ 2,279,200~
• 문의 02. 726. 5706

※ 2박 이상 투숙 시, 박 당 객실 당 리조트 크레딧 $50 제공,
예약 시 1단계 무료 룸 업그레이드 제공
• 일정 오아후(4) - 기내(1)

• 가격 \ 3,294,800~

• 문의 02. 726. 5715

카펠라 우붓

오아후 트럼프(Trump) 자유 6일

[4인 출발기준]
다낭 반얀트리 투베드룸 힐사이드풀빌라 5일

와이키키 해변을 바라보고 있는 오아후 트럼프 호텔은 전 객실에 간단히 조리할

화려하고 우아한 베트남 고대 왕조에 영감을 받아 설계된 반얀트리 랑코는 열

수 있는 간이 주방과 대형 발코니를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의 여행객에게 큰 인

대 밀림에 둘러싸여 에메랄드빛 바다를 내려다보는 전망을 갖고 있다. 세계 럭

기를 얻고 있다.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는 이곳을 오아후섬 호텔 중 유일하게 3
년 연속 5스타를 부여했다.

셔리 스파 어워드에서 인정받은 스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후에, 미
손, 호이안과도 가깝다.

오아후 포시즌스 리조트

• 일정 호놀룰루(4) - 기내(1)

• 가격 \ 2,672,400~

• 문의 02. 726. 5715

※ 성인 2인 무료 스파 90분 숙박기간 중 1회(1인 15만원 상당) 제공,
1인당 추가요금 5만원으로 18홀 골프로 변경 가능(성인 2인)

다낭 반얀트리 랑코

• 일정 다낭(3) - 기내(1)
• 가격 \ 1,932,000~
• 문의 02. 726. 5705

더욱 편리한 특별 전세기 여행
[KE라오스 전세기]
라오스 비엔티안 + 루앙프라방 6일

[조기예약/늦은체크아웃]
치앙마이 포시즌(Four Seasons) 자유 5일

느림과 멈춤의 미학이 깃든 땅. 욕망이 멈추고 영혼의 치유가 가능한 천사의
도시.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죽기 전 가봐야 할 여행지 1위 라오스는 평안을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치앙마이 매림계곡의 정글과 계단식 논으로 둘러

찾는 여행자들에게 최고의 선택이다. ‘달이 걸린 땅’이라는 의미의 비엔티안

싸여 자연의 소리만 들리는 태국 특유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리조

을 거쳐 란싼 왕조의 첫 수도로 라오스 전통양식과 함께 19~20세기 프랑스

트다. 편안한 휴식을 누리거나, 쿠킹클래스, 유기농 정원 탐방, 코끼리 체험 등

포시즌 리조트 치앙마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식민시대의 건물 양식이 절묘하게 조화된 루앙프라방을 돌아본다.

※ 30일전 조기 예약 시 19시까지 레이트 체크아웃
(약 30만원 가치) 제공

※ 아만타카 레이트 체크아웃(약 125만원 상당) 제공,
리조트 액티비티 체험 제공, 60분 라오 마사지 2회 제공

• 일정 치앙마이(3) - 기내(1)
• 가격 \ 2,629,000~
• 문의 02. 726. 5706

• 일정 비엔티안(1)-루앙프라방(3)
• 가격 \ 4,850,000~
• 문의 02. 726. 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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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여행 | 장거리(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2인 출발] 미북동부 8일
(보스턴,로드아일랜드,코네티컷,뉴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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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빛 돔 보스턴의 주 의사당 투어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비
컨 힐을 돌아본다.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 로드 아일랜드에서는 뉴포트 와이너
리에서 와인 테이스팅을 즐긴 후 나가란 셋 베이 선셋 크루즈에 오른다.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모홍크 보호지역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모홍크 호텔
에서 스파 트리트먼트로 여독을 풀어본다. 숨은 보석 같은 미국 동부 도시의 매
력과 함께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일정이다.

※ 뉴포트 와인 테이스팅 Private 투어,
모홍크 호텔 내 미국 톱 10 스파 트리트먼트 1회 제공
보스턴 워터프론트

• 일정 시카고(경유) - 보스턴(1) - 로드아일랜드(2) - 코네티컷(1)뉴욕:뉴팔츠(2) - 기내(1)
• 가격 \ 14,084,800~
• 문의 02. 726. 5715

[비즈니스 탑승] 페루 일주 8일 with 벨몬드 호텔
옛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가 공존하는 리마, 마추픽추와 대자연의 절경을 간직
한 우르밤바, 잉카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 등 페루가 간직한 신비를 만나게 되
는 여행이다. 신비로운 잉카문명과 스페인 문화, 안데스산맥이 보여주는 웅대
한 자연, 순박하고 따뜻한 페루 사람들까지 독특하고 색다른 느낌으로 여정이
채워진다. 특히 세계적인 럭셔리 리조트 그룹 벨몬드의 미라플로레스 파크 리
마, 리오 사그라도, 모나스테리오 등의 호텔에서 편안한 휴식을 가질 수 있다.

터키 카파도키아

[2인 출발] 아시아와 유럽이 공존하는 터키 핵심여행 7일
(이스탄불+카파도키아)

[2인 출발]
로마 & 밀라노 핵심여행 7일

인류 문명의 거대한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터키. 아시아와 유럽의 두 문화가 섞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두 도시 로마와 밀라노만을 선별해 여행하는 여정이다.

여 있는 이스탄불과 종교 탄압을 피해 바위 동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특이

특히 이번 여행에서는 연인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유명한 스페인 계단 근처 하

한 암석군이 가득한 카파도키아를 방문한다. 오랜 역사와 그에 따른 문명을 가

슬러(Hassler Rome), 화려한 갈레리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Ⅱ세 동쪽 입구에

진 터키의 핵심지역을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다.

위치한 파크 하얏트(Park Hyatt Milano)에서 럭셔리한 휴식이 보장되어 있다.

• 일정 이스탄불(3) - 카파도키아(3) - 이스탄불(경유) - 기내(1)

• 일정 로마(2) - 밀라노(3) - 기내(1)
• 가격 \ 9,700,000~
• 문의 02. 726. 5709

• 가격 \ 9,146,400~

• 문의 02. 726. 5703

[4인 출발]
중세도시 탐방, 이탈리아 중북부 일주 10일

벨몬드 리오 사그라도 호텔

• 출발 2019년 2월 2일(토) 단 1회
• 일정 LA(경유) - 리마(2) - 우루밤바(2) - 쿠스코(1) - 리마 - LA(경유) - 기내박(2)
• 가격 \ 18,500,000~
• 문의 02. 726. 5704

깊이 있는 전문가 동행 여행
[Semi-KALPAK]
미동부 뮤지엄 투어 9일(워싱턴, 필라델피아, 보스턴, 뉴욕)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을 역임했던 정준모 교수가 일정 동안 동행하

[4인 출발]
태양과 정열의 나라, 스페인 일주 9일

며 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작품 해설을 함으로써 더
욱 깊이 있는 뮤지엄 투어가 펼쳐진다. 미국 최대 규모의 워싱턴 국립미술관,
조각으로 구성된 정원이 아름다운 허시흔 미술관, 미국 7대 미술관 중 하나

패션의 도시 밀라노를 시작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고장 베로나, 곤돌라의 낭

문화와 유적, 열정적인 스페인 사람들로 유럽에서도 색다른 스페인을 수도 마

만이 흐르는 물의 도시 베니스, 예술과 건축 등 문화의 도시 피렌체 등 흥미진진

드리드부터 플라멩코의 도시 세비야, 아름다운 해변 휴양지 말라가의 에스테포

인 필라델피아 미술관 등을 돌아본다. 2월 1일 단 한 번 출발한다.

한 역사가 가득한 여정이다.

나, 가우디의 건축물을 만나 볼 수 있는 바르셀로나까지 돌아본다.

※ 여행 종료 후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제주 퓨어워터 1박스
(1.5ℓ/12pet)3회 발송

※ 여행 종료 후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제주 퓨어워터 1박스
(1.5ℓ/12pet)3회 발송

※ 여행 종료 후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제주 퓨어워터 1박스
(1.5ℓ/12pet)3회 발송

• 일정 밀라노(2) - 베로나 - 베니스(2) - 피렌체(2) - 산지미냐노 - 시에나로마(3) - 기내(1)
가격
\
•
• 문의 02. 726. 5709
14,177,600~

• 일정 바르셀로나(2) - 그라나다(1) - 말라가/마르베야(1) - 세비야(1)톨레도/세고비아/마드리드(2) - 파리(경유) - 기내(1)
• 가격 \ 12,677,600~

90 2018 WINTER

필라델피아 미술관

• 일정 워싱턴(1) - 필라델피아(2) - 보스턴(1) - 뉴욕(3) - 기내(1)
• 가격 \ 10,500,000~
• 문의 02. 726. 5715

• 문의 02. 726. 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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