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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What’s
New?
대한항공 전세기 프레스티지와 함께 하는
특별한 KALPAK 유럽 여행
KALPAK 유럽여행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KALPAK 유럽여행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대한항공 직항편 전세기가
유럽 곳곳을 찾아갑니다.

오슬로(OSL)

KALPAK과 함께 더욱 즐겁고 편안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유럽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글래스고(GLA)

붓꽃 (Irises)

바젤(BSL)
자그레브(ZAG)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1853~1890]

1889년, 캔버스에 유채, 71X93cm, 장 폴 게티 미술관, 로스엔젤레스

마르세유(MRS)

대도시 파리에 염증을 느낀 고흐는 태양 빛이 찬란한 남쪽 아를로 옵니다.

KALPAK 유럽

아를에 머문 2년 동안 그는 200여 점이나 되는 걸작을 남기게 되는데,

대한항공 전세기 프레스트지 여행 일정

그가 아를 인근 생 레미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찾았을 때

• 마르세유(MRS) : 4. 28 / 5. 5
• 자그레브(ZAG) : 6. 2 / 6. 16 / 9. 8 / 9. 29
• 오슬로(OSL) : 7. 28 / 8. 4
• 글래스고(GLA) : 7. 26 / 8. 2
• 바젤(BSL) : 8. 18 / 8. 25

맨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
황토색 대지에 보라색 꽃을 피운 아이리스, 붓꽃 그림입니다.
거의 언제나 예민하면서도 암울했던 그가 탄탄히 뿌리를 내린
싱그러운 붓꽃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울했던 그에게도 붓꽃이 희망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봄이 희망으로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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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PAK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전세기 유럽여행 문의 : 02. 726. 5800

What’s
New?

현실이 된 신화 속 낙원
크로아티아의
순수한 매력에 빠지다
구시가지의 고풍스러움과 신시가지의 활기를 모두 느낄
수 있는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 이곳은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럽으로 수많은 유럽인의 사
랑을 독차지해 왔습니다. 천천히 성벽을 걷고 스플리트의
종탑에 올라 골목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알프스
의 만년설이 만든 청정한 블레드 호수와 요정의 숲, 천혜의
자연환경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을 여행합니다.
한시적으로 운행되는 대한항공 전세기의 프레스티지석
이용으로 더욱 편안하고 안락하게 크로아티아의 찬란한
햇빛과 지중해풍 바람을 여유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KALPAK과 함께 발칸의 진한 생명력과 동유럽의 매력을
완벽히 누려보세요.

포함 사항

[전세기 프레스티지 탑승]
아드리아해에서
럭셔리를 만나다.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9일
출발 6월 2일, 6월 16일,

9월 8일, 9월 29일
일정 자그레브– 두브로브니크(2)–
오미스 /스플리트(1)–
플리트비체국립공원 / 풀라 /

• 대한항공 크로아티아 특별 전세기 왕복 항공료(프레스티지석 기준)
• 국내선 크로아티아 항공 이용(일반석 편도)
• 항공관련 택스 및 유류할증료
• 세계적인 럭셔리호텔 연합체인 LHW, Kempinski,
Relais & Chateaux 등 사용
• 미슐랭, Relais Chateaux 등 수상경력의 레스토랑 중·석식
• 일정표에 명기된 모든 관광지 입장료
• 전용차량 (3년 이내 생산된 신형차량)
• 인솔자/가이드(현지 영어가이드), 기사 경비 (봉사료 포함)
•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 3억원 가입

발러 / 로빈(2)– 슈코치안 /
리피차 / 포르토로즈(1)–
블레드 / 류블랴나 / 오토쳇(1)–
쿰로베츠 / 자그레브–기내(1)
가격 \17,900,000~
문의 02. 726. 5703

KALPAK만의 특별 혜택
• 대한항공 기내 면세 상품권 10만원 증정(커플당 1매)
• 여행 종료 후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제주 퓨어워터 1박스
(1.5L/12pet) 3달 간 발송
※ 단, 출발 전 KALPAK 멤버십 가입 완료 고객 한정

Croatia

What’s
New?

Norway

경이로운 자연과
낭만의 항연
그림같은 노르웨이로 떠나다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협곡과 푸른 빙하가 반짝이는 스칸
디나비아 반도의 웅장하고 경이로운 자연 속으로 떠나는
시간. 지구가 빚어낸 광대한 규모의 게이랑에르 피오르를
돌아 아르 누보 건축양식의 보고(寶庫) 올레순, 노르웨이
의 수도 오슬로와 가장 중요한 항구인 베르겐에서 북유
럽의 낭만과 조우하십시오.
단 2회만 운항하는 대한항공 전세기의 프레스티지석 이
용으로 더욱 편안하고 안락하게 자연이 만들어낸 황홀
한 작품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노르웨이를 경
험해보십시오. KALPAK의 섬세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포함 사항

[전세기 프레스티지 탑승]
백만년 세월을 담은 그 곳,
노르웨이 피오르 9일
출발 7월 28일, 8월 4일 (단 2회)
일정 오슬로(2)– 올레순(1)–
게이랑에르 피오르(1)–
로엔(1)– 베르겐(2)–
오슬로–기내(1)
가격 \23,700,000~
문의 02. 726. 5703

• 대한항공 노르웨이 오슬로 전세기 왕복 항공료
(프레스티지석 기준)
• 항공관련 택스 및 유류할증료
• 세계적인 럭셔리호텔 연합체인 LHW 및
각 지역 엄선된 호텔 사용(4~5성)
• 미슐랭 스타 등 수상경력의 레스토랑(단, 1일차 석식 제외)
• 일정표에 명기된 모든 관광지 입장료
• 전용차량(3년 이내 생산된 신형차량)
• 피오르 지역 프라이빗 럭셔리 요트 투어(구드방겐→운드레달)
• 인솔자, 가이드, 기사 경비(봉사료 포함)
• 최대 보상액 3억원 여행자 보험
KALPAK만의 특별 혜택
• 대한항공 기내 면세 상품권 10만원 증정(커플당 1매)
• 여행 종료 후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제주 퓨어워터 1박스
ㅤ(1.5L/12pet)3달 간 발송
※ 단, 출발 전 KALPAK 멤버십 가입 완료 고객 한정

What’s
New?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곳
바젤 알자스에 감동하다
영롱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스위스의 문화와 예술의 도시
바젤. 스위스 땅이면서 동시에 독일, 프랑스 국경이 만나
는 바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굴지의 미술시장으로
위용을 떨쳐 왔습니다. 12세기 말부터 화려한 양식들로
세워진 성당들과 건축물들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호화
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 2회만 운항하는 대한항공 전세기 프레스티지석 이용
으로 더욱 편안하고 안락하게, 최근 최고의 문화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스위스 바젤 등지에서 현대미술의 새로운
흐름과 근대미술의 아름다움을 감상해보십시오.
또 라인 강을 따라 형성된 알자스 지방의 문화와 대자연
을 느껴보십시오. KALPAK과 함께 아름다운 여행의 추
억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포함 사항

[전세기 프레스티지 탑승]
라인강을 품다.
바젤 알자스 9일
출발 8월 18일, 8월 25일
일정 바젤(2)라쇼드퐁/르로클/플류히에/
몽트뢰/브베이/라보지역/
로잔(2)-뇌샤텔/뮐루즈 /
스트라스부르 /오베르네/
리보빌레/콜마르(2)바덴바덴(1)-블랙포레스트 /
바일암라인/바젤-기내(1)
가격 \19,900,000~
문의 02. 726. 5702

• 대한항공 스위스 바젤 전세기 왕복 항공료
ㅤ(프레스티지석 기준)
• 항공관련 택스 및 유류할증료
• 세계적인 럭셔리호텔 연합체인 LHW 등 사용
(성인 2인실 이용 기준)
• 미슐랭, Relais Chateaux 등 수상경력의 레스토랑 중·석식
(단, 1일차 석식 제외)
• 일정표에 명기된 모든 관광지 입장료
• 전용차량(3년 이내 생산된 신형차량)
• 인솔자/가이드 /기사 경비(봉사료 포함)
• 최대 보상액 3억원 여행자 보험
KALPAK만의 특별 혜택
• 대한항공 기내 면세 상품권 10만원 증정(커플당 1매)
• 여행 종료 후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제주 퓨어워터 1박스
(1.5L/12pet)3달 간 발송
※ 단, 출발 전 KALPAK 멤버십 가입 완료 고객 한정

Switzerland

10일간의
추석 황금연휴
지금!
예약하세요!

붉은 닭의 해, 2017년 정유년 달력을 보셨나요?
올해는 12년 만에 휴일이 가장 많은 해로,
특히 추석이 있는 10월엔 황금연휴가 있습니다.
10월 3일(화) 개천절을 시작으로 추석,
대체휴일이 이어지면서 최소 7일,
샌드위치 데이인 10월 2일(월)까지 휴가가 가능하다면
최장 10일까지 황금연휴가 이어집니다.
가족을 위한, 나를 위한 특별한 여행 계획!
KALPAK과 함께 올해 추석연휴를 “황금연휴”로 바꿔보세요.

“벌써?”가 아닙니다.

“이미!” 예약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추석 황금연휴를 위한 추천 여행지

7일 이내 휴가를 위한 추천 여행지
10일 휴가를 위한 추천 여행지
유럽

서유럽, 동유럽, 중동

북유럽, 지중해

중국

북경, 청도, 상해, 서안,계림, 무한, 장가계, 곤명, 여강, 광저우, 하이난

일본

훗카이도, 아오모리, 니가타, 도쿄, 오사카, 교토, 고마쓰, 오카야마, 규슈, 오키나와

아시아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몰디브

오세아니아

괌

호주, 뉴질랜드

아메리카

하와이

미국, 캐나다

KALPAK 추석 황금연휴 여행 문의 : 02. 726.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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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빠지다

Rocky Mountaineer, Canada

All aboard
amazing!
굽이굽이마다 달라지는 풍경은 한순간도 놓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늘을 찌르듯 곧고 높게 자란 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친 곳을 빠져나와,
첨탑같은 기괴한 기암괴석에 이어 비췻빛의 강물이 눈앞에 가득 담고,
이내 광대하고 장엄한 로키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온다’라는 말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디터 진윤숙 / 포토그래퍼 장은주 / 자료 제공 및 촬영협조 캐나다관광청, 각 촬영 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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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ine Lake, Alberta, Canada
아주 평범하고도 틀에 박힌 말이지만, 웅장한 풍경 앞에 말을 잃습니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는 너무나 부족해,
지구를 만들었던 신은 분명히 이곳을 특별히 편애했던 것이라고 괜한 심술을 부려봅니다.
같은 곳이지만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태양의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이곳만이 가지는 마력은 계절도, 시간도, 걸음도 멈추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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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누리다

KALPAK이 제안하는
[2인 출발] 로키 마운티니어 9일

KAMLOOPS
VANCOUVER

출발 4/17, 5/8, 5/22, 6/12, 7/3, 7/17, 7/31

LAKE LOUISE
BANFF

일정 인천–밴쿠버(1)– 캠룹스(1)–자스퍼(2)–
레이크루이스(1)–밴프(1)– 캘거리(1)–
기내(1)–인천

Explore the unparalleled
Canadian Rockies

가격 \12,500,000 ~
문의 02. 726. 5715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캐나다 로키산맥은 구석구석 숨겨진 아름다움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공개한다. 트랙킹도 어렵고, 자동차로
도 갈 수 없는 신비에 쌓인 그 길을 로키 마운티니어 기차를 타고 로키의 숨
결 깊은 곳을 탐험하는 것이다. 그냥 여행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특별한
이 여정 후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비포 선라이즈〉, 〈닥터 지바고〉, 〈철도원〉 같은 영화를 꼽지 않더
라도 기차여행은 단어 그 자체로 아름답고도 아련한 ‘로망’을 품고
있다. 그 아름다운 로망에 창밖은 물론 하늘까지 웅장한 캐나다
대자연이 더해지고, 셰프들이 차려주는 파인 다이닝, 퍼스트클래
스에 버금가는 안락한 좌석에 앉아 평균 시속 50km 정도의 편안
한 속도로 달리는 기차가 바로 캐나다의 최고 비경 로키를 탐험하
는 로키 마운티니어다. 그래서 1937년 부터 발행된 역사깊은 트래
블 + 레저(Travel + Leisure)잡지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여행’
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콩데 나스트 트래블러(Condé Nast
Traveler)는 ‘세계 톱 5 기차여행’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그러나 로키 마운티니어 기차를 실제로 경험한다면, 이런 평가도 그
감동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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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1st day

1 로키 마운티니어 열차 외경. 골드
리프의 2층 좌석은 유리 천장 돔으

로키 마운티니어의 가장 큰 특징은 탑승객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이다. 그 특별함은 페어몬트

로 로키의 아름다움을 막힘없이 즐
길 수 있다.

밴쿠버에서 편안하게 하루를 묵고 다음 날 아침부

2 자동차는 물론 트랙킹으로도 갈

터 시작된다. 호텔 직원이 객실로 올라와 짐을 가

밴쿠버에서
두 강이 만나는
캠룹스까지

수 없는 숨은 로키의 비경을 즐길

져가면, 탑승객은 대기하고 있던 모터코치를 타고

수 있는 로키 마운티니어

로키 마운티니어 전용 밴쿠버역에 도착한다. 백파
이프 연주를 배경으로 흥겨운 환영식을 받으며 기
차에 오르면 하늘까지 탁 트인 돔 스타일의 유리
천장이 먼저 시선을 끈다. 기차가 출발하자 객차
담당 승무원은 음료를 서빙하고 간단한 소개와 함
께 즐거운 여행을 위한 건배를 제의한다. 그렇게 첫
날 기차에서의 아침은 도심 속을 달리며 시작된다.
기차는 시티투어를 하듯 지나가는 밴쿠버의 주요
시내명소들에 대한 설명들이 짧게 곁들여지고, 도
심을 벗어나자 오전 내내 계속 보게 되는 프레이
저 강(Fraser River)을 만나게 된다. 프레이저 강의

기차는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초반의 푸른

물줄기가 거칠게 느껴질 때 즈음 강을 가로지르

대지는 뾰족한 기암괴석과 사막같은 황량한 대지

는 빨간색 다리와 케이블카가 놓여진 헬스 게이트

로 바뀌기도 하고, 거센 물줄기가 흐르는 계곡과

(Hell’s Gate)를 지난다. 유속이 엄청난 이곳은 람

가파른 산세를 깎아 만든 터널을 가슴 졸이듯 지

보1의 촬영지로, 연어가 바다에서 회귀하는 곳이

나간다. 가끔 나무 몇 그루만 있는 민둥산을 만나

기도 하다.

기도 하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이런 산들을 굳이
나무를 더 심거나 가꾸지 않는단다. 자연이 가진
원래의 힘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람의
손길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원래 자연이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둔 탓에 산양과 비슷한 비콘쉽,

1

근사한 뿔을 가진 엘크들도 여유롭기 그지없다.
지나치는 곳마다 바뀌는 풍경들은 계절마저 넘나
드는 느낌이 든다.
계곡의 물줄기가 약해졌다 싶을 때 힘찬 물줄기를
보여주는 톰슨 강(Thompson River)이 나타난다.
가파른 산에 이어 계곡의 급류를 거친 탓에 물살
이 센 곳은 진흙탕 색이지만 강폭이 넓고 유속이
완만한 곳에서는 바다같은 푸른색을 띤다. 북 톰
슨 강과 남 톰슨 강이 만나고 해가 저무는 저녁이
되면 중간 정착지인 캠룹스에 도착하고 로키 마운
티니어 기차여행 첫날이 마무리된다.
24 2017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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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누리다

3

Train
2nd day
캠룹스에서
레이크루이스 또는
밴프까지

만들 만큼 그들의 서비스 정신은 철저하다.

색과 연두색이 섞인 비췻빛이다. 이 비췻빛은 하

로키를 가장 우아하게 즐기는 방법,
로키 마운티니어

날이다. 강도 더욱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폭이 좁

얀 자작나무가 호숫가에 늘어선 킨바스켓 호수

캐나다 밴쿠버에서 시작해 로키산맥을 잇는 초호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인기 있는 노선은 서

은 곳은 물줄기가 굽이치듯 거칠다. 더불어 산세

(Kinbasket Lake)에서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낸다.

화 크루즈 열차인 로키 마운티니어는 날씨가 가장

부 일주 노선(First passage to the west)으로 밴쿠

도 깊어져 가고 봉우리 끝에 걸린 구름들이 때로

둘째 날 기차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브리티시

좋은 4월부터 10월까지만 운행된다.

버에서 레이크루이스 또는 밴프까지 운행된다.

는 손에 닿을 듯 가깝게 보이기도 한다.

컬럼비아 주와 알버타 주 경계선에 놓인 스파이럴

좌석 등급은 복층인 골드리프(Goldleaf)와 단층의

이외에도 밴쿠버와 재스퍼를 잇는 구름 열차 노

식당칸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전 햇살이 맑

터널(Spiral Tunnel)부터다. 온종일 경이로운 풍경

실버리프(Silverleaf)로 나뉘는데, 가장 큰 차이점

선(Journey through the clouds), 밴쿠버와 휘슬

은 강에 비춰 눈이 부실 때 즈음 기차 내 작은 소

에 충분히 놀란 상태였지만, 터널을 지나 요호국립

은 골드리프의 경우 별도의 다이닝룸에서 따로 식

러, 커넬을 거쳐 재스퍼에 닿는 골드 러쉬 노선

란이 일어난다. 때마침 지나가는 강 이름도 이글

공원의 한가운데로 들어서면 지금까지 상상조차

사를 한다는 점이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준비한

(Rainforest to the gold rush), 미국 시애틀에서 출

강(Eagle River)인 이유가 있었을까? 기차 바로 옆

못했던 로키의 아름다움에 할 말을 잃어버린다.

메뉴를 주문 즉시 열차 내 셰프들이 신선한 캐나

발해 밴쿠버에서 재스퍼로 향하는 태평양 연안노

높은 나뭇가지 위에 독수리가 기차를 구경하기라

운이 좋다면 산비탈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회색곰

다 현지 식재료를 이용해 직접 요리한다. 또한 호

선(Coastal passage)이 있다. 출발지나 목적지는 같

도 하듯 앉아있다. 야생의 독수리를 연거푸 몇 마

이나 커다란 덩치의 엘크를 볼 수도 있다.

스트라 불리는 스태프들이 하이엔드 서비스를 제

더라도 중간 기착지가 달라 각각 보는 풍경이 다르

리나 보았다는 사실에 승객들은 흥분해있었다.

해가 저물고 하얀 캐스케이스산 꼭대기가 보일 무

공한다. 주차량간 연결통로로 나가면 외부의 신선

며, 또 같은 구간을 다시 간다 해도 계절이나 날씨

그리고 또 달라진 것 하나. 오전 11시 레벨스톡

렵 로키 마운티니어 기차는 레이크 루이스를 지나

한 공기를 쐴 수도 있다. 1층에서부터 2층 사이엔

에 따라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되기 때문에 재방

(Revelstoke)를 지나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컬럼비

종착역인 밴프에 도착해 긴 여정의 끝을 맺는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작은 엘리베이터를

문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된다.

로키 마운티니어 기차 여행의 둘째 날은 최종 목

아 강(Columbia River)부터 물의 색은 밝은 하늘

적지인 로키의 아름다움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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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차를 따라 만나게 되는 풍경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 산이나 강, 계
곡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각각의
풍경들은 계절과 시간, 빛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로키 마운티니어 홈페이지 "
www.rockymountaineer.com

Especially for you
머물다

에메랄드빛 호수와
로키의 절경을 품다

눈이 시리도록 맑은 푸른색이라고, 언제봐도 포근한 연두색이라고, 또 찬란한
햇빛으로 반짝이는 에메랄드 보석이라고도 한다. 모두 다르게 말하지만, 그 모
든 말이 맞기도 한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레이크 루이스 호수. 1982년
캐나다 태평양 철도 건설 당시 기사였던 토마스 윌슨이 눈사태 소리에 이끌려
발견한 뒤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찾았듯이 이곳 레이크 루이스를 품고 있는
페어몬트 샤토 레이크 루이스는 그 자체로 신비롭다.
페어몬트 샤토 레이크 루이스의 시작은 1890년 식당과 바, 2개의 침실 정도를
갖춘 통나무 집이었다. 첫해엔 50여 명의 손님이 방문할 정도로 적었지만, 그
로부터 20년이 지난 1912년에는 5만명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는 550여 개의
객실이 있는 엄청난 규모이지만 최소 6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할 만큼 단순
한 호텔이 아닌 수많은 사람이 평생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의 하
나가 됐다.

페어몬트 샤토 레이크 루이스

Fairmont Château Lake Lou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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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로 ‘성’을 뜻하는 ‘샤토 Château’라는 말이 포함된 것에 보듯 이곳은 유
럽의 성이 가지고 있는 정교한 목공예 장식과 샹들리에, 오래된 책들이 영국
왕족의 시절로 시간을 되돌려 놓은 듯 하다. 하지만 객실 내부는 간결하면서

Fairmont Château Lake Louise

모던하다. 이곳에 머무르게 된다면 호텔에서 시작해 호수의 근원지인 빅토리

ADDRESS
111 Lake Louise Drive Lake Louise, Alberta,
Canada

아 빙하를 가까이 볼 수 있는 로키 최고 인기의 트랙킹 코스를 꼭 경험해보길
추천한다.

TELEPHONE
(1) 403. 522. 3511
HOMEPAGE
www.fairmont.com/lake-louise

페어몬트 샤토 레이크 루이스는 풍경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가족관광객을 위
해 베이비 시팅은 물론 5살 이상의 키즈 캠프, 8살 이상 마운틴 어드벤처 프
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다. 여름엔 하이킹과 카누가, 겨울엔 하이킹에 더해
스노 슈잉, 크로스 컨트리 스키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계절별로 헬리
콥터 투어, 캔모어 동굴 투어, 사진촬영 레슨, 캠프파이어 등 다양하고 흥미로
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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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Fairmont Banff Springs

로키의 역사와
현대의 우아함이
어우러지다

캐나다 로키를 떠올릴 때 빠질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130여 년에 가까운 역
사를 가진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다. 호텔이 아닌 ‘로키의 성채’로 불리는 데
는 1888년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스코틀랜드 귀족 스타일을 표방한 웅장
한 호텔 중에서도 250개의 객실과 원형 홀을 갖춘, 당시 세계 최대의 호텔로
명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로키의 숨결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이곳의 매력이 캐
나다 여행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를 지은 윌리엄 코르넬리우스 반 혼 경은 “아름다운
경관이 움직일 수 없으니 관광객을 데려와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였을까. 이
곳엔 킹 조지 6세와 엘리자베스 여왕, 스윙재즈의 황금기를 이룬 베니 굿맨,
메릴린 먼로 등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유명인사와 얽힌 에피소드가 가득하다.
특히 메릴린 먼로가 주연한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을 찍은 보 강은 밴프 스프
링스 골프코스라는 명소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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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키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긴 곳을 꼽으라면 단연코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다. 로키 리프트 투어, 곤돌라, 골프, 카약, 하이킹, 낚시, 래프팅, 승마,

Fairmont Banff Springs
ADDRESS
405 Spray Avenue Banff. Alberta, Canada
TELEPHONE
(1) 403. 762. 2211

BMW 자전거, 어린이를 위한 키즈 클럽, 영화의 밤 등 고르기 힘들 만큼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윌로우 스트림 스파(Willow Stream Spa)는 캐나다 5대
스파 중 하나로, 피로를 풀어주고 에너지를 불어넣는데 탁월하다고 정평이 나
있다.

HOMEPAGE
www.fairmont.com/banff-springs

처음 지었을 때부터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고 그 자체로 유네스코 세계문
화유산으로 선정된 덕에 이곳에서는 전문 해설자의 설명을 들으며 고풍스러
운 호텔 곳곳을 돌아보는 헤리티지 투어(Heritage Tour)가 열린다. 마치 옛날
유럽영화에서 보는 듯한 오래된 연회장, 숨겨진 은밀한 방으로 연결될 것만 같
은 복도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유령이 나왔었다는 나선형의 계단까지 곳
곳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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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몬트 호텔 밴쿠버

하늘을 찌를 듯한 뾰족한 첨탑의 에메랄드빛 지붕과 밝은 회색빛의 유럽의 성

Fairmont Hotel Vancover

을 연상케 하는 페어몬트 호텔 밴쿠버는 ‘도시 속의 성’으로 불리기도 한다. 밴
쿠버 주요 명소 어디라도 몇 분 걸리지 않을 만큼 최적의 위치를 자랑한다. 특

밴쿠버의
낭만과 자연을 품다

FAIRMONT WATERFRONT HOTEL,
VANCOUVER

히 이곳은 가족 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베이비 시
팅의 경우 보모들이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안
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화려한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스탠리 파크와 밴쿠버 항에 접해 있어 밴쿠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 페어몬트 워터프론트다. 공원과
항구에 접해있는 만큼 사이클링과 낚시를 비롯해 골프 등 다양한 액티비티가
가능하다. 특히 최고 신선함을 자랑하는 페어몬트 워터프론트 맛의 기원이
되는 20여 가지의 허브와 과일, 식용 꽃을 재배하는 옥상의 허브 정원 방문을
빼놓지 말아야 한다.

페어몬트 워터프론트 호텔, 밴쿠버

FAIRMONT WATERFRONT HOTEL, VANCOUVER

밴쿠버의
품위와 품격의 아이콘이 되다

FAIRMONT HOTEL VANCOUVER

하늘을 찌를 듯한 뾰족한 첨탑의 에메랄드빛 지붕과 밝은 회색빛 유럽의 성
을 연상케 하는 페어몬트 호텔 밴쿠버는 ‘도시 속의 성’으로 불리기도 한다.
밴쿠버 주요 명소 어디라도 몇 분 걸리지 않을 만큼 최적의 위치를 자랑한다.
특히 이곳은 가족 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베이비

ADDRESS
90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TELEPHONE
(1) 604. 684. 3131
HOMEPAGE
www.fairmont.com/hotel-vancouver

시팅의 경우 보모들이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안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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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900 Canada Place Way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TELEPHONE
(1) 604. 691. 1991
HOMEPAGE
www.fairmont.com/waterfront-vancouver

Especially for you
맛보다

Delicious cuisine served
in an exclusive dining room!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캐나다 요리의 특징 중 제일 큰 포인트는
어느 곳을 가더라도 보장되는 식재료의 신선함이다.
채소들은 이슬을 머금은 것을 갓 따온 것처럼 파릇하다.
육류나 해산물도 더할 나위 없다. 또 요리도 동서양의 모든 요리가 있는 동시에
그 요리들이 자유롭게 결합하여 색다르지만 낯설지 않는
캐나다만의 신선하고도 특별한 맛을 보여주고 있다.

로키 마운티니어에서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아침 식사
로키 마운티니어 여행은 대체로 7시 전후엔 기차에 탑승한다. 새벽부터 분주하게 여행
을 서두른 승객들에게 로키 마운티니어는 크루와상으로 아침을 고소하게 열어준다.
7가지 메뉴 중 하나를 주문하면 그 즉시 셰프가 만들어준다.
잉글리쉬 머핀 위에 훈제 소고기와 수란이 올라간 에그 베네딕트(Eggs benedict), 크
림치즈와 달걀 스크램블을 바삭하게 구운 스프링 롤에 넣은 스크램블드 에그 크리습
(Scrambled egg crisp)은 아침을 든든하게 해준다. 상큼한 메뉴를 원한다면 요구르트와
베리, 아몬드 그래놀라가 담긴 베리 파르페(Field berry parfait)가 좋다.

신선하고 건강한 맛으로 가득한 점심
점심식사는 수프 또는 샐러드의 전채요리와 육류나 생선, 커리 등의 메인요리, 디저
트로 구성된다. 비옥한 토양과 깨끗한 사육환경으로 알버타의 소고기는 캐나다 내에
서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부드러운 알버타 소고기에 채소와 삶은 감자를 곁들
인 비프 쇼트 립(Beef short ribs)이나 얇게 저민 알버타 돼지 안심(Alberta ranchlands
pork tenderloin)요리는 꼭 맛보아야 한다. 해산물을 좋아한다면 담백한 스틸헤드 연어
(Steelhead salmon)나 프랑스 니스식의 올리브와 삶은 달걀, 케이퍼에 발사믹 올리브 오
일 드레싱을 곁들인 참치 샐러드(Tuna nicotine salad)를 추천한다.

달콤, 시원, 향긋, 그윽한 로키 마운티니어 음료와 간식
모든 것이 완벽한 로키 마운티니어에서 딱 하나 행복한 단점(?)이 있다면, 훌륭한 식사
를 풍족하게 마치고 2층에 올라왔는데 그칠 틈 없이 서빙하는 음료와 간식들의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다. 향긋한 풍미가 그려지는 와인, 차가운 맥주, 신선한 주스 등 30여 가
지가 넘는 음료와 각종 견과류, 치즈, 카나페, 갓 구워낸 쿠키, 초콜릿, 말린 과일들이
선택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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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태평양 철도 역사의 향수 〈노치 8〉

NOTCH 8

페어몬트 호텔 밴쿠버에 있는 노치8은 입구부터 중후한 느낌이다. 마치 1930년대로 거
슬러 올라가 중절모를 쓴 신사와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를 입고 작은 양산을 든 숙녀
가 있을 것만 같다. 캐나다 태평양 철도를 따라 지어진 고급호텔로서의 명성과 낭만에
영감을 얻은 탓에 기차에서 스피드를 최대한 올려줄 수 있는 파츠에서 레스토랑 이름
을 따왔다. 콩테 치즈와 겨자씨가 들어간 몽글몽글 귀엽게 부풀어 오른 시그니처 빵을
시작으로 달콤한 사탕무와 비네그레트 소스를 곁들인 구운 오리 샐러드로 입맛을 돋
운 후 구운 양파, 감자퐁당과 함께 서빙되는 부드러운 육질의 안심 비프 웰링턴(Beef

Comment of Taste
노치 8
비프 웰링턴(Beef Wellington)은 소
고기 안심에 푸아그라와 버섯 페이

Wellington) 맛보기를 추천한다.

스트를 바르고 페이스트리 반죽을
입혀 구운 영국 정통요리로 크리스

ADDRESS 90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TELEPHONE (1) 604. 662. 1900
HOMEPAGE www.fairmont.com/hotel-vancouver/dining/notch8-restaurant / www.notch8-dining.com
OPEN Breakfast Buffet 6:30~10:30(Mon.~Fri.) , Everyday Opening~11:30, 11:30~17:30, 17:30~21:30

마스 파티 음식으로도 꼽힌다. 풍미
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심 육질은 믿
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 육류요
리지만 절대 부담스럽지 않다. 함께
나온 구운 양파가 맛을 더해준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매일의 신선함 〈 ARC〉

ARC

페어몬트 워터프론트 밴쿠버는 밴쿠버 항과 스탠리 파크와 접해있는 덕에 어디든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감돈다. ARC는 높은 천장에 유리로 된 벽면 전체로 밝은 햇살이 가
득해 왠지 즐거운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설레는 기분이 들게 한다. ARC는 인생이 충분

Comment of Taste

히 복잡하므로 좋은 음식은 결코 복잡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곳의 음식들은

ARC

이곳 허브 정원에서 채취한 싱싱한 채소들과 함께 식재료 자체가 갖는 싱그러운 맛을
최대한 살려 내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요리들도 좋지만, 햇살

이탈리아 특등급 아케겔로 쌀
과 야생 버섯 , 리크와 훈제 마늘
이 들어간 야생버섯 리소토(Wild

mushroom risotto)는 지금까지 맛

과 전망이 뛰어나므로 잠시라도 여유있게 칵테일을 즐겨볼 것을 추천한다.

보았던 리소토와 차원이 다르다. 쌀

ADDRESS 900 Canada Place Way,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TELEPHONE (1) 604. 691. 1818
HOMEPAGE www.fairmont.com/waterfront-vancouver/dining/arc-restaurant
OPEN 6:30~10:30(Mon.~Fri.) or 11:00(Sat. & Sun.),
11:30~15:00(Sat. & Sun.), 11:30~14:30, 17:30~22:00

미를 더 해준다.

에도 소스가 잘 배어들어 있고 독특
한 질감의 버섯과 구수한 마늘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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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칵테일을 즐기고 싶다면 레
몬, 로즈메리, 블루베리가 들어간 블
루메리 샤워(Bluemary sour)나 캐나
다 대표 칵테일로 불리는 시저 칵테
일(Caesar Cocktail)을 추천한다.

Comment of Taste
페어뷰 애프터눈 티
각자 차를 고르면 먼저 휘핑크림이
얹어진 딸기 등 베리 종류의 과일이
서빙된다. 그리고 나선 삼각형의 3
단 트레이가 나오는데 맨 아래는 훈
제 연어 바게트, 달걀 샐러드가 들
어간 브리오슈 등 4가지 종류의 핑

예쁜 각종 식용 꽃과 허브, 익히지

름다운 이곳 한가운데 마치 공원의 한 풍경인 듯 어울리는 리버 카페가 있다.

바이슨 타르타르(Kolb farm bison
tartare)를 추천한다. 바이슨은 아
메리카들소로 기름기가 적고 부드
러우며, 소고기보다 철분이 많고 지
방 함유량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유난히 식재료에 대해 엄격하고 까다로운 캐나다이지만, 리버 카페는 그 단계를 넘어섰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

다. 이곳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유기농 농장에서 샐러드에 사용되는 채소는 물론

슨은 우리나라 육회보다 훨씬 부드

식용 꽃을 매일 아침마다 공급받아 사용한다. 6월부터 9월까지는 피크닉 바스켓을 주

달짝지근하고 더 진하다.

재료지만, 계절과 트렌드에 따라서

문해 공원에 앉아서 편히 즐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셰프 테이
스팅 메뉴를 예약하면 좋다.

메뉴는 자주 바뀐다. 이민자가 많은
나라답게 이곳에서도 퓨전 요리가
많은데, 참깨와 고수를 얹은 한국
식 튀김 KFC와 파리식 뇨키와 올리
브를 넣은 토마토 엔쵸비 비네그레
뜨에 겉만 그슬린 황다랑어(Seared

Yellowfin Tuna) 요리를 추천한다.

ADDRESS 25 Prince's Island Park, Calgary, Alberta, Canada
TELEPHONE (1) 403. 261. 7670
HOMEPAGE www.river-cafe.com
OPEN 11:00~22:00(Mon.~Fri.), 10:00~22:00(Sat. & Sun.)

크 루이스 호수와 정갈하게 단장한 정원이 배경이 되어 주는 곳이 페어몬트 샤토 레이
크 루이스의 페어 뷰(Fair view)에서 즐기는 애프터눈 티다. 전망이 좋은 창가 자리는
경쟁이 치열하니 예약을 서둘러서 해야한다.
ADDRESS 111 Lake Louise Drive, Lake Louise, Alberta, Canada
TELEPHONE (1) 403. 522. 1817
HOMEPAGE www.fairmont.com/lake-louise/dining/afternoontea
OPEN Everyday 12:00~14:30

Hawksworth

캐나다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셰프를 꼽는다면 밴쿠버에 기반을 둔 데이비드 혹
스워스(David Hawksworth)를 빼놓을 수 없다. 그가 팀을 꾸려 문을 연 레스토랑이 밴
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혹스워스(Hawksworth)다. 오픈 당시부터 지금까지 밴쿠버 레
스토랑 Top 10에 꾸준히 꼽히는 곳으로 맛과 분위기를 리딩하는 레스토랑으로 알려져
있다.
ADDRESS 801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TELEPHONE (1) 604. 673. 7000
HOMEPAGE www.hawksworthrestaurant.com
OPEN 6:30~10:30(Mon.~Fri.), 7:00~10:30(Sat. & Sun.), 11:30~14:00(Mon.~Fri.), 17: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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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들소고기가 있는 콜브 농장

르트와 마카롱이 놓여 있다. 메뉴는

한 채소들과 신선한 해산물들이 주

분위기와 맛에 취하는 밴쿠버의 명소 〈혹스워스〉

애피타이저로 꼭 추천하고 싶은 것

프린스 아일랜드 파크다. 다운타운에서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고 산책로가 아

특히 인기다.

이곳의 음식들은 유기농으로 재배

눈 티를 음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눈으로 보고 있지만 비현실적일 만큼 아름다운 레이

River Café
은 새콤, 달콤, 향긋한 맛의 모양도

옆 사람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오픈된 분위기로 야외의 테라스 좌석은

혹스워스

나른한 오후, 생활의 여유와 즐거움을 가장 호사스럽게 누리는 방법의 하나는 애프터

Comment of Taste

캘거리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보 강 위,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된 섬이

밀크 스콘과 초콜릿 케이크, 맨 위

다.

Fairview Afternoon Tea

River Café

거 샌드위치가 있다. 가운데는 버터
엔 먹기엔 너무나 예쁘고 달콤한 타

자연과 즐기는 여유 〈페어뷰 애프터눈 티〉

영화 속 분위기와 건강한 맛 〈리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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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면체로 작게 잘라 들어간 바이
럽고 고기 특유의 냄새가 전혀 없이

Especially for you
만나다

비현실적일 만큼
아름다운 신비의 절경,
레이크 루이스

(Lake Louise)

로키산맥의 보석, 레이크 루이스

Lake Louise

로키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 중 대표적인 곳이 레이크 루이스다. 연간 2백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 10대 절
경 중 하나라는 말은 실제 모습에 비하면 아주 작은 표현일 뿐이다. 폭 300m, 길이 2.4km에 달하는 비췻
빛의 호수에 드리운 빅토리아 산의 반영은 바로 눈앞에 보고 있지만, 실제 존재하는 호수인지 착각이 들
만큼 비현실적일 정도로 아름답다.
이곳은 원래 호수 색 때문에 에메랄드 레이크(Emerald Lake)로 불렸지만 19세기 후반 이곳을 방문한 영

일본의 세계적인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의 시작은

1986년 처음 발표한 솔로앨범에 수록된 ‘레이크 루이스’였다.
부드럽지만 단조롭지 않고, 설레지만 소란스럽지 않은
그의 피아노 선율은
아름다운 레이크 루이스에 영감을 얻어 만들어낸 곡이다.

국 빅토리아 여왕의 딸 루이스 공주가 호수의 아름다움에 반해 떠나지 않겠다고 하자 호수의 이름을 공
주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곳에 오면 공주가 왜 가지 않겠다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

A change of scenery
change your life

세계 10대 절경 중 하나로, 거울처럼 맑고 고운 아름다운 레이크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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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봉우리가 품은 모레인 호수

Moraine Lake

레이크 루이스에서부터 약 15km 정도 떨어진 모레인 호수는 레이크 루이스와 또다른 감명을 준다. 레이
크 루이스에 놀란 탓에 이곳을 빼놓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다. 모레인 호수의 푸른색 물은 미세한
빙력토 입자 때문인데, 이 입자는 가시광선의 모든 스펙트럼을 흡수하지만 푸른색만은 그대로 반사한다.
특히 이 푸른색은 언덕의 맨 아래서 볼 때와 조금씩 올라가면서 볼 때마다 그 색이 다르게 보이고, 햇빛
에 따라 또 완전히 다르다.
맨 위에 올라 보면 빙하에 둘러싸인 8개의 봉우리가 데칼코마니처럼 호수에 그대로 반사되어, 호수가 아
닌 푸른 거울처럼 보인다.

에메랄드 색으로 빛나는 호수와 통나무 롯지로 동화같은 풍경을 보여주는 에메랄드 호수

동화 속 평화로운 나라, 에메랄드 호수

웅장한 폭포소리와 시원한 물줄기를 자랑하는 타카카우 폭포

Emerald Lake

로키의 호수는 거의 모두 에메랄드빛을 띠고 산꼭대기는 빙하를 두른 웅장한 산에 둘러싸여 있어 비슷
비슷한 호수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씩 찬찬히 보면 모두 제각각 다른 멋을 지니고 있다. 에메랄드 호수
는 이름처럼 에메랄드색으로 아름답게 빛나는데 호수를 향해 지어진 통나무 롯지와 나무로 만든 다리,
잔잔한 호수 위에 놓인 빨간 카누의 풍경이 동화 속 평화로운 마을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캐나다 제1의 폭포, 타카카우 폭포

Takakaw Falls

인디언 말로 ‘훌륭한, 굉장한’을 뜻하는 요호 국립공원은 1,313㎢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국립공원이다.
에메랄드 호수와 함께 타카카우 폭포도 요호 국립공원에 속한다. 타카카우 폭포로 가는 길은 좁고 지나
가는 차량도 많지 않아 한적한 분위기다. 폭포에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거칠고 웅장한 폭포 소리가 들리
고 폭포를 향해 흐르는 시냇물은 에메랄드에 우유를 풀어 놓은 듯하다. 400m 높이의 엄청난 높이의 폭

눈이 시릴만큼 아름다운 푸른색을 자랑하는 로키 산맥의 보석, 모레인 호수

포가 가슴까지 시원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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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같은 로키의 동화,
밴프

(Banff)

평생 볼 아름다운 산을 한 번에, 밴프 곤돌라

Banff Gondola

로키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가장 좋은 것이 밴프 곤돌라다. 설퍼산 정상까지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면 6
개의 산맥에 둘러싸여 까마득하게 인형의 집 같은 밴프 타운과 산들 사이사이로 흐르는 파란 강이 내려
다보인다. 탑승시간은 약 10분 내외로 해발 2281m의 설퍼산 전망대에 도착한다. 정상을 향해 나무데크로
만들어진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평생 볼 아름다운 산과 강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로키를 여행하면서 누구나 방문하게 되는 곳이 밴프다.

1885년 밴프 국립공원이 캐나다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
밴프는 2017년 또 다른 경사를 맞았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가 ‘2017년 꼭 가보아야 할 여행지 21’에 밴프가 선정된 것이다.
밴프에 꼭 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로키 산맥의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밴프 곤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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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하고 정겨운 여행자들의 푸근한 쉼터, 밴프 타운

Banff Town

로키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밴프지만, 실제 분위기는 아주 소박하다. 곧게 일자로 뻗은 거리가 여행
자들이 머무는 시내 거리의 대부분이지만, 기념품 가게나 초콜릿 가게 등이 있는 건물 하나하나 모두가
동화 속의 건물들처럼 아기자기하면서 예쁘다. 세계적인 관광지라서 개발구역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긴 하
지만 주민들은 밴프를 밴프답게 보존하려고 애쓰는 덕에, 밴프는 여행자들에게도 낯설기보다 포근하다.

맑고 고운 색의 호수 주변으로 뾰족하게 솟은 침엽수림이 아름다운 투잭 호수

청명한 호수에 드리워진 뾰족한 침엽수림, 투잭 호수

Two Jack Lake

두 명의 잭(Jack)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투잭 호수는 바로 옆 미네완카 호수와 한
몸이지만 좁은 물길을 기준으로 나눠진다. 로키의 호수들은 방문하는 사람마다 꼽는 최고의 호수가 각
자 다르다. 모든 호수가 아름답지만, 방문할 때 날씨와 햇빛 등의 영향으로 호수 색이 각각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현지인이 더 사랑하는 곳으로, 밴프 국립공원의 숨은 보석으로 꼽힌다.

인디언의 영혼이 잠든 호수, 미네완카 호수

Lake Minnewanka

엄청난 규모의 미네완카 호수는 다른 로키의 호수들과 달리 해발 3000m를 전후로 솟은 산봉우리의 깊
은 협곡을 이용해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원래는 호수 주변에 인디언 부족마을이 있
었는데 댐을 만들면서 수장된 탓에 ‘인디언의 영혼이 잠든 호수’라는 별칭을 가졌다. 이곳에서는 카누나
보트도 즐기지만, 보트 크루즈를 타고 호수 입구부터 악마의 협곡(Devil’s Gap)까지 가이드의 설명을 들
으면서 돌아볼 수도 있다.

소박하면서도 아기자기한 동화같은 로키의 마을, 밴프 타운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보트 크루즈로 호수 곳곳을 돌아볼 수 있는 미네완카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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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루와 자연이 조화로운 도시,
밴쿠버

로키 산맥의 관문 도시,
캘거리

겨울에는 매우 춥다고 알려진 캐나다지만 밴쿠버는

캐나다의 문화수도이면서 동시에 로키 산맥의 관문 도시라 불리는 캘거리는

근처에 있는 휘슬러(Whistler)가 눈의 왕국으로 변해도 영하로 떨어지는 일은 별로 없다.

평원에 위치한 것 같지만, 해발 1,048m에 위치한 고원 도시다.

여름에도 바다와 접해있는데도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끈적하지 않은 청명한 날씨를 보인다.

매년 7월 카우보이들의 축제 스탬피드가 열리면 캘거리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흥이 많은 곳으로,

괜히 ‘살기 좋은 도시’ 타이틀이 붙는 게 아니다.

도시 인구의 평균 나이도 젊어 캐나다에서 젊고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큰 규모의 도심 속 공원, 스탠리 파크

캘거리 타워와 스코티아뱅크 새들돔을 배경으로 한 캘거리 스카이라인

도시 속의 원시림 공원, 스탠리 파크

캘거리의 아이콘 캘거리 타워와 프린스 아일랜드 파크

밴쿠버 다운타운의 서쪽에 위치한 스탠리 파크는 둘레가 약 10k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로 뉴욕의 센트

캘거리에 들어서면 삐죽하게 하늘로 높이 솟아오른 캘거리 타워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엘리베이터를 타

럴 파크보다 규모가 크다. 도시공원이지만 원시림 공원으로, 숲 쪽엔 자연 그대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 191m 높이의 전망대까지 1분 만에 올라가는데, 날씨가 좋을 때면 100km 떨어진 로키산맥까지 볼 수

캐나다답게 하늘 높이 자란 나무들로 빽빽하다. 수족관, 미니어처 철도, 토템폴 공원 같은 볼거리가 공원

있다. 이곳은 특히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아찔하다. 밤에는 맨 위 전망대

곳곳에 흩어져있다. 워낙 넓은 탓에 걷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오전 내내 시간을 들여도 공원의 1/10 정도

에 불이 들어와 UFO가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밖에 보지 못한다.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은 15분에 한번씩 증기를 내뿜는 명물시계

다운타운에서 보행자 다리를 건너 보 강 위에 섬처럼 떠 있는 곳이 프린스 아일랜드 공원이다. 잔디밭이

가 자리한 개스타운이다. 늘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이곳은 증기시계 외에도 구석구석 위치한 디자이너 숍

넓어 평일에도 주변의 직장인들이 피크닉을 나온 듯 점심을 이곳에서 즐기기도 한다. 가을에는 특히 노란

이나 트렌디한 숨은 명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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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FOR THE

역경의 단절 :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럭셔리 suv는 사막이나 북극,
일상의 출퇴근길 등 그 어떤 지역이라도 한 치의 실수 없이 거침없이 달려 나갈 것이다.

ICE AGE

그동안 탑승자들은 고급스러운 실내에 그저 편안히 녹아들면 된다.
글 베네딕트 사라이터(BENEDIKT SARREITER)

앞에서 보면 메르세데스-벤츠 The New GLS는 살포시 잠든 곰

레이, 진저 베이지, 에스프레소 브라운, 펄 블랙 색상 중 선택할

고 센터 콘솔의 다이내믹 셀렉트(DYNAMIC SELECT) 컨트롤

장착된 측풍 보조 시스템(Crosswind Assist system)이 돌풍에

한 마리를 연상시킨다. 차분하며 움직임 없이도 권위를 발휘한

수 있다. 선명한 미디어 디스플레이는 선택 옵션인 터치패드를

러는 운전자가 스포츠(Sport)에서 컴포트(Comfort), 오프로드

차가 밀려 주행 코스를 벗어나지 않도록 동선을 수정해준다. 이

다. 이 차는 그 어떤 지형이라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건장한

사용해 신속히 조작할 수 있다.

(Offroad)까지 아우르는 최대 6가지 드라이빙 프로그램 중 선택

처럼 The New GLS는 보기 드물게 훌륭하고 재주가 넘치는 자

SUV로 대도시의 정신 없는 출퇴근길의 교통 체증에서 산악보

내부를 들여다보면 강력한 엔진이 으르렁댄다. The New GLS

할 수 있게끔 해준다.

동차로, SUV의 힘과 민첩성은 조금도 잃지 않음과 동시에 럭셔

호지역의 가파른 오르막 자갈길까지 모든것을 지배한다. 필요하

모델이 모두 다 그렇듯 이 엔진의 성능 수치 또한 GL-Class보다

4MATIC 사륜구동 시스템은 당신과 The New GLS가 지구상

리 세단의 속성을 오프로드 세계로 철저히 가져왔다. The New

다면 북극의 얼어붙은 황야도 달려 나갈 수 있다. 승차감과 안

우수하다. The New GLS 350d 4MATIC에 실린 6실린더 엔진

그 어떤 곳에 있더라도 당당하게 코스를 따라 달려 나갈 수 있

GLS의 능력범위는 감히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한다.

전성이 새로운 수준으로 부상된 The New GLS는 이전 모델인

의 출력은 258마력을 자랑하고, 획기적인 9G-TRONIC 자동 변

도록 해준다. 단속도 트랜스퍼 케이스(single-speed transfer case)

GL-Class보다 더욱 완벽한 버전이다. 운전석에 올라타면 최상

속기는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기어를 변환하며 연

가 엔진의 힘을 50:50 비율로 앞뒤 액슬에 균등하게 분배하며,

급 SUV의 기준이 한층 높아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비 절감에 일조하면서도 반응은 여전히 스포티하다. 물이 흐르

The New GLS에 최초로 적용됐거나 기존 보다 업그레이드된

는 듯한 기어 변환이 이처럼 몸집이 큰 차에는 불가능하다 여

한 무리의 보조 시스템이 안전을 책임진다. 일례로 능동형 브레

겨질 법한 미끄러지듯 우아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이크 어시스트(Aactive Brake Assist)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

고요 속의 힘

또는 장애물과의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고, 필요 시 운전자의

시트린 브라운 색상의 The New GLS 350 d 4MATIC의 문이
만족스러운 ‘쿵’ 소리와 함께 닫힌다.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

폭풍우와 눈보라를 뚫고

차량 제동을 보강하거나 부분적으로 자동 제동을 거는 장치다.

다. 그다음 순간, 고요의 파도가 밀려온다. 운전자는 즉시 긴장

도로 위로 둥실 떠가는 듯한 느낌은 에어매틱(AIRMATIC)에

LED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LED Intelligent Light System)

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너무 부드럽지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의해 더욱 보강된다. 이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은 노면 상태에 따

은 야간과 어스름 속, 그리고 안개가 꼈을 때 더 잘 볼 수 있도

고급스러운 시트에 몸을 맡긴다. 평화로운 감각은 고품질의 인

라 서스펜션의 답력을 조절하는 어댑티브 댐핑 시스템(ADS)

록 The New GLS의 LED 고성능 헤드라이트를 주위 밝기에 맞

테리어에도 반영된다. 인테리어는 개인 취향에 따라 크리스털그

과 협력해 그야말로 특출한 수준의 승차감을 선사한다. 그리

춰 조절해 가시성을 높여준다. 그리고 폭풍이 몰아칠 때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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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형/6기통
2,987cc
최고출력 258hp(3,400rpm)
최대토크 63.2kg.m (1,600~2,400rpm)
변속기
자동 9단
복합연비 9.5km/
엔진

배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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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Lifestyle

동화보다 아름답고
예쁜 순간,

새로운 인생의 출발, 결혼. 누구에게나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품격이 다른 KALPAK Small Wedding

기쁨의 땅에 담긴 품격의 하와이안 감성, 오아후 포시즌

빛나는 하이라이트로 기억되길 바란다. 또 모두의 축하를 받

• 청정의 섬 파말리칸 아만풀로(Amanpulo) 5일

오아후 포시즌즈는 오아후 섬 서쪽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꼽히는 코 올

는 결혼식을 치른 후 둘만의 허니문은 평생 한 번 떠나는 가
장 달콤하고 낭만적인 여행으로 추억되길 기대한다. 인생에

스몰웨딩 & 허니문

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주는 스몰웨딩과 지상 최후
의 낙원에서의 특별한 허니문을 꿈꿔본다.

• 태국 푸켓 : 아만푸리(Amanpuri) 6일
• 인도네시아 발리 : 반얀트리(Banyan Tree) 6일
/ 아만킬라(Amankila) 6일
• 일본 오키나와 웨딩 & 허니문
[닛코아리비라/채플웨딩] 5일
• 괌 자유허니문

에디터 진윤숙 / 자료 협조 및 사진 제공 오아후 포시즌, 세이셸 관광청

[블루 애스터 채플/하얏트 리젠시 클럽룸] 5일
• 하와이 : 오아후 포시즌(Four Seasons) 6일
/ 오아후 [할레쿨라니/오션프론트 비치야외웨딩] 6일
KALPAK 스몰웨딩 문의 : 02. 726. 5807

리나(KO Olina, 기쁨의 땅) 지역에서도 청정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라니쿠호누
아(Lanikuhonua,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와 가까워 최고의 전망을 자랑한다.
아름다운 이곳에서의 결혼은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에서의 로맨스’를 실현해 준다.
숙련된 웨딩컨설턴트의 조언을 받아 효율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신랑신부를
위해 만들어진 레이와 부케를 들고 기타 연주를 들으며 아름다운 해변에서 진심
어린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또 오아후의 가장 아름다운 곳을 잘
알고 있는 사진가가 진행하는 결혼식 사진들은 행복한 순간을 영원처럼 기억하게
해준다. 이외에도 뮤지션과 꽃장식, 야외 텐트, 뷰티 서비스 등을 세부적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결혼식으로 피곤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스파 트리트먼트를 이
용할 수도 있다. KALPAK을 통해 이용할 경우, VIP 어메니티와 샴페인(USD 100
상당)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상낙원에서 맺는 신성한 결혼식
의미 있는 결혼식,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는 가족과 아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하
는 스몰웨딩은 더 이상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하는 특별한 결혼식이 아니다.
그 중에 해외에서의 스몰웨딩은 불필요한 각종 의식 대신 개성과 상황에 맞는 예
식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고, 결혼과 함께 신혼여행도 겸할 수 있어 스타들은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도 점점 더 관심을 끄는 추세다.
특히 1년 내내 온화하고 쾌적한 날씨, 아름다운 해변에서 악단의 연주 소리를 들으
며 화려한 열대 꽃으로 장식된 버진로드를 걸어가 평생을 함께 한다는 숭고한 약
속을 맺는 작은 결혼식은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와 가족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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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다른 KALPAK Honeymoon

• 필리핀 : 청정의 섬 파말리칸 아만풀로(Amanpulo) 6일
• 태국 : 사무이 포시즌(Four Seasons) 6일
/ 사무이 식스센스(Six Senses) 6일
/ 사무이 반얀트리(Banyan Tree) 6일
/ 푸켓 반얀트리(Banyan Tree) 6일
/ 푸켓 아만푸리(Amanpuri) 6일
/ 푸켓 아난타라(Anantara Mai Khao) 6일
• 인도네시아 : 발리 반얀트리(Banyan Tree) 6일
/ 발리 불가리(Bvlgari) 프리미어 오션뷰 6일
/ 발리 아만킬라(Amankila) 6일
/ 발리 아마누사(Amanusa) 6일
• 베트남 : 나트랑 식스센스(Six Senses) 6일
/ 나트랑 아마노이(Amanoi) 6일
/ 다낭 인터컨티넨탈(Inter Continental) 5일
/ 다낭 반얀트리(Banyan Tree) 라군풀빌라 5일
/ 다낭 포시즌(Four Seasons) 풀빌라 6일
• 몰디브 : 식스센스 라무(Six Senses Lammu) 7일

파라다이스에서 보내는 낭만적인 허니문

가치가 다른 KALPAK Honeymoon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목적지, 세이셸 포시즌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어쩌면 결혼식보다 오로지 둘 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허

• 모리셔스 : 포시즌(Four Seasons) 7일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듯, 아름다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즐길 수

니문이 더 중요할 수 있다.

/ 세인트레지스(ST. Regis) 7일
• 세이셸 : 포시즌(Four Seasons) 7일

있도록 주변에 있는 바위와 나무 등 본래의 지형을 최대한 그대로 두고 그사이에

안전과 평안함, 날씨는 기본이고, 철저한 프라이버시 보장,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

/ 반얀트리(Banyan Tree) 오션뷰풀빌라 6일

천연 목재만을 사용해 자리를 잡은 곳이 세이셸 포시즌이다. 널찍하게 마련된 야

으로 즐길 수 있는 각종 스포츠, 액티비티와 함께 신혼여행지 주변의 특색있는 문

/ 반얀트리(Banyan Tree), 두바이 아르마니(Armani) 8일

외 데크에서는 오히려 사람을 구경하듯 자리 잡은 알록달록한 열대의 새가 노래를

화도 향유하는 등 다양한 재미가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 다양한 니즈가 있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KALPAK은 특별한 허니문 상
품을 마련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는 파말리칸 아만풀로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발리, 태국 푸켓

• 괌: 하얏트 리젠시(Hyatt Regency) 5일 /
두짓타니(Dusit Thani) 오션프론트 클럽룸 5일

• 하와이 : 오아후 할레쿨라니(Halekulani) 6일
/ 오아후 포시즌(Four Seasons) 7일
/ 오아후 & 마우이 포시즌(Four Seasons) 6일
/ 오아후 & 라나이 포시즌(Four Seasons) 6일

부른다.
객실별로 마련된 개인 풀에서 오붓한 시간을 즐기다, 저녁에는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과 발가락 사이에 바스락거리는 산호모래를 느끼며 해변에서의 낭만적인 식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스노클링과 카약, 윈드서핑, 페달보팅을 즐기거나 주변

과 사무이, 베트남 다낭과 나트랑과 하와이, 괌에 이어 인도양의 3대 휴양지인 몰디

• 체코 : 프라하 포시즌(Four Seasons), 1Day 단독 가이드 투어 6일

섬 관광, 독특한 크레올 문화를 체험해볼 수도 있다. 근육의 이완, 에너지 공급, 긴

브, 모리셔스, 세이셸의 세계 최고급 럭셔리 호텔&리조트를 기반으로 한 허니문 상

• 멕시코 : 칸쿤 리츠칼튼(RITZ-CARLTON) 7일

장 완화 등 개인별 컨디션에 맞춘 6가지 세이셸 포시즌의 트리트먼트와 스파는 다

품이 준비되어 있다.

KALPAK 허니문 문의 : 02. 726. 5807

른 리조트 이용자도 꼭 방문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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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bat
Casablanca

Discovery of Travel

Marrakesh

Unknown El Dorado
Morocco

때묻지 않은
순수 아랍과 만나다
가는 길도 멀고 한글판 안내서도 없는 북아프리카 서쪽 끝의 모로코. 아랍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모
로코는 아직 여행자들에게 미지의 엘도라도와도 같다. 천 년을 버텨온 도시가 대변해주듯 매혹과 감
동의 역사를 만날 수 있고, 뜻밖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도 발견할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 속하지만,
북아프리카의 끄트머리에 자리해서 유럽의 여느 도시를 찾은 느낌도 들고, 아랍국가 특성상 중동을

KALPAK이 제안하는 [4인 출발]
지중해의 보석, 스페인 & 모로코 9일

찾은 기분도 든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모로코는 여행자에게 있어 종합선물세트와도 같다.
에디터 이수호 여행작가

출발 매주 토
일정 인천–마드리드(2)–바르셀로나(2)–
마라케시(2)–라바트/카사블랑카(1)–
런던(경유)–기내(1)–인천
가격 ￦11,900,000~
문의 02. 726. 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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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년을 버틴 고대도시, 마라케시

Marrakesh

마라케시는 도시 자체가 거대한 박물관에 가깝다. 한때 트립어드바이저 선정, 세계 여행자들
이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마라케시 여행은 제마엘프나 광장(Jemaa el Fna
Square)에서부터 시작한다. 해가 지면 제마엘프나 광장은 더욱 활기가 넘친다. 여행자들은 많
아지고 광장의 노점엔 형형색색의 전등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꽤 멋진 헤나를 즉석에서 해준다는 이들, 코브라를 바닥에 늘어놓고 볼거리를 선사하는 이
들, 기저귀를 찬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며 기념사진을 유도하는 이들, 모로코 전통 댄스를 선
보이는 무용수들, 그리고 그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마차와 수레들. 이처럼 제마엘프나 광장의
밤은 이방인의 눈길을 사로잡는 볼거리로 가득하다.
밤이 깊으면, 제마엘프나 광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카페에 앉아 민트티 한 잔을 즐겨도 좋
다. 싱싱한 민트잎이 듬뿍 들어간 민트티는 모로코의 국민 음료. 달콤 쌉싸름한 맛을 음미하
며 제마엘프나 광장을 내려다본다. 마라케시가 선사하는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한눈에 들어
온다. 11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듯 새로운 천 년이 와도 한결같을 것이다.
마라케시 시장(Marrakesh Market)은 제마엘프나 광장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펼쳐져 있다.
조붓한 골목에 거미줄처럼 얽힌 시장은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다. 진귀한 향신료를 파는 가게
와 휘황찬란한 아라비안 그릇 가게,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아르간 오일전문점, 전통의상 질레
바가 잔뜩 걸린 의류점, 고급 장신구가 가득한 액세서리점 등 다양한 품목의 상점들이 끝없
이 펼쳐진다. 아랍 특유의 신비스러운 분위기 때문일까? 세계의 유명 여행가들은 이곳을 가

3

리켜 ‘가장 모로코다운 장소’라고 극찬한다.

1

2

1 북아프리카 모로코 특유의
문양과 스타일이 가미된 호텔

화려하고 독특한 건축미를 보여주는 마라케시의 모스크와 궁전

내부

제마엘프나 광장 외곽에는 10세기에 건립된 쿠투비아 모스크(Koutoubia Mosque)가 있다. 특

2 형형색색의 화려한 무늬가
인상적인 마라케시의 아라비

히 이곳의 첨탑은 아랍 건축의 진수를 보여주며 마라케시의 상징으로도 통한다. 본래 이 자

안 그릇 가게

리에는 다른 모스크가 있었는데, 메카(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지어지지 않아 철거되고

3 화려하고 기하학적 무늬의

말았다. 은은한 조명이 들어오는 저녁에는 매우 멋진 야경 스폿으로 변모한다.

타일로 가득한 아름다운 바히

바히아 궁전(Palais bahia) 역시 눈여겨볼 만한 명소다. 현지어로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뜻의

아 궁전

건축물. 궁전 곳곳의 벽면을 가득 채운 화려한 타일의 기하학적인 무늬를 보면 왜 이곳이 아
름다운 궁전인지 절로 수긍이 된다. 탐스러운 오렌지가 가득 열린 오렌지나무와 북아프리카
의 희귀한 꽃이 심어진 정원은 궁전 관광의 백미다. 아랍어로 ‘비견할 데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엘 바디 궁전(El Badi Palace)은 폭 150m에 달하는 정원을 가운데 두고 사방으로 건물
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형태. 2층 전망대에 오르면 마라케시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마조렐 정원(Jardin Majorelle)은 북적이는 제마엘프나 광장과 상반되는 명소다. 울창한 정원
에 둘러싸인 푸른색의 화려한 건물은 마라케시 골목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건
물 곳곳에 아름다운 분수가 있고, 통로마다 자리한 다양한 색깔의 화분도 이국적인 느낌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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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 모로코 제1의 항구도시, 카사블랑카

Casablanca

카사블랑카는 모로코에서 가장 큰 도시다. 그래서 이곳을 수도로 착각하는 이들도 제법 많
다. 카사블랑카는 ‘하얀 집’이라는 뜻으로 14세기 포르투갈인들이 이곳에 항구를 건설한 다
음 급성장했다.
카사블랑카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하산 2세 모스크(Hassan II Mosque)다. 모로코의 얼
굴로 통하는 사원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하산 2세가 국민에게 성금을
걷어 1993년에 완공한 이슬람 사원으로 스페인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에서 만날 수 있는
무어 양식을 이 사원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 파도 소리를 들으
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모스크 옆으로 펼쳐지는 약 1km의 방파제는 카사블
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다. 좌측엔 카사블랑카 붉은 등대, 우측엔 하산 2세 모스크가 있
고, 정면엔 대서양의 강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친다. 해 질 녘 이곳을 찾으면 하산 2세 모
스크와 대서양이 선사하는 백만 달러짜리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4

모로코의 행정수도, 라바트

Rabat

4 미완의 건축물이지만 수백

라바트는 모로코의 수도. 딱딱한 건물 일색의 정부부처가 들어선 도시라고 오해하기 쉬운
데, 뚜껑을 열어보면 베일에 싸인 명소가 많다. 라바트 중북부 언덕에 자리한 하산 탑(Hassan
Tower)은 12세기에 건축이 중단된 정사각형 모양의 미완성 건축물이다. 당시 건축을 주도한
야크브 알만수르가 사망하자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렀다. 미완의 상태가 더욱 아
름다웠기 때문일까? 그 후 아무도 이곳을 완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이곳
관광의 백미는 탑의 남쪽에 자리한 수백 개의 돌기둥. 또 언덕에서 한눈에 내려다보는 라바트

개의 돌기둥이 인상적인 하산
타워

6 기하학적 무늬, 유리로 된 바

5
6

7

닥이 인상적인 카사블랑카 하
산 2세 모스크

6,7 기하학적 무늬, 유리타일
바닥이 인상적인 하산 2세 모
스크

시내 전경도 일품이다. 라바트 서북쪽에 우뚝 서 있는 카스바는 특유의 올드함과 더불어 멋
진 경치까지 선물한다. 카스바 내의 파란색 가옥들은 모로코 중북부의 파랑마을, 셰프샤우
엔(Chefchaoeun)에 버금갈 정도로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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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 Place

깨어나라
봄아

피어나라
꽃들아

찬바람이 가끔 놀라게도 하지만 햇살에 눈 부실 때가 조금씩 늘어나는 봄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펴고 주변을 돌아보면 자연은 이미 일찌감치 깨어나 예쁜 색과 향기의
꽃들로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 계절이 바뀐 것을 화려하게 알려주는 봄꽃의 세상으로
떠나보자.
에디터 손경란

추위에 잔뜩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따뜻한 봄 햇살에 만나게 되는 봄꽃은 그
자체로 설렘이다. 꽃은 여름에 더 많이 피지만, 아직 연두색 새잎이 나기도 전
화려한 빛깔로 얼굴을 내미는 성급한 봄꽃에 우리는 더 큰 감동을 받는다. 그
래서 시인도 봄꽃에 사랑도, 마음도, 미소도 피어난다고 하지 않았을까?

화려한 벚꽃의 매력에 취하는 그곳
봄꽃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화려한 벚꽃이다. 청순한 분홍색과 순백
의 색이 섞인 이 작은 꽃들이 가지에 빼곡하게 피고 꽃비를 내리는 장관은 환
상적인 추억을 만들어낸다.
벚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꼽히는 곳은 아무래도 일본이다. 일본은 3월 중
하순부터 늦게는 5월 초까지 가장 남쪽의 후쿠오카, 오사카, 교토, 도쿄, 도쿄
에 이어 가장 북쪽인 홋카이도 삿포로까지 순차적으로 벚꽃 축제가 열린다.
특히 고풍스러운 오사카 성과 그 주변 사쿠라노미야 공원의 벚꽃은 강을 따
라 약 4km에 걸쳐 늘어선 4,800여 그루의 벚나무가 꽃길을 만든다.
벚꽃이 아름다운 또 하나의 명소는 흥겨운 축제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 DC다.
매년 열리는 워싱턴 벚꽃 축제(National Cherry Blossom Festival)는 올해의
경우 3월 2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월 8일 퍼레이드, 4월 15일 불꽃놀이 등을
비롯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꽃 연날리기와 같은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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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감성을 깨운 수련과 수선화
꽃과 정원은 예술가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는 강력한 매개체다. 헤르만 헤세는 <정
원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곳에 있으면 무엇이 화려하고 과장되고 오만
한 것인지, 무엇이 즐거우며 신선하며, 창조적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하였다.
끌로드 모네는 기차여행 중 우연히 발견한 마을 지베르니에서 43년 간 살면서 <수
련> 같은 수많은 명작을 남겼다. 파리에서 75km쯤 떨어진 지베르니에서는 그가 살
았던 생가를 박물관으로 운영하면서 봄에는 수련과 수선화가 활짝 핀 연못과 정
원을 관람객에게 개방한다. 수련과 수선화가 연못을 메우고, 가지를 늘어뜨린 버드
나무가 우거진 정원은 그 자체로 모네의 그림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준다.

유럽을 흔들었던 강력한 꽃, 튤립
1630년대 유럽에서 튤립 한 뿌리는 황소 465마리와 맞먹는 엄청난 가격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러고도 가격은 멈출 줄 모르고 품귀현상
을 이루며 한동안 더 높게 치솟았다는 것이다. 고결하고 우아해 보이는 튤립
의 원산지는 터키지만 네덜란드가 더 유명하다. 암스테르담에서 약 35km 떨
어진 큐켄호프에서 열리는 튤립 축제는 세계 최대의 규모로, 3월 23일부터 약
2달간 튤립을 비롯해 수선화, 카네이션, 프리지어 등 수백 가지의 봄꽃을 모두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네덜란드에 이어, 또 하나의 세계적인 규모의 튤립 축제는 캐나다 오타와다.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네덜란드 여왕이 피난처를 제공한 오타와에 감사
의 뜻으로 10만 개의 튤립 구근을 선물한 것이 계기가 됐다. 리도 운하를 끼
고 15km에 걸쳐 이어지는 튤립 루트는 장관이다. 올해는 5월 12일부터 23일
까지 열리는데 플라워쇼, 조각공원, 공연과 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
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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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의 원조 보라색 라벤더의 물결
자연에서 온 치료제로 불리는 허브 중에서 라벤더는 신경안정과 불면증에 효
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과거 고대 로마 사람들은 욕조 안에 라벤더
를 넣어 목욕을 하고, 두통이 있을 때는 모자에 라벤더 꽃을 꽂아 머리를 맑
게 했다고 한다. 예쁜 것뿐 아니라 효과가 좋은 라벤더의 최대 산지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바위산에 자리 잡은 성채 마을 고르드를 중심으로 퍼져있
다.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시작되는 5월부터 2만 헥타르에 달하는 넓은 대지
는 초록빛에서 보라색으로 물들어 한여름까지 장관을 이룬다.
세계적인 인상파 화가들의 발목을 잡았을 만큼 프랑스에서 가장 좋은 날씨와
역사 유적지, 건강하고 맛있는 먹을거리가 가득해 최고의 여행지로 꼽히는 곳
이지만, 라벤더가 필 때는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오로지 보라색 라벤더의 물
결 그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된다.

신의 물방울을 만들어주는 겨자꽃
와인 종주국을 자처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위협하기도 하며 때로는 앞서기까
지 하는,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로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를 빼놓을 수는 없다.
뜨거운 태양 아래 이곳의 포도나무들은 무척이나 알차고 두꺼우면서도 촘촘한 포
도알을 맺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파밸리의 포도는 당도가 높다.
이렇게 품질 좋은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 나파밸리에서는 먼저 포도나무의 두렁사
이에 겨자를 심어 2월부터 4월엔 포도밭이 노란 겨자 꽃밭으로 바뀐다. 겨자의 알
칼리 성분이 포도나무 성장에 도움을 주는 비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대신 겨자를 심는 것이다. 이때 열리는 겨자축제(Napa Valley Mustard
Festival)에서는 질 좋은 일명 ‘컬트 와인’을 즐기며 노란색 겨자꽃으로 물든 평원을
한가롭게 거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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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piece

공간을 가꾸는
센티멘털 인테리어

프로방스의 자연을 들여오다, 록시땅
L ’ O C C I T A N E

E N

P R O V E N C E

프랑스 프로방스에서 탄생한 자연주의 화장품 록시땅은 그들
의 철학을 디퓨저와 캔들에도 꼼꼼히 담았다. 로즈나 버베나 등

명품과 공산품의 차이는 작은 ‘섬세함’의 차이라고 한다.

의 향기는 온 집안에 산들바람이 불고 초록이 싱그러운 정원 한

재료, 품질, 과정은 물론 패키징까지 비슷한 반열에 올랐어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불어 넣는다. 홈 퍼퓸 하나가 프로

아주 작은 부분의 차이가 명품의 관문을 통과하는지 못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인테리어에 있어서 이 ‘섬세함’의 차이는 감성을 자극하는 ‘향기’로 대변된다.
보기 좋은 인테리어 정도로 머무르는지,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센티멘털 인테리어’가 되는지를 결정짓는 것이다.
에디터 진윤숙 / 자료협조 각 브랜드

L’OCCITANE
MAS DES ROSES

방스의 봄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봄에는 심신에 활력

L’OCCITANE
MAS DES LAVANDES

을 불어넣는 버베나나 릴렉싱 효과가 있는 라벤더, 장미 정원을
거니는 듯한 로즈 캔들이 적당하다. 디퓨저의 경우 심플한 유리
케이스에 향기를 리필하며 즐길 수 있는 타입으로 홈 퍼퓸 디퓨
저 세트가 출시되었다. 윈터 포리스트, 라벤더, 달콤한 캔디드 프
루트, 상쾌한 버베나, 싱그러운 꽃향기 화이트 블라썸으로 구성

JO MALONE
Lime Basil&Mandarin Room Spray

된 아로마 향은 공간을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채워준다. 한
번 사용으로 보통 2~4주간 향이 지속한다.

독특한 이야기와 영감을 말하다, 조 말론 런던
J

O

M

A

L

O

N

E

L

O

N

D

O

N

영국에서 ‘고급 주택가에 가고 싶다면 조 말론 런던 매장을 찾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국 상류층이 애용하는 브랜드 조 말
론. 최상의 성분만을 사용해 수제로 제작하고, 정통 영국 유산
과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만큼 우아한 향과 매력을 지녔
JO MALONE
Lime Basil&Mandarin diffuser

다. 조 말론 런던의 매력이 이제 공간에도 닿았다. 평온하면서도
사교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홈 캔들이나 센트 서라운

사람의 감각 중 후각이란 감각은 참 독특하다. 다른 감각들은 모두 시상이라는 중간

드 디퓨저가 제격이다. 즉각적으로 실내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

과정을 거쳐 대뇌로 가는데, 후각은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로 바로 간다. 그래서

면 룸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된다. 향은 과일 향의 프루티 계열,

냄새는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꽃향기가 나는 플로랄 계열, 우디 계열 등 다양해 취향에 따라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보면 주인공은 홍차에 적신 마들렌을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라임 바질 앤 만다린 향의 경우 조 말

입에 문 순간 그 냄새로 어린 시절의 모든 것들이 떠오르게 된다. 냄새가 과거를 기억하

론 런던의 시그니처 향으로 상큼한 라임 향에 톡 쏘는 바질, 백

게 하고, 감성을 자극해 다른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다.

리향이 더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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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상류사회가 선택한 비밀의 향, 딥티크
d
Feu de bois
colored candle

i

p

t

y

q

u

e

p

a

r

i

s

다른 브랜드의 디퓨저나 캔들이 화장품이나 향수를 기반으로 하여
제품이 추가된 경우가 많지만, 딥티크는 태생부터 향초로 시작
해 향수가 5년 뒤에 나왔다. 평균 50~70여 시간을 태울 수 있는
딥티크의 향초들은 한 가지 그 고유의 향을 충분히 즐기라고 권
하지만, 좀 더 창조적인 향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향초를 함께 경험하길 권한다. 같은 그룹이 아닌 다른
계열의 향이 어우러질 때 릴렉싱 효과를 더욱 느낄 수 있기 때
문이다. 모래시계 원리를 응용해 스틱이 없어도 향을 발산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디퓨저는 향뿐 아니라 형태로 충분한 인테리

Pack_Bougie_
Rosamundi

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올해 봄엔 3년 전 뜨거운 반응을 거뒀
던 프로방스의 풍성한 장미향을 담은 로사 문디 캔들을 다시
선보인다. 로사 문디는 질투에 사로잡힌 왕비에 의해 독살당한
영국 헨리 2세의 정부 로사문드 클리포드에서 따온 이름이다.
조향이 아닌 디자인과 홈 데코레이션을 전공한 세 명의 친구가
세운 회사 답게 캔들 보틀을 감싸는 페이퍼 장식은 캔들이 타
는 동안 빛이 투과하도록 고안되어 공간의 품격을 완성하는 인
테리어 소품으로도 탁월하다.

Baies
Boite_Bougie_Baies

Feu de bois giant candle

Tubereuse
rouge colored
c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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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lla Hotels & Resorts
Singapore

KALPAK이 제안하는
[2인 출발] 싱가포르 센토사 휴양, 관광 5일
출발 매일
일정 인천– 싱가포르(3)–기내(1)–인천
가격 \ 2,700,000~
문의 02. 726. 5704

카펠라 호텔 & 리조트,
싱가포르

자연과
하나되는
프라이버시를
누리다
동남아시아 도시 특유의 활기, 화려함과 동시
에 깨끗한 거리와 자연환경 조성에 감탄하게
되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코 싱가포르다. 어디
에선가 항상 축제가 벌어지는 즐거운 이곳에
서 조금만 걸어나가면 푸른 바다가 열려있고,
열대의 나무에 둘러싸여 고즈넉이 쉴 수 있
는 곳이 센토사섬의 카펠라다. KALPAK을 통
해 카펠라를 이용할 경우 3박시 2박 요금을
적용받아 약 9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에디터 진윤숙
자료제공 카펠라 호텔 & 리조트

www.capellahotels.com/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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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개만 있는 카펠라의 원 베드룸 빌라의 내부는 객실과 거실, 욕실로 구성되어
있고, 유리로 되어 있는 전면의 창을 열고 나가면 외부엔 객실 전용 수영장과 야외
레인 샤워, 선베드가 놓인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다. 야외는 침실이나, 거실, 욕실 모
두와 접해있어 편리하고, 밤에는 침대 옆 터치 패널 컨트롤로 조명, 에어컨을 비롯
해 거실부터 욕실까지 모든 블라인드가 단계별로 여닫을 수 있어 편리하다.

싱가포르의 문화와 개성, 최상의 서비스가 담긴 카펠라
30에이커 규모의 초록빛 넓은 대지 언덕 위에 평화롭게 위치한 새하얀 카펠라는
식민지 시절의 유산과 현대적 건축물로서의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다. 이곳에서는
3층의 계단식으로 나뉜 넓은 수영장도 좋지만 특히 싱가포르에서 최고로 꼽히는
오리가 스파(Auriga Spa)를 추천한다. 오리가 스파에서는 달의 주기를 바탕으로 뉴
문, 왁싱문, 워닝문 등의 시그니처 트리트먼트를 받을 수 있다.

1

2

3

4

자연 속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원 베드룸 빌라
위치와 입지조건, 어메니티, 부대시설, 레스토랑, 객실별 컨시어지 서비스 등 카펠라
호텔은 장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싱가포르의 호텔 중 객실이 가
장 넓다는 것과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특히 별도의 독립된 빌
라로 꾸며진 원 베드룸 혹은 투 베드룸 빌라는 게스트룸이 모여있는 객실 동과 떨
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빌라 사이도 울창한 나무들이 벽을 만들어 완벽히 투
숙객들만의 평화로운 휴식을 가능하게 한다.

1 독립적인 빌라로 꾸며진 원 베드룸
빌라. 싱가포르에서 가장 넒고, 프라이
버시가 보장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2 카펠라 호텔 & 리조트의 어메니티
3 넓은 창으로 밝고 시원한 분위기의
욕실

4 거실과 별도의 정원과 수영장을 갖
춘 컨템포러리 매너(Contemporary

Ma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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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Choice

Banyan Tree Lang Co Hotels & Resorts

KALPAK이 제안하는
[Golf 또는 Spa] 다낭 반얀트리 라군풀빌라 5일

Vietnam

일정 인천–다낭(3)–기내(1)–인천

출발 매일
가격 \ 1,800,000~
문의 02. 726. 5705

반얀트리 랑코 호텔 & 리조트,
베트남

꿈꾸던
완벽한
치유와 휴식을
찾다
베트남 왕조의 마지막 수도 후에, 휴양도시
다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호이
안으로 이어지는 찬란한 문화를 가장 잘 즐
길 수 있는 곳. 웅장한 쯔엉선 산맥, 초승달
모양의 해변과 열대 우림. 문화와 자연이 어
우러진 이 파라다이스는 반얀트리 랑코다.

KALPAK을 통해 이용할 경우 18시 무료 레이
트 체크아웃과 스파 또는 골프를 투숙기간
중 1회 즐길 수 있다. 3월 31일까지 출발 고
객에 한 해 벤츠 골프백 휠 항공 커버[선착순

50쌍]를 받을 수 있다.
에디터 진윤숙
자료제공 반얀트리 랑코 호텔 & 리조트

www.banyantree.com/en/ap-vietnam-lang-co

80 2017 SPRING

KALPAK CLASS 81

전문 스파 테라피스트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반얀트리 스파
세계적인 럭셔리 리조트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반얀트리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자
연 친화적인 독특한 건축양식과 높은 천장, 고급스럽고 세련된 가구로 꾸민 아름
다운 인테리어다. 전 객실이 풀 빌라인 반얀트리 랑코의 또 다른 최고 장점으로 스
파를 빼놓을 수 없다. 반얀트리는 태국 푸켓, 인도네시아 빈탄, 중국 리장 등에 ‘반
얀트리 스파 아카데미를 두고 이곳에서 유서 깊은 아시아의 스파 전통을 익힌 그
들만의 특별한 스파 테라피스트를 배출한다.

1

2

4

3

반얀트리 랑코의 스파는 푸룬, 판다누스, 나비 완두콩 같은 열대지방에서 추출한
신선하고 향긋한 성분을 재료로 각 개인에 맞춰 테라피스트가 적절하게 배합해
사용한다. 보통 3단계로 제공되는 스파 패키지에서는 1단계로 허브 파우치를 사용
해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고 옥으로 얼굴을 마사지한다. 이후 판다누스 목욕으로
심신을 이완해준 다음 바디스크럽과 레인샤워로 마무리하면 완벽한 평온함을 얻
게 된다.
1 라군 풀빌라 객실 내부. 밝은 외부
의 빛을 받으면서도 실내는 편히 쉴
수 있는 안정된 분위기다.

2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의 시들링

인체 해부학, 전통과 현대적 방법이 조화된 마사지 기법, 피부 개선 등의 인체에 대
한 지식과 허브와 향신료에 대해 최소 350시간 이상의 교육을 거친 반얀트리 테라

레스토랑

피스트가 상주하는 스파는 다낭의 반얀트리 랑코 외에도 태국의 반얀트리 푸켓,

3 반얀트리 랑코가 자랑하는 스파

반얀트리 방콕, 인도네시아의 반얀트리 발리와 반얀트리 세이셸에서도 만날 수 있

의 트리트먼트 룸 내부

4 각 개인에 맞춰 단계별로 제공되
는 반얀트리 랑코 스파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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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과 자연스러운 평온함의 부드러운 조화

다. 힐링이 필요할 때, 몸과 마음을 치유받고 싶을 때 프라이빗 스파룸에서 진정한
휴식으로 에너지를 충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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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Choice

Four Seasons Hotel Kyoto

KALPAK이 제안하는
교토 포시즌(Four Seasons)호텔 자유 3일

Japan

일정 김포– 간사이–교토(2)– 간사이–김포

출발 매일
가격 \1,650,000~
문의 02. 726. 5707

포시즌스 호텔 교토,
일본

일본
전통과
현대 감성이
만나다
천년의 고도 교토에 일본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명소가 작년 가을 새롭게 문을 열
었다. 오픈 전부터 많은 사람의 기대를 모았
던 교토 포시즌이 그 주인공이다. 교토 포시
즌은 벚꽃으로 화사한 봄, 초록빛이 싱그러
운 여름, 단풍으로 곱게 물드는 가을, 고요한
겨울까지 각 계절별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녹아든 일본 전통에 모던한 감성이 결합되어
있는 독특한 곳이다. 특히 포시즌만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여행의 재미를 더한다.
에디터 진윤숙
자료제공 포시즌스 호텔 교토

www.fourseasons.com/ky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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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역사와 벚꽃이 어우러지는 교토 히가시마야의 봄

1 사계절 모두 아름답지만 특히 4

1000년 역사의 사찰이나 신사가 2,000여 개가 넘을 만큼 일본 역사를 품고 있는

기요미즈데라 사원.

교토에서 역사만큼이나 유명한 것은 벚꽃이다. 대개 3월 말부터 꽃망울을 터뜨리
기 시작하는 벚꽃은 도지 절의 5층탑이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니

월의 벚꽃으로 유명한 히가시야마

2 수영과 함께 휴식이 가능한 포시
즌 교토 실내수영장

3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포시즌 교

조성에서 절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니조성 성안 가득한 야생 벚꽃과 올벚나무

토의 스파 싱글 트리트먼트 룸

등 50여 종 400여 그루의 벚나무가 모두 꽃망울을 터뜨리면 감탄사 이외엔 말을

4 서양과 동양 인테리어의 장점이

잊게 된다.

결합된 포시즌 교토의 디럭스 가든
뷰 객실

2
1

3

4

봄 벚꽃의 찬란함과 가을 단풍의 우아함, 그리고 천년고도 교토의 고즈넉함은 교
토 포시즌에도 풍성하게 담겨있다. 800년이나 된 유서 깊은 연못 정원 이케니와
를 가운데 두고 햇빛이 잘 드는 테라스와 산책로, 유리 다리가 배치되어 정원의 꽃
과 나무들은 계절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있고, 객실은 천정부터 바닥까지
통유리로 된 대형 창문을 통해 묘호인 절의 고즈넉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역사, 문화, 디자인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교토 포시즌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 리조트 그룹인 포시즌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고객이 단순
한 투숙객으로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침 일찍 정신을 맑게 해주는 선 명상을 비롯해 도예교
실, 히가시마야 대나무길 인력거 체험, 호즈가와 강 뱃놀이 등 교토 여행의 핵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호텔 내에서도 주말 오후엔 연못 정원 옆 티 하우스에서 다
도 교실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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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KALPAK
COLLECTION

Collections of 2017 SPRING

ITEMS OF INCLUSION
프레스티지
자유휴양
관광&휴양
가족여행
자유여행
휴양&골프
롯지&휴양
롯지&골프

KALPAK Collection

프레스티지

삶이 다르면

KALPAK 여행이란?

여행도
달라야 합니다

(KAL + PACKAGE)은 현재 한진관광 VIP 전담부서인 KALPAK을 통해 고객 여

진정한 여행다운 여행을 제공해드리고자 1995년 대한항공에 의해 탄생한 KALPAK

자유휴양

관광&휴양

가족여행

자유여행

휴양&골프

SOUTHEAST ASIA

롯지&휴양

롯지&골프

※ 이 외의 상품이나 일정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남아시아 문의 : 02) 726-5704, 5705, 5710 / 날짜별로 요금 상이

러분께 특화된 고품격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년을 지나오는 동안
KALPAK은 세계 럭셔리 여행시장을 선도하는 최상급 호텔 그룹과 업무 공조를 통
해 경쟁력 있는 가격과 최적화된 조건으로 검증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VIP 고객님들께 인정받고 있습니다. KALPAK은 특화된 품질의 여행
상품 외에도 고객님의 취향과 감성에 맞춘 다양한 테마여행 상품도 지속적으로 개발
판매함으로써 고객님들의 예술적 필요까지 충족시켜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ALPAK과 함께 더욱 즐겁고 편안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ROYAL COLLECTION
아름다운 자유여행의 시작
VIP 고객들만을 위한 KALPAK의 맞춤형
여행, Royal Collection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 726. 5800
•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7
대한항공빌딩 6층 KALPAK팀

Royal Collection 견적 및 예약 절차

다낭 FOUR SEASONS 리조트 자유 6일

홍콩 PENINSULA 자유 3일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브랜드인 GHM 중 유일하게 베트남에 자리했던 남하이 리조

구룡반도에 위치한 세계 최고 호텔인 페닌슐라 호텔의 Deluxe Room을 이용하며

트가 2016년 12월 20일에 다낭 포시즌 리조트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세계문화유

홍콩의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입니다. 페닌슐라 호텔은 홍콩

산으로 등재된 호이안과 다낭 사이에 위치한 다낭 포시즌은 완벽한 프라이버시와

의 대표적인 No.1 랜드마크 호텔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럭셔리 호텔입니다.
KALAPK 고객 분들께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홍콩 페닌슐라 호텔을 꼭 경험해 보시
기 바랍니다.

편안함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베트남 전통 건축 양식과 남중국해의 평화롭고 아름
다운 뷰를 자랑하는 포시즌 리조트를 KALPAK에서 만나보세요.

• 출발 매일

• 일정 다낭(4)-기내(1)

• 가격 ￦2,550,000~

• 출발 매일

• 일정 홍콩(2)

• 가격 ￦1,240,000~

KALPAK의 여행 안내
해외 여행자 보험 :

발리 BANYAN TREE 자유 5일

홍콩 THE UPPER HOUSE 자유 3일

치앙마이 FOUR SEASONS 리조트 5일

KALPAK에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최고 3억 원까지 보상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보험
약관에 의거해 신속한 보상 처리를 약속합니다.

출발 매일

출발 매일

출발 매일

일정 발리(3)–기내(1)

일정 홍콩(2)

일정 치앙마이(3)–기내(1)

한 출발일, 여행기간, 항공 및 호텔 등

서비스 조건 :

가격 \2,600,000~

가격 \1,370,000~

가격 \1,950,000~

급 등 일반적인 여행 관련 정보를 확

호텔, 식사, 가이드, 운송 등 여행 중 서비스 내용이 계약 내용과 상이할 경우, KALPAK의 담당직원에게 연락주시면

발리 AMANKILA 자유 5일

홍콩 FOURSEASONS자유 3일

[특가] 싱가포르 센토사 CAPELLA 자유 5일

절차로 인해 처리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출발 매일

출발 매일

출발 매일

일정 발리(3)–기내(1)

일정 홍콩(2)

일정 싱가포르(3)–기내(1)

KALPAK이 추구하는 여행

가격 \2,950,000~

가격 \1,260,000~

가격 \1,760,000~

다낭 BANYAN TREE LANG CO 라군풀빌라 자유 5일

홍콩 PENINSULA+마카오 FOUR SEASONS 자유 5일

푸켓 BANYAN TREE 5일

출발 매일

출발 매일

출발 매일

일정 다낭(3)–기내(1)

일정 홍콩(2)–마카오(2)

일정 푸켓(3)–기내(1)

가격 \1,790,000~

가격 \2,450,000~

가격 \2,490,000~

1. 여행 문의
선호하는 여행지 혹은 여행상품에 관

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2. 여행 일정 및 견적
여행 일정 및 견적은 상담 후

3일 이내에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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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불편사항을 바로 처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 조건이 다르다고 확인될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당사
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보증제에 의거해 배상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 종료 후의 문제 제기는 현지 확인

1. 세계적인 명성의 럭셔리 호텔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여행
2. 그 지역만의 문화를 배경으로 품격 있는 레스토랑에서의 현지식 음식문화를 체험하는 여행
3. 고객님만의 기호를 고려하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일정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행
4. 그 지역 문화에 흠뻑 취할 수 있도록 여유로우면서 차별화된 코스로 구성된 여행
5. 사회적 수준까지 고려한 여행객 구성으로 단체관광이 좋은 만남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즐거운 여행

등 주요 진행사항 확정 후 안내문과
자료 등을 발송해드립니다.

6. 해피콜 진행
여행 종료 후 3일 이내에 고객님의
여행 관련 만족도를 여쭤보는 해피콜
을 실시합니다.

KALPAK의 약속
1. 엄선된 최고급 호텔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2. 숨은 비용이 없습니다.
3. 여행 중 고객님의 동의 없이 어떠한 쇼핑이나 옵션상품도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습니다.
4. 보는 여행이 아닌 느끼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알찬 일정을 제공합니다.
5. 서비스보증제와 서비스실명제를 실시하여 고객과의 약속을 소중히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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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랑 AMANOI 자유 5일

파말리칸 아일랜드 AMANPULO 4일

출발 매주 수, 목, 일

출발 매일

일정 나트랑(3)–기내(1)

일정 마닐라–파말리칸(3)–마닐라

가격 \2,900,000~

가격 \4,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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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

JAPAN

[프레스티지 탑승]
교토 HYATT REGENCY 자유 3일

일본 문의 : 02) 726-5707, 5708, 5710 / 날짜별로 요금 상이

자유휴양

관광&휴양

가족여행

자유여행

GUAM & OCEANIA
[부산 출발] 괌 DUSIT THANI 자유 5일

[2인 출발] 호주 시드니, 멜버른 6일

출발 매일

출발 매일

출발 매주 수, 목, 일

출발 매주 수

일정 하네다–이토(2)–하네다

일정 간사이-오사카(2)–간사이

일정 기내(1)–괌(3)

일정 기내(1)– 시드니(2)–멜버른(2)

가격 \2,650,000~

가격 \1,130,000~

가격 \1,650,000~

가격 \5,900,000~

[프레스티지 탑승]

규슈 카이아소(界 阿蘇) 료칸 3일

[부산 출발] 괌 HYATT REGENCY 자유 5일

고마쓰 카요테이 료칸 자유 3일

출발 매일

출발 매주 수, 목, 일

[4인 출발] 뉴질랜드 남북섬 10일
(밀포드사운드,마운트쿡)

출발 매주 수, 금

일정 후쿠오카-코코노에(2)–후쿠오카

일정 기내(1)–괌(3)

출발 매주 수

일정 고마쓰(2)

가격 \2,450,000~

가격 \1,560,000~

일정 기내(1)– 오클랜드(1)–로토루아– 타우포(1)–

가격 \2,500,000~

괌 HYATT REGENCY 자유 5일

크라이스트처치–윈드위슬(1)–마운트쿡(1)–

투몬만에 자리한 하얏트 리젠시는 히비스커스 꽃과

홋카이도 긴린소 료칸 자유 3일

괌 DUSIT THANI 자유 5일

출발 매일

제공되는 프리미엄 플러스 혜택인 리젠시 클럽룸 이

출발 매일

교토 국립박물관 부근에 있으며 교토역 및 여러 관광

고마쓰 베니야
무카유 료칸 자유 3일

일정 신치토세-오타루(2)–신치토세

용, 공항과 호텔간 호텔 차량 서비스를 통해 더욱 특별

일정 괌(4)

지 접근성이 좋은 호텔입니다.

출발 매주 수, 금

가격 \2,050,000~

한 여행을 경험해 보십시오.

가격 \1,830,000~

• 출발 매일
• 일정 교토(2)
￦
• 가격 1,450,000~

일정 고마쓰(2)

• 출발 매일

가격 \1,870,000~

CHINA
[자유휴양]
광저우 IMPERIAL SPRINGS 3일

황제의 도시를 가다,
베이징 3일

출발 매일

출발 매일

일정 광저우(2)

일정 북경(2)

가격 \1,500,000~

가격 \3,250,000~

상하이 FOUR SEASONS AT PUDONG 자유 3일
출발 매일

서정의 뜰이 열리는 곳,
베이징 AMAN AT SUMMER PALACE 4일

일정 상하이(2)

출발 매일

가격 \900,000~

일정 베이징(3)
가격 \4,000,000~

문하는 최고급 호텔 페닌슐라 상하이에서 여유로운 휴

역사와 낭만의 도시를 산책하다,
상하이&항저우 4일

항저우 AMANFAYUN 자유 3일

가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매일

출발 매일

• 출발 매일
• 일정 상하이(2)
• 가격 ￦820,000~

일정 상하이(1)–항주/상하이(1)–주장/상하이(1)

일정 항저우(2)

가격 \4,400,000~

가격 \2,150,000~

기를 자랑합니다. 푸틴 등 각국 정상 및 유명인사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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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타운(1)– 밀포드사운드–퀸즈타운(2)– 오클랜드(1)
가격 \12,900,000~

• 일정 괌(4)

• 가격 ￦1,560,000~

일본 문의 : 02) 726-5702, 5709, 5715 / 날짜별로 요금 상이

건물의 대표적인 랜드 마크로 아름다운 HUANGPU강이
내려다 보이는 페닌슐라 호텔은 우아하며 세련된 분위

※ 이 외의 상품이나 일정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사카 ST. REGIS 자유 3일

과 교토의 고즈넉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호텔로 특

아시아의 가장 스타일리쉬한 도시, 상하이의 클래식한

롯지&골프

괌, 대양주 문의 : 02-726-5714, 5715 / 날짜별로 요금 상이

120여 종의 열대 식물로 조경되어 마치 숲속의 궁전같
은 분위기를 안겨주는 리조트입니다. KALPAK에서만

상하이 THE PENINSULA 자유 3일

롯지&휴양

이토 료쿠유 료칸 자유 3일

일본 문화의 중심지 교토에 있으며 하얏트만의 모던함
히 기모노 천을 사용한 인테리어가 특징인 곳입니다.

휴양&골프

LATIN AMERICA

중남미 문의 02) 726-5704 / 날짜별로 요금 상이

[KALPAK] 멕시코 + 쿠바 기행 11일
출발 매주 금
일정 LA경유–멕시코시티(2)–아바나– 바라데로(2)–
아바나(2)– 칸쿤(2)–LA경유

[SEMI*KALPAK] [프레스티지 탑승] 중남미 일주 4개국 13일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도시 칸쿤에서는 고대 마야 문명과 휴양을, 그리고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이과수 폭포
에서는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미스테리한 고대 잉카 문명이 살아숨쉬는 페루의 마추피추
까지 잉카, 마야 문명을 한눈에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 출발 매주 수
• 일정 로스앤젤레스(경유)– 멕시코시티(1) – 칸쿤(2) – 리마(1) – 우루밤바(2)–
–
리마(1) 이과수(2)– 리오데자네이로(1) – 휴스턴(경유)
• 가격 ￦25,000,000~

KALPAK CLASS 93

가격 ￦ 17,900,000~

프레스티지

NORTH AMERICA & HAWAII

미주•하와이 문의 02) 726-5715 / 날짜별로 요금 상이

[GOLF 2회] 오아후 FOUR SEASONS 6일
1989년에 오픈된 코스, 오아후 섬 최고 골프 코스로 알려진 코올리나는 주변의 아
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멋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하와이에서 반드시 가볼만한
코스 중 하나입니다. 1990년 테드 로빈슨(Ted Robinson)에 의해 설계되어 오아후
섬 PGA, LPGA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활기찬 하와이 섬 오아후에서의 상징적인 경험을 18홀 골프 라운딩과 함께 만
끽해 보십시오.

• 출발 매일 • 일정 호놀룰루/코올리나(4)-호놀룰루/기내(1) • 가격 ￦5,150,000~

자유휴양

관광&휴양

가족여행

자유여행

휴양&골프

롯지&휴양

EUROPE

롯지&골프

※ 이 외의 상품이나 일정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문의 : 02) 726-5703, 5709 / 날짜별로 요금 상이

[프레스티지 탑승]
라나이 FOUR SEASONS, 오아후 FOUR SEASONS 자유 6일

[4인 출발] 태양과 정열의 나라, 스페인 일주 9일

[4인 출발] 알프스가 빚어내는 낭만, 스위스 일주 9일

다양한 문화와 유적으로 여러 색의 빛을 담고 있는 나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부터

알프스 산맥을 따라 그림 같은 동화의 마을과 알프스의 영봉들을 감상할 수 있는

하와이 다도해의 중심에 위치한 라나이 섬은 장엄한 해안과 고지대 숲으로 이루어

플라멩코의 도시 세비야, 고급 휴양지 해변인 말라가의 에스테포나, 남부 안달루시

상품입니다. 신들의 여왕 리기산,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 해발 4,478m 케이블카로

아 지방, 그리고 세계적 건축가 가우디의 건축물을 만나 볼 수 있는 바르셀로나까지.

등정하는 마테호른으로부터 자연의 생명력을 느껴봅니다. 또한, 유네스코 문화유

진 깨끗 하기로 소문난 천연자원의 파라다이스입니다. 해안은 하얀 모래, 용암 바위
들과 크리스털같이 투명한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와이에서의 완벽한 휴식을
럭셔리 체인 포시즌 리조트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출발 매주 금 • 일정 호놀룰루(경유)-라나이(2)-코올리나(2)-호놀룰루/기내(1)
• 가격 ￦4,700,000~

눈부신 햇살과 투우와 축구의 열기로 열정이 가득한 스페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산 카스텔 그란데성, 레만 호수의 그림 같은 마을 몽트뢰, 올림픽의 도시 로잔까지.

색 문화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KALPAK 추천 프로그램을 4인 출발 기준으로 만나 볼

KALPAK과 함께 스위스의 모든 것을 최고의 서비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 출발 매주 화, 목, 토
• 일정 취리히(1)-루체른/인터라켄(2)-베른/로잔/몽
트뢰(2)-체르마트(1)-안데르마트/로카르노/벨린쪼나/루가노(1)-취리히-기내(1)
• 가격 ￦12,900,000~

• 출발 매주 토
• 일정 파리(경유)-바르셀로나(2)-그라나다(1)-말라가/마르
베야(1)-세비야(1)-톨레도/세고비아/마드리드(2)-기내(1) • 가격 ￦11,700,000 ~

[프레스티지 탑승]
유타 AMANGIRI 자유 7일

[프레스티지 탑승] 뉴욕 PARK HYATT 자유 4일
출발 매일

[KE비즈니스탑승] 세상 모든 자연을 담은
빅아일랜드, FOUR SEASONS 3박 5일

출발 매주 월

일정 뉴욕(2)–기내(1)

출발 매일

[4인 출발] 서유럽 4개국 9일
(이태리, 스위스, 프랑스, 영국)

[2인 출발]100년 전통의 럭셔리 휴양지 EVIAN
RESORT 자유 6일

[4인 출발] 동유럽 3개국 9일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일정 라스베가스(1)–

가격 \8,400,000~

일정 호놀룰루(경유)–빅아일랜드(3)–기내(1)

출발 매주 화, 목, 토

출발 매일

출발 매주 월, 수, 토

가격 \4,900,000~

일정 로마(2)–인터라켄(2)–파리(2)–런던(1)–기내(1)

일정 파리(경유)–제네바–에비앙(4)–

일정 프라하(2)-체스키크룸로프/잘츠부르크(2)-할슈

가격 \12,900,000~

제네바–파리(경유)-기내(1)

타트/비엔나(2)-부다페스트(1)-프라하(경유)-기내(1)

가격 \5,900,000~

가격 \11,900,000~

캐년포인트(아만기리)(3)–기내(2)
가격 \9,800,000~

[프레스티지 탑승] 아치스 국립공원,
소렐 자유 7일
출발 매주 월

[2인 출발] 미동부 9일(워싱턴,보스턴,뉴욕)
일정 워싱턴(2)–버팔로/나이아가라/보스턴(2)–

빅아일랜드
FAIRMONT ORCHID 라운딩 6일

뉴욕(3)–기내(1)

출발 매일

[4인 출발] 중세도시 탐방,
이탈리아 중북부 일주 10일

[2인 출발] 스위스 하이라이트 투어 7일

[4인 출발] 오스트리아 일주 9일

가격 \29,900,000~

일정 호놀룰루(경유)–마우이(4)–기내(1)

출발 매주 월, 수, 금

출발 매주 목, 토

출발 매주 월, 수, 목, 금, 토

가격 \4,600,000~

일정 밀라노(2)–베로나–베네치아(1)–피렌체(2)–

일정 취리히(1)–루체른(1)–인터라켄(2)–

일정 비엔나(2)–뒤른슈타인(1)–멜크/그라츠(1)–

산지미냐노–시에나–나폴리/폼페이/소렌토–티볼리

몽트뢰/베른(1)–취리히/기내(1)

할슈타트/잘츠카머구트/잘츠부르크(2)–

–로마(3)–기내(1)
가격 \12,400,000~

가격 \12,200,000~

베르히테스가덴/인스부르크/텔프스(1)–

골프

출발 매주 수

일정 로스앤젤레스/솔트레이크시티(1)–
모압/아치스국립공원(3)–
솔트레이크시티/로스앤젤레스–기내(2)

[호텔ONLY] 오아후 FOUR SEASONS

가격 \8,500,000~

출발 매일

[프레스티지 탑승]
시카고 PENINSULA 자유 4일

일정 호놀룰루(1)

[KE비즈니스탑승] 환상의 파라다이스,
라나이 FOUR SEASONS 4박 6일

가격 \770,000~

출발 매일
일정 호놀룰루(경유)–라나이(4)–기내(1)
가격 \5,400,000~

[4인 출발] 달콤한 태양이 머무는 시간,
숨겨진 보석 이태리 일주 10일

비엔나(경유)– 기내(1)

[4인 출발] 영국 속의 또다른 영국,
스코틀랜드 일주 9일

가격 \11,400,000~

[4인 출발] 지중해의 보석, 스페인 & 모로코 9일

출발 매일

출발 매일

[호텔ONLY] 마우이 FOUR SEASONS

출발 매주 화, 목, 토

일정 런던(경유)–에든버러(2)–펜케이틀란드–

출발 매주 토

일정 시카고(2)–기내(1)

출발 매일

일정 밀라노-코모(2)–포르토피노(1)–시에나(2)–퓨지

에든버러-인버네스(1)–네스호-포트윌리엄(2)–

일정 마드리드(2)-바르셀로나(2)-마라케시(2)-라바

가격 \7,300,000~

일정 마우이(1)

(1)–아말피(2)–로마–기내(1)
가격 \17,500,000~

퍼스셔(1)–스털링-글래스고(1)–런던(경유)–기내(1)

트/카사블랑카(1)-런던(경유)-기내(1)

가격 \11,500,000~

가격 \11,900,000~

가격 \1,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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