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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가나가와의 거대한 파도 (The Great Wave of Kanagawa)
가쓰시카 호쿠사이 [Katsushika Hokusai, 葛飾北斎, 1760~1849]

1830~1832년경, 니시키에 판화, 25.5X37.5cm, 기메 국립 아시아 미술관, 프랑스

엄청나게 큰 파도가 화면을 가득 메우고 그사이 작은 세 척의 배에 탄 선원들은 몸을 잔
뜩 웅크리고 있고, 멀리 보이는 후지산은 이 상황과 반대로 고요합니다.
이 작품은 에도시대 대표 목판화가 가쓰시카 호쿠사이가 70대를 넘어 연작한 <후지산
36경>의 첫 작품이자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열 네 살부터 미술교육을 받았고 판화와
묵화로 일본을 넘어 유럽의 모네, 반 고흐 같은 작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예술가
였지만, 그는 스스로 70세가 되어 자신의 작품이 비로소 나아졌고 그 이전에 제작한 것들
은 미술적인 가치가 없다고 여겼답니다.
그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열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확의 계절이니 조금 마음
을 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가을에 그의 ‘열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봅니다.
6 2017 AUTUMN

What’s
New?
설레브리티가 사랑한
로맨틱 허니문

아만와나

Amanwana

[허니문] 발리 아마누사(Amanusa),
모요섬 아만와나(Amanwana) 자유 6일
출발 매주 토, 월
일정 인천-발리(2)-모요아일랜드(2)-발리-기내(1)-인천
가격 ₩2,790,000~
문의 02. 726. 5706
포함사항
• 인천-덴파사르 발리 대한항공 직항
• 대한항공 일반석 그룹항공권 기준으로 항공 마일리지
80% 적립
• 덴파사르 발리 - 숨바와 구간 트랜스누사 현지 국내선 이용
• 아마누사(Amanusa Resort) - 가든 스위트 (Garden Suite)
2 박 기준, 리조트 조식 포함 (주문식)
• 아만와나(Amanwana Resort) - 정글 텐트 (Jungle Tent)
2 박 기준, 리조트 내 전식 포함 (주문식)

발리 동쪽, 극히 소수의 사람만 경험해본 보석 같은 지상낙원 모요 섬.

높게 올린 대나무 지붕 아래 오픈에어 파빌리온에서 식사를 하거나 타

무인도에 가까운 모요 섬은 섬 전체가 해양보존지역으로 태초 자연 그

마린느 나무 아래 마련된 정글코브 스파에서 여유 있게 바디스크럽이

대로의 때 묻지 않은 숲과 바닥이 훤히 보이는 에메랄드빛의 투명한 바

나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곳의 자연은 너무나 맑고 깨끗해 스포

다는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로 아름다운 수중 생태계를 자랑하고 있

츠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도 꼭 한번 경험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습니다.

크루즈를 타고 나가 섬을 둘러보며 스노클링이나 낚시를 즐기거나, 스킨

인도네시아어로 ‘평화로운 숲’이라는 뜻의 ‘아만와나’는 세계적인 럭셔

스쿠버 다이빙으로 바다거북이나 작은 해마들을 관찰해보십시오. 조금

리 리조트 아만 그룹 소속으로 모요 섬 유일의 리조트입니다. 특히 이곳

더 모험심이 많다면 코모도왕도마뱀이 사는 섬으로 보트를 타고 나들

의 객실은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럭셔리한 독립적 텐트 스타일로, 내부

이를 다녀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는 킹사이즈 베드, 넓고 쾌적한 욕실과 함께 인도네시아 예술품 장식으

초록의 정글, 푸른 바다, 아름다운 석양, 이색적인 텐트. 아만와나는 평

로 우아합니다.

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What’s
New?
세계를 숨쉬게 하는
음악의 심장

2018 빈 필하모닉
신년 음악회 5일

[테마/기획] 2018 빈 필하모닉 신년 음악회 5일
출발 12월 30일
일정 인천-빈(3)-기내(1)-인천
가격 ₩12,500,000~ 성인 / ₩10,500,000~ 소아
문의 02. 726. 5703
포함사항
•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료 (일반석 그룹 좌석 항공권 기준)
• 전 일정 5성급 딜럭스 호텔 및 조식
(성인 2인실 이용 기준)
• 호텔 조식 및 12/31 갈라디너 1회 포함
• 출, 귀국일 공항 - 호텔간 송영 서비스
(자유일정 시 전일정 차량 불포함)
• 빈 필 신년음악회 총 1회 공연
• 최대 보상액 3억 원 여행자 보험
혜택
•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 제주 퓨어워터
1박스 3회(1.5L/12pet) 제공

다가오는 새해는 아름다운 클래식의 축제 ‘2018 빈 필 신년 음악회’로 열

신년 음악회 레퍼토리는 왈츠의 도시답게 슈트라우스 일가 작품이 다수

어보십시오.

를 차지하며, 폴카와 갤럽 등 빠르고 경쾌한 춤곡들도 구성되어 누구나

2018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 음악회는 가장 우아하고 아름답게

즐겁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회입니다. 2017년 공연에서는 20곡에

기억될 꿈의 시간으로 수년을 기다리고 선택받은 사람만 경험할 수 있

가까운 레퍼토리가 펼쳐졌으며, 앙코르곡으로 연주된 라데츠키 행진곡

는 자리입니다. 초기에는 빈을 중심으로 한 지휘자가 포디움에 올랐으

은 지휘자와 청중이 함께 손뼉 치며 흥겨운 분위기였습니다. 새해도 황

나 1980년대 중반부터는 해마다 각국의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초빙되어

금빛 연주회장에서 왈츠를 비롯해 화려하고 찬란한 음악축제가 펼쳐질

1987년 거장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슈트라우스 교향곡을 지휘한 음

것입니다.

악회는 실황앨범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빈 필하모닉 신년

이번 상품은 특별히 에어텔 상품으로 기획되어 신년음악회 외 시간은

음악회는 90개국에 생중계되며 5천만 명이 넘는 클래식 애호가들이 기

고객님께서 원하는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KALPAK과 함께, 정

다리는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통 클래식의 본고장 빈에서 특별하고 감동적인 새해를 맞이하세요.

What’s
New?
가을의 길목에서
평화로운 힐링을 얻다

하코네
코와키엔 텐유

하코네 코와키엔 텐유 자유 3일
출발 매일
일정 김포-하네다-하코네(2)-하네다-김포
가격 ₩2,300,000~
문의 02. 726. 5708
포함사항
• 김포-하네다 직항 대한항공 왕복 일반석
(항공TAX 및 유류세 포함)
• 텐유 2박, 특별실 (2인1실 기준)
• 조식 2회 및 석식 2회 포함
• 동경역-오다와라역 간 왕복 열차 티켓 포함

도쿄에서 기차로 1시간 반이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곳이면서도 여름엔

노천 온천탕 우키(浮雲)

도쿄보다 선선한 날씨, 푸른 산과 호수 등 청정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다는 의미로 우키라는 이름이 붙여진 6층

온천으로 이름난 하코네. 연간 2,000여 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일본의

의 노천 온천탕. 산과 계곡, 하늘이 수평선에 걸쳐진 인피니티 스타일로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인 하코네에 올해 4월 고급 료칸 텐유가 오픈했습

온천의 백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5층과 6층에는 숲에 둘러싸인 풍경의

니다. 텐유는 전 객실 테라스에 도자기로 만든 개인 온천 욕조와 노천

실내 대욕장이 있습니다.

탕을 갖추고 있으며, 6층에 마련된 인피니티 노천탕은 환상적인 전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온천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저녁에는 일본의

최상층 객실 (9층)

유형 문화재로 등록된 소바 귀빈관에서 아름다운 일본 정원을 바라보

와륜산 전망의 최상층 객실은 스탠다드 객실에 화실 공간이 더해져 있

며 담백한 메밀국수를 즐기거나, 일본 전통 스타일로 단장한 영빈관에

습니다. 스탠다드 객실과 마찬가지로 외부 테라스에 도자기로 된 개인

서 와규 마쓰자카 요리와 전복을 넣은 철판 요리를 추천합니다.

욕조가 있어 여유롭게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욱 특별한 단 한번의 여행

KALPAK Honeymoon

허니문,
결정하셨어요?
아름다운 대자연에서 평안한 휴양이 함께하는 허니문,
다양하고 신나는 액티비티를 즐기는 익사이팅 허니문,
크루즈를 타거나 노을진 해변에서 둘만의 낭만적인 허니문.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허니문이라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꿈 같은 허니문, KALPAK과 상담하세요.

레스토랑 소바 귀빈관
소바 귀빈관은 1918년 헤이타로 후지타 남작의 별관이었던 곳으로 일
본 유형 문화재로 등록된 곳입니다. 홋카이도에서 생산한 메밀을 돌로
갈아 만든 메밀국수를 내놓습니다. 낮에는 일본 정원이, 밤에는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특별실 룸서비스 석식
특별실에 제공되는 업그레이드된 고품격의 일본 전통 식사입니다. 신선
한 제철 재료를 각기 다른 요리법으로 만들어낸 일본 특유의 정갈한 상
차림으로 객실에서 더욱 편안하고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KALPAK 허니문 문의 : 02. 726. 5706

설 연휴,
계획은 세우셨나요?
2018년 무술년 새해 연휴 계획을 세우셨나요?
내년 설날은 2월 16일(금)로 새해 연휴는
전날인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새해 첫날 희망찬 여명을 보는 여행도,
부모님께 휴식 같은 여행을 선물해드리는 것도,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새해 계획을 차분히 세우는
여행도 좋을 것입니다.

KALPAK과 함께 더욱 즐겁고 편안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조금 더 다양하고 특별한 설 연휴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홋카이도
아오모리
니가타
고마쓰 도쿄
교토
오사카
규슈

마카오

설 연휴를 위한 추천 여행지
일

오키나와
홍콩

본

홋카이도, 아오모리, 니가타, 도쿄, 오사카,
교토, 고마쓰, 규슈 유후인, 규슈 가고시마, 오키나와

타이페이

괌

아 시 아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타이페이, 필리핀

오세아니아

괌
KALPAK 설 연휴 여행 문의 : 02. 726. 5800

필리핀

싱가포르

Especially for you
빠지다

Arc de Triomphe, Paris, France

건축을 듣다

건축을 말하다

건축이란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
시대정신을 공간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햇빛 아래 제각각의 형태들을 감동적으로,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지적인 작업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건축은 인류가 지구상에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며 곁을 지켜왔다.
감동을 주는 예술로, 진실한 기술로,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건축에 관해 이야기를 듣다. 그리고 말하다.
에디터 진윤숙, 김도영

21_21 Design Sight, Tokyo, Japan
Designed by Tadao 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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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진짜 문제는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나타난다.
그 건물을 어떻게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에 살려 나갈 것인가.
즉 건물의 쓰임새가 문제였다.”
공공시설 설계를 시작한 이후 안도 다다오는 건축의 형상을 구상하는 것 이상으로 쓰임새에 대해 더 고민했다.
그리고 건축가라면 자기가 관여한 건축이 서 있는 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Hyogo Prefectural Museum of Art, Kobe, Japan
Designed by Tadao Ando

꽃과 초록의 구릉, 찬란한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 아와지에 지진이 났다.
아름다웠던 고향 땅에,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생채기가 생겼다.
안도 다다오는 그 폐허에 아픈 기억을 새로운 희망과 꿈의 염원으로 승화할 수 있는 건축을 생각했다.
그에겐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건축의 시작이며 끝이었다.
Yumebutai, Awaji, Japan
Designed by Tadao 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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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누리다

건축의 반전 아이디어를 보여준 도쿄 21_21 디자인 사이트

희망의 빛으로
세상을 짓다

색다른 명화 감상을 제안하는 교토 명화의 정원

안도 다다오
고층빌딩과 상반되는 단층의 미술관, 도쿄 21_21 디자인 사이트

“나는 사람들에게 사물을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자연계의 리듬
을 다시 접하도록 하고 싶다.” 올해로 76세, 3년 전 암 선고를 받고 큰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

안도 다다오 Ando Tadao

히 열정적인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 인생에 트러블이 없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안도 다다오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

안도 다다오의 도전정신과 담대한 철학이 경이롭다.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테리어, 건축 현장에서 아르바
이트로 일을 시작했다. 그러다 오사카 헌책방에서 집어 든
르코르뷔지에의 작품집이 평생의 직업을 결정하게 된다.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하다 1969년 건축사무소를 열고 몇

사람들은 건축가 안도 다다오를 가리켜 건축의 누드작가, 빛과 물의 건축가, 바람과 자연

년 후 오사카에 첫 데뷔작 ‘스미요시 나가야’라는 작은 주

일본 디자인 문화의 핵심공간인 도쿄 롯폰기 미드타운에 주변의 초고층 빌딩과 대비되
는, 단층의 디자인 전문 미술관이 21_21 디자인 사이트다. 이 건축물에서 특히 눈에 들
어오는 것은 경사를 두고 일본에서 가장 크게 만들어진 지붕을 덮은 삼각형의 철판이
다. 1층 노출 콘크리트 기둥 사이 23m에 달하는 수평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들과 그 빛
에 이어진 지하의 높은 천장의 전시공간, 썬큰 가든(Sunken Garden)이 매우 인상적이다.

택을 짓는다. 첫 작품은 호평과 함께 ‘결코 일반적인 답이

을 담아내는 건축가라는 여러 별칭을 붙인다. 그러나 세계적인 명성만으로 그의 작품을

될 수는 없는 집’이라는 악평도 따라다녔다. 하지만 안도

본다면 어쩌면 실망할 수도 있다. 투박하고 차갑게 보이는 콘크리트, 빛과 바람을 그대로

“그 집은 그 안에서의 생활을 무시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맞아들이게 하는 구성은 당황스럽게도 한다. 하지만 그의 공간에 들어서 잠시만 눈을 감

오히려 일상생활이란 무엇인지, 가정집이란 무엇인지를

고 조용히 심호흡하면서 온 감각을 집중하면 생각은 달라진다. 냉혹함과 따뜻함을 두루

가는 생활은 그 풍요뿐만 아니라 가혹함까지도 받아들이

다다오는 그의 건축에 대한 생각을 당당히 밝힌다.

철저히 생각하고 계산해 낸 건축이다. 자연과 함께 살아

독특한 명화의 감동과 기하학적 공간감이 교차하는 교토 명화의 정원
세계적인 명화를 실내가 아닌 태양 빛 아래서 혹은 날씨가 궂거나 심지어 비가 오는 날
에 감상하면 어떻게 다를까. 그 궁금증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교토 명화의 정원에서
해소할 수 있다. 이곳에 전시된 명화는 도자기 타일에 정교하게 재현해 구워낸 실물 크

가진 자연의 변화가 건축과 어떻게 조화하고, 일상에 평범하게 배어드는 멋을 알게 된다.

는 것이다. 자연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으려면 그
장소 그 시대가 아니면 불가능한 건축, 현대사회가 외면

기의 복제화로, 지붕 없이 바닥이나 분수대 등에 전시되어 있다. 즉 모네의 수련은 물이

그리고 또한 건축물이 주변을 압도하기보다 자연과의 어울림, 건축이 문화와 역사, 가치

하고 밀쳐낸 것들을 보듬어내고 문제를 부각하는 건축이
돼야 한다.”

흐르는 바닥에 있는 식이다. 이곳은 명화의 감동뿐 아니라 공간과 구조를 교차시켜 나

관들 사이에 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타나는 공간감과 작품이 태양 빛과 어울려 색다른 감동을 준다.
22 2017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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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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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아만(AMan) 자유 3일
• 도쿄 페닌슐라(Peninsula) 자유 3일
• 호시노야 도쿄 자유3일
• 도쿄 파크 하얏트(Park Hyatt) 자유 3일
• 교토 리츠칼튼(Ritz-calton) 자유 3일
• [프레스티지 탑승]
교토 하얏트 리젠시(Hyatt regency) 자유 3일
• 교토 포시즌(Four Seasons) 호텔 자유 3일
• 호시노야 1박, 하얏트 리젠시 1박
교토 자유 3일
• 오사카 세인트레지스(St. Regis) 자유 3일
문의 도쿄 02. 726. 5710 교토 02. 726. 5707

고향
오사카에서의 건축

빛이 주는 감동, 오사카 빛의 교회
빛이 어떤 의미와 감동을 주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건축작품은 오사카 주택가에 위치
한 빛의 교회다. 벽만 겨우 세울 정도의 형편없는 공사비로 진행했지만, 결과는 엄청났
다. 외형은 단순하지만, 내부로 들어서면 콘크리트를 관통하며 만들어지는 빛의 십자가
를 볼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 예배당으로 들어온 빛이 성경을 내리비추는 모습은 모두
를 경건하게 만든다.

역사를 바탕으로 한 빛과 물의 향연, 오사카 사야마이케 박물관
사야마이케 박물관은 7세기에 만들어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댐식 저수지 사야마이
케 옆에 세워진 박물관으로 1996년 사야마이케에 대한 발굴조사를 마친 3년 후부터 건
설을 시작했다. 박물관은 저수지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빛과 물을 중시한 안도 다다오
의 건축 스타일이 잘 결합한 수작이다. 박물관 외벽을 타고 시원하게 물이 떨어지는 친
수공간을 통과해 건물에 진입하면 내부엔 높이 15m, 밑변 62m 크기의 사다리꼴 모양
의 거대한 제방 단면이 공간을 압도한다.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 오사카 치카츠 아스카 역사박물관
오사카 일대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적을 전시하고 있는 치카츠 아스카 역사박물관
은 안도 다다오가 만든 건축물 중 가장 독특한 설계 중 하나로 꼽힌다. 히가시야마 울
창한 산림 한가운데 마치 숲에 숨어있는 것처럼 서 있는데, 기존 건물이 입방체 모양이
었던 것과 달리 복잡한 곡선과 비대칭적인 기하학적 요소로 꾸며져 있다.

울창한 산림 속 숨어있는 치카츠 아스카 역사박물관

물과 빛, 시간을 담은 역사적 공간, 사야마이케 박물관

십자가의 빛이 감동적인 오사카 빛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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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자연이 교류하는 고베 효고현립미술관
1995년 1월, 일본 간사이 지방 효고현 남부의 고베시를 비롯해 한신 아와지 지역에 7.3

고베 지진과 재건
그리고 전통

이라는 엄청난 진도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효고현립미술관은 이 지진에 대응해 문화적
재건의 상징으로 설립되어 예술품의 전시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활동의 장으로 주민들
과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명상으로 이끄는 차분한 입구 홀, 자연광이 쏟아
지는 전시실, 유리 벽 복도, 원형 계단, 바다로 이어지는 산책길을 통해 예술과 건축 그
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평화롭게 느낄 수 있다.

건축과 문화, 예술, 자연의 결합체, 아와지 섬 유메부타이
28ha에 달하는 유메부타이는 국제회의장, 호텔, 식물원, 극장, 공원 등이 들어선 복합
문화 시설로, 안도 다다오는 이곳 설계에만 3년의 시간을 들였다. 그의 창의적인 아이디
어와 열정에 따라 유메부타이는 가리비로 바닥을 마감하고 물을 띄운 조개 해변, 고베
지진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백단원, 기적의 별 식물관 등 인간의 손으로 자연
을 되살리는, ‘꿈의 무대’라는 유메부타이의 뜻과 일치하는 곳이 됐다.

연꽃 연못 밑에 들어선 이상향, 아와지 섬 물의 절
안도 다다오의 작품으로 독특하고 의미 있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회자하는
것은 빛의 교회와 함께 아와지 섬의 물의 절이다. 오사카만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하얀
모래를 가득 채운 앞뜰을 지나면 긴 지름이 40m나 되는 타원형의 연꽃 연못이 나타난
다. 그 연못 중앙으로 찔러 들어가듯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내려가면, 부처님을 모신
절이 나오는데 이곳이 물의 절이다. 권위를 드러내는 건물이 아니라 벽을 따라가며 명
상에 젖어 들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공간을 만든 것이다.

모든 곳에 뜻과 의미가 담긴 특별한 복합문화 리조트 아와지 유메부타이

건축의 활용도와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고려한 고베 효고현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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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권위보다 의미와 마음을 담은 아와지 물의 절

Especially for you
머물다

자연과 사람,
과거와 미래가
웨스틴 아와지 아일랜드
리조트 & 콘퍼런스 센터
The Westin Awaji Island
Resort & Conference Center

대화하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세계를 종합적으로 보고 싶다면 아와지 섬의 유
메부타이(淡路夢舞台 꿈의 무대)가 답이다. 특히 이곳은 1995년 1월
대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재해에 더해 골재 채취 등으로 자연과 인간
에 의해 파괴된 곳을 인간의 손으로 재건했다는 의미가 있다.
안도 다다오는 웨스틴 아와지 아일랜드 리조트를 자연환경은 물론 국
제회의장, 레스토랑&숍, 꿈의 무대와 온실, 기적의 별 식물관, 야외극
장과 서로 어울리면서도 개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양쪽에 네모 날개를 펼친 V자 형태인 웨스틴 아와지 아일랜드 리조
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객실 한쪽 벽면을 거의 차지하는 넓은
창이다. 밖으로는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백단원과 조개해변이, 다른
The Westin Awaji Island Resort &
Conference Center
ADDRESS 2 Yumebutai Awaji, Hyogo, 656-2301, Japan
TELEPHONE (81) 799 74 1111
HOMEPAGE www.westin-awaji.com

쪽으로는 초록 화단을 지붕에 올린 국제회의장이 보이고 어떤 쪽이
라도 맑고 푸른 오사카만 바다가 보인다. 이곳의 침구는 편안하기로
유명해 빗발치는 구매문의 때문에 구매안내서까지 비치되어 있다.
새장을 연상시키는 로비 라운지, 꽃을 테마로 한 소파 등 호텔 내 작
은 부분까지 신경 쓴 섬세한 인테리어 감각을 찾는 재미가 있다.

사진 및 자료 제공 웨스틴 아와지 아일랜드 리조트 & 콘퍼런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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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맛보다

KYOTO
교토

역사 깊은 대표 요리, 두부

눈으로 맛보다

일본 어디에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요리가 있기

입으로 즐기다

마련이지만 교토는 좋은 물을 기반으로 한 요리가
발달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요리에 국물도 많

일본 요리는 맛이 좋은 제철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계절감을 살리고, 재료가 가진 본래의

은 편이고, 간장과 식초를 사용한 요리, 사케도 발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향신료가 진하지 않아 우리 입맛에도 거부감 없이 잘 맞는

달했다. 그중에서도 두부는 교토 요리 중에서 가

편이다. 또한, 눈으로 보는 요리라고 불릴 정도로 색깔, 담는 방식, 장식 등 요리 외형의 아

장 중요한 음식이다. 다시마와 두부를 넣고 끓이

름다움과 그 요리를 담는 식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맛을 보기도 전에 눈부터 즐거워

는 유도후, 여름철 시원하게 먹는 냉 두부 히야얏

진다. 특히 일기일회(一期一會, 주인과 손님이 서로 일생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다는 생각

코, 두부에 전분 등을 묻혀 튀긴 아게다시, 두유를

으로 성의를 다하는 것)로 대변되는 일본 전통의 차 문화도 흥미롭다.

끓일 때 생기는 표면의 엷은 막을 건져 만든 유바
등 다양한 두부 요리를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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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고 담백한 맛, 냉우동

차와 함께 즐기는 전통 디저트, 와라비 모찌

물이 좋은 교토에서 국물을 베이스로 한 우동도

차의 고장이라고도 불리는 교토는 차와 함께 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별미다. 그중에서도 특히 냉

기는 디저트도 역시 발달했다. 특히 고사리 뿌리

우동이 유명한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시원한

의 전분을 사용해 만든 일본 전통 화과자인 와라

국물에 담근 것이 아니라 탱탱한 면이 따로 나오

비 모찌는 모양은 우리나라 떡처럼 생겼지만, 식감

고 각종 채소와 우엉, 참깨 등을 넣은 쯔유소스에

은 아주 부드러운 젤리 같다. 콩가루를 묻힌 와라

찍어 먹는 방식이다. 면에는 향미를 돋우기 위해

비 모찌는 흑설탕 시럽을 찍어 시원한 말차와 함

상큼한 유자 가루가 얹어 나오기도 한다.

께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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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AKA

KOBE

오사카

고베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 오코노미야키

최상급 고베규의 부드러운 맛, 샤부샤부

워낙 맛있는 요리가 많아 ‘천하의 부엌’으로 칭하

와규란 최고급 품질의 일본 토종 흑우를 가리키

는 오사카에는 유명한 음식도 많지만, 우리나라

는 것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중에서도 고베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음식은 1950년대 오사카

기른 고베 와규는 법적으로 ‘고베규’란 이름으로

에서 탄생한 오코노미야키다. 지금은 일본 전역 어

보호할 만큼 우수한 품질로, 서양의 푸아그라와

디서나 흔히 볼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재료가 조

대적할만하다고 자랑한다.

금씩 다른데 오사카에서는 신선한 해산물과 양배

얇게 저민 고베규와 채소를 다시마국물에 살짝

추를 많이 넣는 것이 특징이다. 철판 위에서 밀가

익혀 폰즈소스나 참깨소스에 찍어 먹으면 된다.

루 반죽이 노릇노릇 구워지면 오코노미 소스, 마

매콤한 맛을 더하고 싶다면 무즙에 홍고추를 넣

요네즈를 뿌리고 가다랑어포(가쓰오부시), 파래

은 모미지오로시나 고춧가루에 향신료가 섞인 시

가루를 얹어 마무리한다.

치미토가라시 등을 곁들인다.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맛, 복요리

일본의 국민 간식, 다코야키

겉은 바삭 속은 촉촉, 화로구이 & 스테이크

말캉말캉 부드러운 달콤함, 푸딩

오사카는 일본에서 복요리 면허제를 처음 실행할

오코노미야키와 함께 일본의 국민 간식으로 불리

맛있는 고기는 어떤 요리법으로 해도 맛있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항구도시 중 하나인 고베는 예

만큼 복요리가 특화된 곳으로, 복어 소비가 가장

는 다코야키도 오사카가 원조다. 1933년 엔도라는

특히 고베규는 유전적으로 다른 소고기보다 마블

로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해 감미로운 커피나

많은 곳이기도 하다. 도톤보리에는 복스시, 복튀

사람이 고기를 넣은 니쿠야키를 팔다 고기 대신

링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센 불에 살짝 구우면

달콤한 케이크, 푸딩 등의 디저트가 많이 발달했

김, 복 맑은탕, 복죽 등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복어

문어를 넣으면서 다코야키가 됐다. 큼직하게 썬 문

캐러멜처럼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부드럽다.

다. 고베 커스터드 푸딩은 말캉말캉하면서 부드러

코스요리 전문점이 많다. 맛있는 것이 너무 많아

어살을 반죽에 넣고 동글동글 구운 뒤 다코야키

그래서 고베는 여행자들에게 스테이크의 성지로

운 식감으로, 푸딩 위에 갈색의 캐러멜 시럽이 뿌

‘먹어서 망한다’라는 오사카의 우스개 소리가 결

소스와 마요네즈, 가다랑어포를 뿌려 먹는다. 잘

불린다. 참숯을 넣은 화로에 한점씩 구워먹는 야

려져 있다. 산노미야역을 중심으로 보는 것만으로

코 허언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게 썬 파를 올리면 청량감이 더해진다.

키니쿠는 싱글여행객에도 제격이다.

도 사랑스러운 디저트 가게가 늘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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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TOKYO

교토 - 명화의 정원
자연 속에서 도자기로 구운 세계적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옥외 미술관
Shimogamo Hangicho, Sakyo Ward, Kyoto, Kyoto Prefecture, Japan

도쿄 - 21_21 디자인 사이트

교토

KYOTO

도쿄 롯폰기 미드타운 내의 디자인 전문 미술관
Midtown Garden, Tokyo Midtown, 9-7-6 Akasaka,
Minato-ku, Tokyo, JAPAN

고베 - 효고현립미술관

도쿄 - 국립서양미술관 (르 코르뷔지에)
안도 다다오가 스승으로 여겼던 르코르뷔지에가 설계한
일본 유일의 미술관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
7-7 Uenokoen, Taito, Tokyo, Japan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미술관으로
바다로 난 산책로도 볼거리
1 Chome-1-1 Wakinohamakaigandori, Chuo Ward,
Kobe, Hyogo Prefecture, Japan

고베

KOBE

오사카

OSAKA

오사카 - 빛의 교회
콘크리르를 관통하는 빛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감동적인 교회
United Church of Christ, Ibaraki Kasugaoka Church, 4 - 3 - 50
Kitakasugaoka, Ibaraki-shi, Osaka, Japan

아와지

AWAZI

아와지 섬 - 물의 절
연꽃이 가득한 연못 아래로 절을 지은 독특한 형태의 절
Tei-161 Yanagisawa, Awaji, Hyogo Prefecture, Japan

오사카 - 사야마이케 박물관

오사카 - 치카츠 아스카 역사박물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를 기념하는
빛과 물을 테마로 한 박물관
2 Ikejiri Naka, Osakasayama 589-0007,
Osaka Prefecture, Japan

곡선과 비대칭적 형태, 자연과 인공미가 조화된 오사카 일대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
299, Higashimaya, Minamikawachi District, Osaka Prefecture, Japan

빛과 물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길

여행을 즐기고 받아들이는 방법은 천 가지, 만 가지다. 온갖 콘셉트와 다양한 여행지기와 함께하는
여행 등 많은 것을 해보았다면, 안도 다다오의 철학이 담긴 건축물을 둘러보는 여행은 어떨까.
설계와 공법, 건축의 기능 등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연이 주는 바람, 빛, 물을 안
도 다다오의 건축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주변환경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건축가는 무엇을 생
각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한걸음 한걸음 건축물 주위를 걸어보며, 건축여행이 주는 소소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를….

아와지 섬 - 유메부타이
설계에만 3년이나 걸린 온실식물원,
야외극장, 레스토랑, 국제회의장, 호텔
등이 함께하는 대규모 복합 문화 리조트
Yumebutai, Awaji City, Hyogo Prefecture, Japan

웨스틴 아와지 아일랜드 리조트

34 2017 AUTUMN

KALPAK CLASS 35

Especially for you
만나다

Antoni Gaudi
건축의 성자

안토니 가우디

건축가를 넘어 예술가로 불리던 사람. 누군가에겐 세상에 다시 나타나지 않을 천재로, 때로는 그저 미친 사람
으로 여겨지던, 그러나 스페인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주저 없이 꼽히는 안토니 가우디. 1852년 카탈루냐의 작
은 시골마을 가난한 대장장이의 병약한 아들로 태어나 건축의 성지로 불리는 바르셀로나에서 건축공부를 마
쳤다. 너무나 독창적인 설계 때문에 졸업할 때 학장은 “우리가 지금 건축사 칭호를 천재에게 주는 것인지, 아
니면 미친놈에게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어쩌면 그 학장의 말이 정답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때까지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설계와 방식으로, 화려한 색채로, 부드러운 곡면으로
지어진 그의 건축은 비범한 천재 이상이기 때문이다.

현실이 된 동화, 구엘 공원 Park Guell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KALPAK 여행
[2인 출발] 가우디와 정열의 나라, 스페인 마드리드 & 바르셀로나 핵심 여행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중점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일정으로, 마드리드에서는 프라도미술관, 티센미술관, 사르수엘라 극장
등을 숙박지인 호텔 리츠 마드리드에서 도보로 쉽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몬세라트를 들러 바르셀로나에서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비롯해 구엘공원, 카사 바트요과 카사밀라 등 유네스코가 지정
한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물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출발 매주 목 일정 인천-마드리드(2)-바르셀로나(3)-기내(1)-인천 가격 ₩9,700,000~ 문의 02. 726. 5703

평생 독신으로 건축에만 온 시간을 바쳐 살았던 그에게는 후원자이자 각별한 친구 사이인 성공한 사업가
구엘 남작이 있었다. 40년 동안 지속된 우정을 넘은 신뢰 관계는 가우디의 책상에서 시작됐다. 뱀, 다람쥐,
새, 나비와 월계수 등이 조각된 책상을 본 구엘은 가우디의 탁월한 능력을 확신했고 평생 그를 후원했다.
바르셀로나 교외의 구엘 남작의 이름을 딴 구엘 공원은 원래 주택단지를 만들려던 계획이었다. 60호 이상의
멋진 집을 계획했지만 1채를 분양하는 데 그치고 1914년 공사를 지은 지 14년 만에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
고 말았다. 미완성으로 남은 곳이지만 화려한 모자이크 장식과 타일, 나선형의 층계, 독특하게 꾸며진 난간,
구불구불한 길과 인공 석굴은 동화 속 풍경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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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건축의 시작점, 카사 바트요 Casa Batllo & 카사 밀라 Casa Mila

안토니 가우디가 죽기 직전까지 온갖 정성을 들여 지었던 사그라다 파밀리아.
2026년 완공 예정

그라시아 거리 카사 바트요는 바르셀로나의 낡고 허름한 건물을 개축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가장 화려하게 지
어달라는 건축주의 요구와 구조적으로 낡은 건물에 들어설 새로운 공간에 대해 가우디는 밤새워 고민했다.
그 결과 가우디는 바다를 주제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유기체처럼 구불구불한 공간미를 살리고 햇빛의 반사
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리 모자이크를 붙였다. 동물의 뼈와 같이 생긴 기둥들 때문에 ‘뼈로 된 집’으로
불린 카사 바트요는 뼈를 드러낸 바다의 생명체 같은 획기적인 스타일의 건축으로 새로 태어난 것이다.
카사 바트요와 마주 보고 있는 카사 밀라가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조롱’이었다. 하지만
돌이라고 믿기지 않는 부드러운 곡선의 외관, 동굴이 연상되는 입구, 타일로 장식된 지붕, 기사처럼 보이는
굴뚝은 건축을 조각 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새로운 시도였다. 1895년에 세워진 건물이지만 내부에는 엘리베
이터와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2개의 안뜰이 있어, 지금도 연립주택으로 손색이 없다.

카사 바트요

카사 바트요

미완의 성스러운 예술, 사그라다 파밀리아 Sagrada Familia
1866년 점차 타락하는 바르셀로나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신의 집’을 세우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사
그라다 파밀리아 즉 성가족성당이 시작됐다. 부족한 공사비, 스페인 내전과 제2차 세계대전 등으로 공사는
중단되기도 했지만, 가우디는 그 시간을 더 많은 아이디어와 정교한 조각들로 채웠다. 1883년부터 시작된 성
당 건축의 긴 여정은 그가 사망한 1926년까지 이어졌지만, 그가 계획했던 예수의 탄생, 수난, 영광의 파사드
중 탄생만 완성이 되었고 2026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가우디는 이 성당에 모든 정성을 기울였는데, 그의 마
지막 10년은 현장에서 인부들과 숙식을 함께 할 정도였다. 10년 동안 그의 일과는 매일 똑같았고, 행색은 어
찌나 초라했는지 전차에 치여 사고를 당했을 때 거리의 부랑자로 오해받아 사람들이 도움을 외면해 길거리
에 방치되다 늦게 병원에 이송되어 사고 사흘 후 사망하게 된다. 가우디는 수수한 장례를 원했지만, 수많은
카사 밀라

추종자는 성대한 행렬을 만들었고 그가 거의 평생을 바친 사그라다 파밀리아 봉안당에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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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Corbusier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

1887년 스위스에서 태어난 건축가이자 화가이며, 급진적인 사상가, 도시계획가, 공예가, 가구 디자이너였던 르
코르뷔지에. 동시에 그는 안도 다다오와 김중업 등 비롯한 수많은 건축가의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가 남긴 책
들은 지금까지 모든 건축학도에게 필독서로 읽히며, 지금 지어지는 현대건축의 근간이 되는 기틀을 마련한 현
대건축의 아버지로 불린다. 하지만 그가 활동할 당시엔 보수적인 건축가나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감수
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집이 인간에게 쾌적함을 제공해야 하며, 그러
기 위해서는 인간이 살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지어져야 하는 ‘인간을 위한 건축’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집은 사람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평범하지만 참된 진리로 다가온다.

현대건축의 결정체, 파리 사보아 저택 Villa Savoye
르코르뷔지에는 현대건축과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5가지의 원칙을 주장했다. 지금은 흔히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KALPAK 여행

볼 수 있는 필로티 형식으로 1층엔 기둥을 세워 주차장이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건물은 2층에 올리는

[프레스티지 탑승] 파리 플라자 아테네(Plaza Athenee) 자유 6일
출발 매일 일정 인천-파리(4)-기내(1)-인천 가격 ₩6,500,000~ 문의 02. 726. 5709

방식이다. 필로티를 채용함에 따라 공간의 자유로운 구성과 파사드 배치, 가로로 길게 창을 내어 밖의 풍경

[4인 출발] 예술가들이 사랑한 그곳, 남프랑스 일주 9일
출발 매일 일정 인천-파리(경유)-엑상프로방스/마르세유(2)-아를/생레미드프로방스/님/레보드프로방스(2)-아비뇽/생폴드방스/
모나코/니스(2)-칸/앙티브/방스(1)-니스-파리(경유)-기내(1)-인천 가격 ₩13,900,000~ 문의 02. 726. 5709

지어진 사보아 주택이다. 필로티 위에 세워진 이 집은 태양이 비출 때 내부 전체에 그 빛으로 가득 차며, 모

을 즐길 수 있는 수평창, 옥상 정원이 그 원칙이다. 그의 이런 원칙이 적절하게 적용된 작품이 1931년 파리에
든 방향으로 개방되어 있어 정면과 후면이 없다. 절대 깨뜨릴 수 없는 원칙처럼 돌을 쌓아 집을 짓던 시기에
세워진 공중에 뜬 이 네모 집은 그야말로 ‘이상한 집’이었다. 그러나 이 집은 현대건축의 절정으로 평가받으
며 이후 전 세계 주택의 절반 이상이 이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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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에 대한 비전, 마르세유 위니테 다비타시옹 Unité d’Habitation
르코르뷔지에는 도시계획에도 관심이 많아 그만의 독특한 도시계획안을 내놓기도 했다. 마르세유의 위니테
다비타시옹은 도시와 건축이라는 두 차원에서 프랑스 집합 주택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내놓은 것이다.
독신자부터 자녀를 둔 가족들까지 각각의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건설의 규격화, 원가 절감 등의 현대적인 집
합주택의 해결점을 제시한 것이다. 337세대가 들어선 이 위니테 다비타시옹(1952년 완공)은 튼튼한 필로티
위에 세워져 있는데, 중간층에는 식료품 가게, 호텔, 세탁소, 약국 등의 서비스 시설이 들어서 있고 옥상엔
유치원, 운동공간, 일광욕장, 카페 등을 조성했다. 건축사협회의 항의와 철거 소송에 시달렸지만, 낙성식 때
르코르뷔지에는 문화적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모더니즘 건축의 유산, 일본 도쿄 국립서양미술관
미술관 건축에 관심을 가졌던 르코르뷔지에는 프랑스 정부에 계획안을 제안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다, 일
본 정부의 요청으로 도쿄에 미술관을 짓게 된다. 1959년에 설계된 이 미술관은 그가 건축한 단 하나의 미술
관이면서 동시에 일본 내의 유일한 작품이다. 역시 필로티로 건물을 받치고 있으며, 내부로 들어서면 1층과
2층은 계단이 아닌 경사면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건물의 천장도 역시 독특한데 높이가 낮은 곳은 간접광
을 이용해 차분한 분위기에서 무대를 보듯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천장이 높은 곳은 직접광을 이용해
밝고 경쾌하다. 높고 낮은 천장과 빛의 변화, 투명한 유리에 싸인 계단, 노출 콘크리트 벽면 등 미술관 본래의
기능인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것 이상으로 건물을 보는 재미가 뛰어나다. 미술관에는 별도로 건물감상을 위
한 안내서를 비치해놓고 있다. 작년 프랑스의 주도로 그의 작품 16건과 함께 이 국립서양미술관도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됐는데, 특정작가의 건축물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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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 O. Gehry
건축가가 된 예술가

프랭크 게리

스페인 북부의 작은 도시 빌바오. 1980년 불황이 시작되고 주력사업이었던 철강산업이 쇠퇴해 30%의 실업률
을 기록한 데다 테러까지 겪어 도시경제는 바닥으로 치닫는다. 끝없이 쇠락한 도시의 재건을 위해 빌바오는 마
지막 선택으로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미술관을 유치했다. 미술관 개관 이후 독특한 형태의 건축물을 보기 위
해 인구 40만의 도시에 13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고, 도시는 살아나기에 이른다. 누구의 기억 속에도 없는,
그저 저물어가던 공업 도시가 창의력과 영감을 주는 도시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렇게 한 도시의 건축물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상을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라고 한다. 이런 효과를 일으킨 구겐하임미술관의
설계자가 프랭크 게리(1929년 2월 28일~)다. 한 명의 예술가이자 건축가가 만들어낸 마술 같은 일이었다.

음악이 흐르는 건축, 미국 LA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Walt Disney Concert Hall

프랭크 게리의 건축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KALPAK 여행
미국 로스앤젤레스 [프레스티지 탑승] LA 페닌슐라(Peninsula) 자유 4일
[프레스티지 탑승] LA 포시즌(Four Seasons) 자유 4일 문의 02. 726. 5715
체코 프라하 [프레스티지 탑승] [스위트룸] 프라하 그랜드 마크(The Grand Mark) 자유 6일
[프레스티지 탑승] 프라하 포시즌(Four Seasons) 자유 6일
[4인 출발] 동유럽 3개국 9일(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2인 출발] 오스트리아 비엔나 Sacher, 체코 프라하 Four Seasons 6일
[2인 출발] 체코 프라하 Four Seasons, 카를로비 바리 Grand Hotel Pupp 7일 문의 02. 726. 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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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 도심부 언덕에 스테인리스스틸로 만들어진 커다란 장미꽃 한 송이가 내려앉았다. 마치
피어나는 장미꽃의 꽃잎처럼 부드러우면서 날렵하게 배치된 스테인리스스틸의 외관은 햇빛과 불빛을 반사
해 낮에 보는 모습과 밤에 보는 모습이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월트 디즈니의 미망인 릴리안 디즈니가 남편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은 빌바오의 구겐
하임미술관 성공에 이어 만들어진 수작이다. 2,400석의 콘서트홀에 들어서면 그가 설계한 독특한 디자인의
파이프오르간이 정면에 서 있다. 홀의 좌석 그룹은 배열과 높이가 섬세하게 기획되어 어떤 방해도 없이 온
전하게 오케스트라를 감상할 수 있게 하고, 홀 뒤의 천창과 커다란 창은 로스앤젤레스의 찬란한 자연광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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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한 병이 불러일으킨 건축, 스페인 마르케스 드 리스칼 Marques de Riscal
스페인은 세계 최대규모 포도 경작지를 가진 세계 3위 와인 생산국이다. 고대 로마 문헌에도 기록이 남아있
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중 리오하 지역은 스페인 최고의 레드와인 생산지로 꼽힌다. 그러나 세
계적인 경기침체는 마르께스 드 리스칼에도 어김없이 찾아왔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2000년 양조장 재생 프
로젝트에 돌입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그러다 그리 멀지 않은 빌바오에서 하나의 미술관이 일으킨 ‘빌바오
효과’만이 해결책이라 생각했지만 작은 양조장을 세계적인 건축 대가에게 부탁한다는 것부터 너무 난감한
일이었다. 수많은 고민 끝에 마르께스 드 리스칼은 프랭크 게리가 참석한 한 모임에 그가 태어난 1929년산
빈티지 한 병을 들고 가 부탁해 건축 약속을 받아내기에 이른다. 4만 병이 넘게 저장된 오래된 지하 와인 저
장고 위에는 대표 와인의 금색, 와인의 붉은 색, 병목의 은색을 의미하는 세 가지 색의 티타늄 패널이 마치
플라멩코 무희의 드레스 같은 우아한 호텔이 들어섰다. 티타늄에 반사되는 다채로운 빛깔과 물결치듯 펼쳐
진 초록의 포도밭 풍경은 할리우드 스타들도 자주 찾는 최고의 낙원이라는 명성을 갖게 했다.

경쾌한 건축디자인의 혁신, 프라하 댄싱하우스
루이뷔통 재단의 아르노 이사장이 프랭크 게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이었다. 그 박
물관을 보고 아르노 이사장은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건물을 상상할 수가 있지?”하는 말밖에 못 했다고 한다.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건축 대부분이 그렇다. 획기적인, 창의적 아이디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의 건
축이지만 의외로 프랭크 게리는 설계할 때 철저하게 의뢰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내부 설계를 한 다음 독특한
외형을 디자인한다. 입주자를 위한 편리한 내부설계, 독특한 상상의 외형은 프라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름부터 춤추는 집이라니, 1996년에 세워진 프라하의 댄싱하우스는 한쪽은 위와 아래로 각각 퍼지는 유리
타워형 건물과 콘크리트 표면에 불규칙한 유리 창문을 달아놓고 지붕엔 금속으로 된 꼬이고 뚫린 열린 구
형태의 구조물을 모자처럼 쓰고 있는 건물이 붙어있는 형태다. 멀리 프라하 성이 보이는 블타바 강 가의 이
하우스 하나로 프라하가 낙천적인 면모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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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ha Hadid
곡선의 크리에이터

자하 하디드

2014년 3월, 서울 동대문에 우주선이 내려앉은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곡면과 곡면, 사선과 사면으로 이
루어진 독특하다는 말로 부족한 초대형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복합문화공간인 DDP 건물이 그것인데,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자하 하디드(1950년~2016년)다. 이라크 바그다드 출신의 여성 건축가인 자하 하디드는
스와로브스키의 장신구나 루이뷔통 가방, 라코스테 부츠를 디자인한 디자이너이면서 동시에 예술가이며 엔터
테이너였다. 특히 그녀는 여성 건축가로는 처음으로 2004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았
으며, 여성 최초로 170여 년 전통의 영국왕립건축가협회(RIBA) 금메달을 두차례나 받았다. 세계적인 건축가
가 되기에 아랍 출신, 이슬람 문화, 여성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하며, 작년 3월 심장마
비로 갑작스레 사망하기 직전까지 늘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보여준 그녀의 건축 매력이 강력하다.

문화도시로의 시작점, 중국 광저우 오페라 하우스 Guangzhou Opera House

자하 하디드의 건축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KALPAK 여행

중국 화남지방 최대의 무역도시 광저우는 도시 위상에 걸맞는 문화 콘텐츠를 갖고 싶었다. 그 문화도시로서

중국 광저우 광저우 임페리얼 스프링스(Imperial Springs) 자유 3일 / 광저우 포시즌(Four Seasons) 자유 3일
문의 02. 726. 5715

육박하는 공사비를 들여 2010년에 완공했다. 자하 하디드는 주장강 변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다듬어져 반들

중국 베이징 황제의 도시를 가다. 베이징 3일 / 서정의 뜰이 열리는 베이징 Aman Summer Place 4일
문의 02. 726. 5713X
중국 상하이 상하이 페닌슐라(The Peninsula) 자유 3일 / 상하이 파크 하야트(Park Hyatt Shanghai) 자유 3일 /
상하이 포시즌 푸동(Four Seasons) 자유 3일 / 역사와 낭만의 도시를 산책하다. 상하이, 항저우 4일
문의 02. 726. 5713

48 2017 AUTUMN

의 도약을 위한 첫 신호탄이 바로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오페라 하우스다. 2005년에 착공, 약 14억 위안에
반들해진 바위에서 영감을 얻어 물 위에 조약돌 2개를 얹은 듯한 비정형 건축물 형태로 지었다. 물이 흐르
는 듯한 외부의 유리 외벽으로 인해 빛은 안으로 스며들고, 거기에 강철 프레임과 화강암이 조화롭게 합쳐
져 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에서 상연되는 공연도 수준급이어서 상하이 대극장, 베이징 국립
공연예술센터와 함께 중국 3대 공연장 중 하나로 꼽힌다. 온전히 공연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최신기술과 기
능성을 배려한 조형미가 결합한 1,800석 규모의 극장과 400석 규모의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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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성과 친환경의 결합, 중국 베이징 소호 갤럭시 Soho Galaxy
중국 베이징에 흰 외벽을 가진 달걀처럼 둥근 4개의 돔이 서로 연결된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겼다. 갤럭시 소
호로 불리는 이 건물은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지하 1층~지상 3층은 쇼핑공간으로, 지상 4층부터는 사
무공간으로 사용되는데 맨 꼭대기 층은 레스토랑과 바가 들어서 있어 베이징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다.
갤럭시 소호는 베이징만의 독특한 건축양식을 무시했다는 NGO들의 거센 항의로 논란이 되었는데, 자하 하
디드는 현대적인 이미지 내에 베이징의 건축 문양을 적용하고, 유리 지붕이 덮인 트인 공간도 중국 전통 중
정에서 따왔다고 밝혔다. 갤럭시 소호는 녹색 건축물로도 유명하다. 갤럭시 소호는 열섬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냉각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급수 설비로 건물 내 물 소비를 대략 20% 정도 감소시키고, 효율
이 높은 조명설비와 이중은색유리 등으로 연간 에너지 비용의 약 14%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며 높은
경제성을 갖고 있다.

현대적인 아름다움과 자연의 조화, 중국 상하이 스카이 소호 Sky Soho
베이징의 갤럭시 소호에 이어 완공된 빌딩이 상하이 스카이 소호 빌딩이다. 자하 하디드 건축의 특징인 유연
한 곡선과 비정형의 형태는 같지만 베이징이 달걀 같은 4개의 돔이 서로 연결된 형태라면 이곳은 길이가 다
른 12개의 건물로 구성된 곡선 형태의 4개 큰 건축물이 브리지로 연결됐다. ‘독창적’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
족한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이지만 그가 건축가로 인정받은 것은 1979년 설계사무소를 차리며 독립
한 지 15년이 흐른 뒤였다. 실제로 건축되는 일이 없다는 페이퍼 아키틱트(Paper Architect) 즉 종이 건축가
라는 조롱 섞인 닉네임이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상상력은 더욱 색다른 건축, 색다른 소재를 찾는 방향으로 계속됐다.
“순탄한 삶은 없어요. 언제나 차별이나 편견 같은 도전을 만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부
딪히고, 깨져야 합니다. 위대한 도전은 계속돼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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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리시한 역동성
The New GLC Coupé는 벨트 라인 윗부분만 본다면 처
음부터 쿠페로 디자인된 듯 자연스럽고 균형감 있는 스
타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The GLC보다 76밀리미터 길
어진 오버행은 쿠페 디자인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스타일 때문에 상쇄될 수 있는 적재공간을 보완

현대적 감각과 전통적 가치,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섬세함이 어우러져 보는 이의
감성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500리터 크기의 적재 공간은
뒷좌석을 접으면 최대 1,400리터까지 넓어져 SUV의 실
용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The GLC 보다 38밀리미
터 낮은 지붕과 더 비스듬히 누운 앞 유리, 휠 아치를 감
싸는 플라스틱 프로텍터는 옆모습에 당당함과 속도감을
더한다. 모든 모델에 기본으로 설치되는 알루미늄 피니
시 러닝 보드도 차체의 대담한 캐릭터 라인과 어우러져

COMPLETING PIECE OF

SUV FAMILY

쿠페의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스포티한 주행 성능, SUV의 다재다능
함과 높은 실용성이라는 장점을 모두 구현한 The New GLC Coupé는
메르세데스-벤츠 SUV 패밀리라는 퍼즐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물
론 그 자체로도 빛나는 매력적인 차임이 틀림없다.
에디터 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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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의 특성과 날렵한 이미지의 조화를 돕는다.

강력한 성능의 AMG 모델

도어를 열면 현대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실내 모습이 눈

The New Mercedes-AMG GLC 43 4MATIC Coupé는

앞에 펼쳐진다. 세 가지 색상과 다섯 단계의 밝기를 조합

더욱 특별한 모습과 감각으로 운전자를 AMG의 세계

해 설정할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하늘을 넓게 보여주

로 안내한다. 크롬 핀으로 장식한 AMG 전용 다이아몬

는 슬라이딩 선루프는 모든 모델에 기본 적용되어 감각

드 라디에이터 그릴과 전용 범퍼, 박력 있는 트윈파이프

적인 즐거움을 더 한다. 독특한 개성을 지닌 차로써 인테

가 뒤범퍼 양쪽에 자리 잡은 배기 시스템은 Mercedes-

리어에 운전자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선택 범위가 넓

AMG만의 강렬한 개성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은 것은 The New GLC Coupé가 지닌 또 다른 매력이다.

에 충분하다. AMG 모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성

모델에 따라 다양한 인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되고 선택

능을 위한 준비도 탄탄하게 갖췄다. 최신 V6 3.0리터 바

바야흐로 SUV 전성시대다. 오랫동안 틈새시장에 머물

할 수 있는 트림도 여러 종류가 마련된다. 또한, The New

이터보 엔진은 최고출력 367마력, 최대토크 53.0kg·m의

러 있던 SUV는 이제 많은 사람이 새 차를 구입할 때 쉽

GLC 250 d 4MATIC Coupé 이상 모델에는 스포티한 이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한다. 또 AMG 모델에 어

게 떠올리는 차종이 되었다. 메르세데스-벤츠도 소비자

미지를 담은 AMG 인테리어가 기본 적용되어 더 고급스

울리는 스포티한 특성을 갖도록 손질한 9G-TRONIC

의 요구와 시장의 흐름을 반영해 SUV 라인업을 꾸준

럽고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드라이브를 만끽할 수 있다.

9단 자동변속기와 AMG 퍼포먼스 4MATIC 시스템,

히 키워왔다. 2016년 3월에 열린 뉴욕 오토쇼를 통해 세

직렬 4기통 2.2리터 디젤엔진을 쓴 The New GLC 220

AMG 속도 감응형 스포츠 스티어링(AMG Speed-

상에 탄생을 알린 The New GLC Coupé는 쿠페의 스

d 4MATIC Coupé와 The New GLC 250 d 4MATIC

sensitive sports steering), 5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스포티한 주행 성능, SUV의 다재

Coupé로, 각각 170마력, 204마력의 최고 출력과

있는 다이내믹 셀렉트(DYNAMIC SELECT) 등이 기본

다능함과 높은 실용성이라는 장점을 모두 구현한 차다.

40.8kg·m, 51.0kg·m의 최대토크를 낸다. 또한 상시 4륜

적용되어 스포츠카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스포티한 주행

국내에 판매되는 The New GLC Coupé는 모든 라인업

구동 시스템인 4MATIC이 모든 모델에 적용되어 날씨

성능을 이끌어낸다.

에 AMG 익스테리어 디자인과 크롬 패키지가 기본 적

와 주행 조건에 상관없이 든든하고 편안하게 달릴 수 있

메르세데스-벤츠 SUV 패밀리라는 퍼즐을 채우는 마지

용되어, 스포티한 이미지를 더욱 강렬하게 발산한다.

다. 무엇보다 탁월한 승차감과 스포츠카의 민첩성을 동시

막 한 조각인 The New GLC Coupé는 퍼즐의 큰 그림을

일상은 도시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휴일엔 드라이브와

에 느낄 수 있는 스포츠 서스펜션과 다이렉트 스티어 시

완성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도 빛나는 매력적인 차임

여가를 즐기는 등 역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스템은 평범한 SUV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운전의 재미를

이 틀림없다.

소비자의 마음을 끌어당길 매력을 고루 갖춘 셈이다.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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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의 섬 롬복

신들의 섬 발리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으레 발리를 떠올린다. 신들의 섬으로 불리며, 환상적인
에메랄드 바다와 초호화 풀 빌라를 떠올리게 되는 발리는 서핑, 래프팅 등 활발한 액티비티
를 즐기는 사람에게도 예술가 마을 우붓을 거닐며 조용히 휴양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최상의
환경임은 틀림없다. 그런데 흔들림 없는 명성의 발리에서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다.
발리 옆 롬복이 인도네시아 여행의 루키로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에디터 김도영 자료 제공 오베로이 롬복 www.oberoihotels.com/hotels-in-lombok

길리 트라왕안(Gili Trawangan)
길리 메노(Gili Meno island)
길리 아이르(Gili Air)

얼마 전 케이블방송에서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에 배우들이 불고기를 메인으로 식당

발리

을 내고 외국인 손님들과의 에피소드를 방영했다. 그 섬은 주문한 음식이 30분 이상
롬복

걸려도, 자동차 없이 조랑말이 끄는 마차나 자전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어도 누구 하
나 느린 속도와 불편한 환경에 불평하는 법 없이 너그럽기만 한 곳이었다. 몇십 년쯤
과거로 거슬러 온 듯한 풍경이지만 불편하다기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는, 거기에
더할 나위 없이 빛나게만 보였던 하늘과 바다는 향수를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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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아름다운 섬, 롬복
우리에겐 너무나 유명한 발리지만, 진짜 여행가들은 발리 옆 롬복을 오래전부터 눈여
겨보았다. 론리 플래닛에서는 롬복을 세계 10대 파라다이스로 선정한 바 있고, 영국
BBC방송은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아름다운 섬 Best 3’ 중 하나로 꼽았다. 특히 여
름은 인도네시아의 건기에 해당해 맑고 깨끗한 하늘이 계속 이어져, 롬복 여행자들에
게는 최고의 날씨 조건이다.
롬복은 신들의 섬으로 불리는 발리처럼 힌두교를 비롯해 이슬람, 토착 신앙 등 다채
로운 종교와 그에 따른 문화가 섞여 있다. 그래서 발리가 주된 종교인 힌두교와 그 문
화에 따라 이색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라면, 롬복은 순박하다. 또 롬복은 발리가 갖고
있지 않은 새하얀 모래사장과 조금만 들어가면 산호가 가득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처럼 다양한 종교에 따른 문화,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롬복의 주민들이 발리엔 롬
복이 없지만, 롬복엔 발리가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일리 있어 보인다.

2

1 신비로운 분위기의 맑고 깨끗한 롬복 해변
2 화산 폭발로 정상의 분화구 안에 칼데라 호가 생긴 린자니 산
3 화산 폭발로 인해 생긴 독특한 환경을 보기 위한 린자니 산 트레킹이 유명하다.
1

3

롬복을 반짝이게 하는 포인트, 린자니 산과 월레스 라인
발리에도 화산이 있지만, 롬복의 화산 린자니는 초록의 열대우림과 폭포와 계곡
등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다. 천국의 계단으로 불리는 해발 3,726m의 린자니
(Rinjani) 산은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고 세 번째로 큰 활화산으로 지금은 휴화
산이지만 1847년 첫 폭발 이후 2004년과 2015년, 2016년 세 번의 폭발을 더 했다.
화산이 폭발한다고 하니 걱정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폭발의 규모는 인명피해가
날 정도로 크지 않고 오히려 그 폭발로 인해 아름다운 흔적만 추가됐다. 폭발 이후 정
상의 분화구 안에 바다처럼 푸른 ‘바다의 눈’이라는 뜻의 세가라 아낙(Segara Anak)이
라 불리는 칼테라 호가 생겼다. 호수 중심에는 화산 속의 화산인 바루(Gunung Baru)
산이 있는데 그 정상에 오르면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롬복이 발리와 다르게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생태계에 있다. 동물 지리학적인 생
태계 분류인 월레스 라인(Wallace line)이 발리와 롬복 사이를 지나가기 때문이다.
발리와 롬복 사이의 바다는 깊고 조류도 아주 빨라 두 지역이 비행기로는 20분, 배로
1시간 30분 거리로 가깝지만 매우 다른 생태를 보이는 것이다. 이 월레스 라인으로 발
리는 아시아계의 동식물이, 롬복은 호주계의 동식물이 많고 해변 경치도 발리와 확연
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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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복의 또 다른 주인공, 길리 섬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신들의 섬, 발리

롬복으로 여행을 떠났다면 빼놓지 않아야 할 곳은 롬복 북서부의 삼총사 길리 섬이

발리 여행의 루키로 롬복이 떠오르고는 있지만, 그래도 발리가 가진 매력은 누구도 부

다. 이 세 개의 섬은 섬을 빙 둘러 걸어도 2~3시간이면 충분한 작은 섬이지만 그 매력

인할 수 없다. 특히 유럽 여행자들 사이에선 긴 여름 휴가 내내 발리에서만 한 달 가

은 절대 작지 않다.

까이 지내면서 발리의 매력에 푹 빠져드는 것이 유행이다. 제주도 면적의 2.7배나 되는

세 개의 섬 중 가장 큰 맨 왼쪽의 길리 트라왕안은 바다거북을 비롯해 온갖 해양동식

큰 섬 발리는 여행자의 취향이 무엇이든 완벽에 가깝게 맞춰준다. 서핑을 좋아하고 흥

물을 만나볼 수 있는 스노클링의 명소로, 케이블방송에 나온 식당 촬영지다. 작고 예

겨운 펍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에겐 꾸따가 제격이다. 서핑에 좋은 파도를 가진 꾸따에

쁜 레스토랑과 카페, 바가 많고 해안가에 설치된 그네에 앉아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는 골목골목 색다른 분위기의 레스토랑과 펍이 많아 언제나 반 옥타브 정도는 들떠

가장 작은 섬인 길리 메노는 호수라는 뜻의 섬 이름답게 섬 서쪽에 작은 호수가 있는

있는 분위기다. 조금 더 정제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갖고 싶다면 스미냑을 선택하면

데 그곳에서 새끼 거북을 보호하다 바다로 내보낸다.

된다. 디자인이 독특하고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만든 액세서리나 인테리어 아이템 등

롬복과 가장 가까이 있는 길리 아이르는 세 개의 섬 중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있고, 유럽인들이 주인인 세련된 카페와 다이닝 레스토랑도 많

섬으로 트라왕안에 비해 느긋하고 조용한 분위기 때문에 ‘레이지 아일랜드(Lazy

아 우아하면서도 품격있는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다.

Island)’라고도 불린다.

조용히 이국적인 예술에 흥미가 많다면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모이는 우붓이 정답이
다.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영화 중 ‘사랑하라’의 에피
소드는 우붓을 배경으로 한다. 세계적인 럭셔리 리조트 아만다리에 편히 쉬며 울창한
밀림, 크고 작은 갤러리와 감성적인 상점들을 천천히 하나씩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충
분한 힐링이 된다.

4

4 각각 다른 매력을 지닌 3개의 작고 아름다운 길리 섬
5 길리 트라왕안 섬 해변가에 있는 그네. 낙조 명소
6 발리 예술인의 마을에 위치한 아만다리 리조트 빌라에서 바라보는 석양
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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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 Place

울긋불긋 타는

절정의 가을을 느끼다

찌는 듯한 더위가 슬그머니 물러가고 어느새 귀밑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가을은 어쩌면 화려하게 수놓는 봄날의 꽃보다 잔잔하지만, 더 열정
적으로 온 대지를 물들인다. 영국 빅토리아시대 대표적인 여성 소설가인 조지 엘리엇은
가을에 대해 이런 감상을 남겼다. ‘아주 기분 좋은 가을! 내 영혼은 그것에 집착한다. 만
일 내가 새라면 잇따라 오는 가을을 찾아 지구 위로 날아오를 것이다.’ 가을을 찾아 날

800km에 이르는 매혹적인 단풍 천국, 캐나다 메이플로드

아오르는 새처럼 아름다운 가을 단풍에 이끌려 세계로 떠나보고 싶을 때다.

단풍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아마도 단풍국으로 불리는 캐나다일 것이다. 때 묻지 않은 광활한

에디터 손경란

자연과 그 속에 모나지 않게 어울리는 도시를 갖고 있는 캐나다는 어디서나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매년 9~10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시작해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퀘벡으로 이어지는 800km
의 메이플로드는 포플러, 너도밤나무, 자작나무들로 화려하고 거대한 단풍 숲을 이룬다.
특히 퀘벡주 로렌시아 산맥의 몽 트랑블랑 국립공원(Mont Tremblant National Park)은 스키로 유명한 곳이지
만 곤돌라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트랑블랑 호수를 감싸고 붉고 노랗게 물든 고원의 풍경은 가을
단풍의 백미를 선사한다. 메이플로드의 종착지 퀘벡은 캐나다 가을 단풍 여행에서 확실한 악센트를 더한다.
중세시대의 성벽과 프랑스 문화로 독특한 분위기에 가을 단풍까지 더해지면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도시로
왜 이곳을 선정했는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황금색과 붉은색으로 변한 가을 한가운데 화가의 거리,
다름광장, 르와이얄 광장과 세인트로렌스 강을 내려다보는 높은 성곽에 위치한 페어몬트 샤토 프롱트낙 호텔
까지 거닐다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와 서정이 흐르는 동화 속 나라를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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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동화 속 궁전, 독일 퓌센 노이슈반스타인 성
어렸을 적 누구라도 한 번쯤 읽고 보았을 동화 ‘잠자는 숲 속의 미녀’. 멋진 왕자는 백마를 타고 숲속 한가운데
높다란 나무와 수풀이 우거진 환상 같은 성에 들어와 아름답게 잠들어있는 공주에게 입맞춤하고 이내 공주
는 잠에서 깨어난다는, 아마 동화를 통해 처음 설레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던 그 동화 속 성의 모델
이 바로 독일의 노이슈반스타인 성이다. 이 성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지대 인근의 알게우알프스 산맥 레히
강 연안에 있는 작은 도시 퓌센에서 4km떨어진 곳에 있는 슈반가우 숲에 있다.
노이슈반스타인 성을 지은 바이에른의 왕 루트비히 2세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패하자 원래 심약한 성품이
더욱 심해져 이 숲으로 들어와 여생을 이 성을 짓는 데만 몰두했다. 덕분에 성의 외관은 고풍스러운 중세의 모
습인 데 반해 내부는 그때 당시로 최신의 시설인 중앙난방, 수도,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추고, 방에는 바그너
의 음악에 나오는 시인인 탄호이저, 백조의 기사 로헨그린과 그의 아버지, 성배의 왕 파르지팔의 벽화를 그려
넣고 조각, 프레스코로 장식하기도 했다.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물든 슈반가우 숲속에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나무에 둘러싸여 하얀빛이 나
는 노이슈반스타인 성은 동화 같은 풍경으로 여행객의 마음을 동심의 세계로 돌려놓는다.

도시에 그린 자연의 작품,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자유의 여신상, 높게 솟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기억되는 뉴욕에서 가을은 도시의 허파라고 불리는
맨해튼 센트럴파크(Central Park)에 아름답게 내려앉는다. 단풍나무, 느릅나무, 니사나무, 오크 등 약 25,000종
류의 나무들이 들어선 이곳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은 리처드 기어와 위노나 라이더가 주연한 ‘뉴욕의 가을’이
라는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되기도 했다.
남북으로 4㎞, 동서로 800ｍ 길게 뻗어 있는 센트럴파크의 가을은 동쪽 공원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공원 내
66스트릿과 72스트릿 사이 더 몰(The Mall)에 이르렀을 때는 길 양옆으로 아름드리 나무가 팔을 뻗어 하늘마
저 노랗게 수놓는 단풍지붕을 만나면 가을의 한가운데로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원 내 거울처럼 맑은 호수와 연못, 감성적인 구름다리, 깊은 사색에 빠지게 하는 가로수길, 유럽 분위기
가 물씬 풍기는 베데스다 분수와 테라스는 가을의 풍경에 운치를 더한다. 뉴욕의 가을은 9월이 되면 늦더위가
가시고 10월부터 서서히 시작해 10월 말 ~ 11월 초에 절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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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예스러운 멋, 일본 교토 청수사
일본에서 고풍스러운 멋을 찾고자 한다면 간사이 지역을 빼놓을 수 없다. 교토, 고베, 오사카로 이어지는 간사이
지방은 전통의 아름다움이 가장 극대화된 곳으로 봄에는 벚꽃으로, 가을엔 단풍으로 그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
이게 한다. 794년부터 약 천 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는 전통과 풍습이 남아있어 지금도 시시때때로 각종
전통의식이나 행사가 펼쳐진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이곳에선 기모노 차림을 한 여성들이 자주 눈에 뛴다.
교토에서 눈에 잘 들어오는 오토와 산에 자리 잡은 청수사는 서기 778년 한 승려가 꿈속에서 ‘맑은 샘을 찾아
가라’는 계시를 받고 이 산에 올라 2년 뒤 산 중턱의 절벽 위에 절을 지은 것이 시작이다. 승려의 꿈에 계시로
나타났던 맑은 샘은 이 절 안에 세 가닥으로 나뉘어 떨어지는 오토와 폭포로, 이 물을 마시면 건강과 학업, 연
애에서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전설이 있다. 청수사가 단풍으로 물드는 시기엔 저녁 늦게까지 개방
하는데, 밤에는 야간조명 라이트 업 이벤트가 열리기도 한다.
간사이 지방의 단풍은 우리보다 조금 늦게 11월부터 조금씩 물이 들기 시작해 11월 중순에서 12월 상순에 거
쳐 절정을 이룬다. 천년 고도 교토의 청수사와 가을의 바람으로 잎이 부대끼며 사각거리는 자연의 소리를 듣
게 되는 아라시야마 대나무숲 치쿠린과 함께 오사카의 아름다운 오사카 성까지 이어지는 여행이라면 가을의
정취에 흠뻑 젖을 수 있다.

요정들이 숨은 마법 같은 자연,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곳, 96개의 폭포와 16개의 호수로 이루어진 거대한 원시림 같은 때 묻지 않은 자연
을 보여주는 플리트비체. 3만㏊가 넘는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에는 50여 종의 포유류와 160종 이상의 조류, 희
귀식물로 분류된 1,200종의 식물도 함께 살고 있다. 워낙 넓은 데다 다양한 생태가 만들어내는 곳곳이 다른 무
한한 풍경 때문에 하루 종일 걸어도 이곳의 1%만 겨우 볼 수 있다는 현지인들의 말이 과장된 자랑은 아니다.
플리트비체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곳이 카르스트 지형이기 때문이다. 석회암이 녹아들
어 생긴 종유굴도 많고, 폭탄이 떨어진 듯 움푹움푹 파인 곳이 도처에 있는데 이런 불규칙한 지형은 높낮이와
물줄기 규모가 다른 계단식 폭포와 호수를 만들어 낸다. 물에 스며든 석회 침전물은 물이 함유한 미네랄과 유
기체의 함량에 따라 하늘빛, 에메랄드빛, 옥빛 등 다양한 색을 보여준다. 바닥의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 선명하
게 보이는 맑은 물에는 송어들이 떼로 몰려다니고, 사람들이 오가는 산책길 옆에 바싹 붙어 따라다닌다.
특히 이곳에서는 물로 쓰러진 소나무에 붙어 자라는 물이끼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켜켜이 만든 단단한 이
끼 화석을 보는 것도 이색적인 재미다. 새 소리와 크고 작은 폭포,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들려주는 소리는 어
떤 음악보다 청명하다. 아름다운 곳을 볼 때 하는 틀에 박힌 칭찬의 말인 ‘지상 최고의 낙원’이라는 평가도 부
족하게 느껴지는 곳이 플리트비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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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장기불황이 계속되면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문화가 생겨
났다. 즉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분야에 대해서는 큰 대가를 지
불하더라도 그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소비를 계속하는 것이다. 남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처럼 자신의 만족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한 분야만큼은 최고의 사치를 지향하는 것이
다. 스몰 럭셔리의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1930년대 대공황시대 립스틱 효과가
있던 때에는 패션이나 뷰티 같은 보여주는 사치품에 한정됐지만, 스몰 럭셔리는
패션은 물론 식품과 음료, 전자제품, 주류, 서비스, 생활용품, 향기, 취미 생활, 애
완동물 간식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확인되고 있다.

세계를 매혹시킨 스몰 럭셔리
스몰 럭셔리는 사실 완벽히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소비 패턴이다.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는 지난해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된 스몰 럭셔리 아이템 78가지를 발표
했다. 이 자료에 소개된 스몰 럭셔리 아이템들은 같은 종류의 상품보다 최하 1.2
배, 최고 60배 이상 고가이지만 인기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해가 떠오르듯 기상 시간을 정점으로 서서히 밝아지는 알
람조명시계와 메탈 프레임 대신 바람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10분 만에 뚝딱 설치
하는 텐트가, 미국에서는 취향에 맞는 양말을 주기적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
반려동물을 위해 안락함은 물론 차량 충돌 테스트까지 통과한 고품질 카시트,
인공감미료와 트랜스지방, 각종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거한 프리미엄 건강 팝

Small Luxury
나만을 위한 작은 사치

스몰 럭셔리

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찾는다는 고밀도 영양 음료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 치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깔끔해지는 명품 칫
솔, 아이스크림의 맛을 배가시켜준다는 알루미늄 스푼이, 중국에서는 수작업으
로 만든 원목 안경테, 뉴질래드산 청정 벌꿀, 수제 요구르트 등이 인기를 끌고 있
다. 캐나다에서는 고급 원단과 견고한 목재를 사용해 주문제작 상품으로도 판
매되는 명품 우산, 전문 요리사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해 섬세한 미각을 가

나를 위한 작은 사치, 가치 소비, 자신만을 위한 작은 행복으로 설명되는 스몰 럭셔
리가 식음료, 패션, 취미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가장 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
다. 자동차나 주택 같은 규모가 큰 것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집중해 소소하지만, 개성
을 드러내고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아이템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소비하는 것이다.

진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자작나무 시럽, 자국에서 생산되는 천연원료만 사
용해 만들어진 천연 보습 에센스는 다른 유명브랜드보다 2배가 넘는 가격임에
도 고소득 직장인과 셀럽들의 주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몰 럭셔리 아이템들은 그 자체로 품질면에서
월등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에 더해 사용자를 고려한 아이디어와 디자인, 마케

에디터 김도영

팅 등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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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 상큼한 디저트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우리나라에서 스몰 럭셔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분야 중 하나는 식품이다.

몇 년 전부터 마치 어린아이처럼 색연필로 색을 칠하면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컬

그중에서도 특히 베이커리나 아이스크림, 초콜릿, 차 등의 디저트는 매년 2배 이상

러링북이 인기를 얻은 데 이어 이제는 아름다운 운율을 가진 명문장이나 명시를

씩 시장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유기농 밀가루, 유기농 버터를 사용한 자연발효

직접 손으로 옮겨 쓰는 필사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러한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식빵만을 취급하거나 인공첨가물을 배제하고 지방함량을 줄이며 제조 후 72시간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고급 필기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다. 만년필 브

내의 것만 판매해 건강까지 고려한 프리미엄 젤라토 아이스크림, 맛은 물론 성분

랜드 파카(PARKER)는 전 공정이 수공으로 생산되어 고전적인 우아함이 강조된

과 화려한 디자인까지 갖춘 프리미엄 초콜릿은 특별한 날에 걸맞은 품격있는 선물

럭셔리 라인을 내놓았고,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 피규어에도 금, 다이아몬드, 사파

로 많이 찾는 아이템이 됐다.

이어 등의 보석을 사용해 초고가의 건담이 탄생하여 피규어 수집가들의 시선을

오후에 즐기는 애프터눈티도 빼놓을 수 없다. 싱가포르 프리미엄 티 브랜드 TWG

끌었다.

는 TWG Tea 살롱&부티크를 오픈했는데 이곳에서는 8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또한 잡지를 정기구독하는 것처럼 꽃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2주에 한 번 예쁜 플

TWG 차와 함께 간단한 요리와 브런치를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300년이 넘는 역

라워박스에 담긴 화사한 꽃다발을 받을 수 있다. 꽃이 특별한 날에 다른 사람에게

사를 배경으로 1837년 빅토리아 여왕 즉위 후 왕실에 납품하고 있는 영국 홍차 브

주는 선물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향기로운 힐링이자 스몰 럭셔리 아이템

랜드 트와이닝(Twining), 500여 종의 가향차를 갖춘 세련된 프랑스 홍차 마리아

이 되는 것이다.

쥬 프레르(Mariage Frères), 스리랑카산 차에 사과 향을 담은 애플 티가 유명한 포
숑(Fauchon), 도자기만큼이나 유명한 영국의 웨지우드(Wedgwood) 등은 차를 좋
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필수 아이템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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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향기와 품격
생활 속에서 지향하는 스몰 럭셔리는 크게 향기와 전통이 가미된 품격을 갖춘 형
태로 나타난다. 생활 속에서의 향기는 신체에 사용하는 향수 외 자신이 머무는 다
양한 공간에 사용된다. 공간을 가꾸는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자연주의 철학이 담
긴 향기로운 디퓨저와 캔들이 사용되는 것에 이어 서랍이나 옷장, 자동차 내부 등
의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고체형 향기 제품이 선택받고 있다.
의류, 침구류, 커튼에 사용하는 드레스 퍼퓸도 스몰 럭셔리의 아이템이다. 드레스
퍼퓸은 섬유에 뿌리기 때문에 패브릭 미스트 혹은 텍스타일 퍼퓸이라고도 불리
는데, 방금 샤워하고 나온 것처럼 상쾌하고 쨍쨍한 햇빛에 건조된 옷을 입은 듯 깔
끔한 느낌의 향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몸에 뿌리는 향수보다 진하지 않지만, 오히
려 그 때문에 더 신선한 느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세탁세제도 깨끗하게
옷을 세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친환경적이며 향기를 오래 지속시키는 제품들
이 향수 회사들과 화장품 전문매장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비누는 최첨단 신기술을 더하기보다 애초 비누를 만들었을 때로 돌아가 천연 원
료를 사용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수제 비누가 인기다. 온종일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처럼 부드러운 거품이 기분 좋게 하고, 비누가 놓인 그 자
체로 향기가 퍼져 욕실에 들어서는 순간 편안한 느낌을 선사한다. 성분에 대한 관
심 높아지면서 치약 선택도 달라졌다. 치약계의 샤넬이라 불리는 이탈리아 마비스
(Marvis)는 국내에 이미 단단한 선호층을 쌓은 데 이어 100년 전통의 역사를 강조
하는 영국 유시몰(Euthymol), 호주의 천연 유기농 치약 닥터 아돌(Dr. Adol+), 아
주 적은 양으로도 개운함이 오래 지속되는 독일 아요나(Ajona), 극소량 생산으로
현지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이탈리아 산타마리아 노벨라 핸드 웰메이드 같은 치약
은 자신만을 위한 품격있는 스몰 럭셔리 아이템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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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piece

TUMI

진정한 혁신가, 투미
투미는 1975년 미국의 사업가 찰리 클리포드(Chalie Clifford)가 설립한 가방 회사로, 브랜드 이름은 창업
자가 ‘성공과 행운’을 상징하는 페루 잉카문명 신의 이름에서 따왔다. 창업 후 투미는 혁신의 역사를 쌓아

여행 패션의 시작과 완성

갔다. 본격적으로 가방을 생산하기 시작했던 1980년대에는 방탄 나일론 소재의 여행 가방과 고정관념을

캐리어

깨트린 서류가방을 내놓았고 1990년에는 바퀴가 달린 여행용가방을 출시하는 등 지금까지 125개가 넘는
특허와 수천 개의 맞춤 부품에서 보듯 최고의 제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투미가 내세우는 핵심

여행’이라는 말에 설렘이 담겼다면, 그 설렘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아이템은 ‘캐리어’일 것이다. 공항이

콘셉트 ‘투미 디퍼런스(TUMI Difference)’의 의미처럼 투미를 사용해본 고객들이 경험한 특별함은 고객의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또르르 굴러가는 캐리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딘가로 떠나고 싶게

니즈를 앞서가는 투미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다.

만들기 때문이다. 여행의 설렘이 가득한 이 캐리어에 이젠 디자인과 실용성, 패션 감각에 명품이 주는
우아함도 담겼다. 공항패션의 시작과 완성은 어쩌면 의상이 아닌 캐리어로 옮겨가는지도 모르겠다.
에디터 진윤숙 자료협조 각 브랜드

19 디그리(19 Degree)

V3

알파2 투미 티패스 비즈니스 클래스 브리프 팩

투미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유동성, 모던한 실루엣의 감각적

더 가볍고 똑똑한 캐리어를 찾는다면 V3가 답이다. 다중 폴리

알파2 컬렉션은 투미의 혁신적인 디자인, 기능성, 성능 그리

인 디자인, 견고한 내구성의 알루미늄 프레임 등 디자인과 기

카보네이트로 제작된 V3는 가벼우면서 외부 충격과 마모, 스

고 기술력이 반영된 것으로, 섬세한 디테일을 특징으로 한다.

능성을 모두 담은 투미 19디그리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 컬렉

크래치에 강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또 항공기 등급의 알루미

백팩, 브리프케이스, 캐리어, 트래블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

션에는 2개의 스냅 잠금장치로 구성된 캐리 온(Carry-on), 3개

늄으로 제작돼 가방의 무게를 줄이면서도 외부 충격에 강한

군으로 구성된 알파2 컬렉션은 신분증, 신용카드나 여권 등의

의 스냅 잠금장치로 구성된 체크인(Check-in) 사이즈가 있는

투미 특허의 엑스 브레이스(X-Brace 45®) 핸들 시스템과 넓은

전자화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아주는 아이디 록(ID Lock™)

데, 버튼으로 쉽게 여닫을 수 있는 스냅 잠금장치가 달렸다. 모

내부 수납공간과 부드러운 이동감을 선사하는 매입형 듀얼

기능이 적용된 포켓으로 구성되어 있다. 20자리의 제품 고유

서리에 달린 다이 캐스트 코너 캡(Die-cast corner caps) 보호 범

스피닝 휠로 구성되어 있다.

번호를 등록하면 가방을 분실했을 경우 가방을 회수할 수 있

퍼, 경량 안감 등 심미적이며 구조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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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도와주는 트레이서 프로그램도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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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mann

품격과 고귀함의 대명사, 하트만
하트만의 기원은 1877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거슬러 올라간다.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트만은 ‘고
객의 뛰어난 품격과 고귀함은 그의 여행 가방에서도 느껴져야 한다’라는 제품 철학을 바탕으로 최고급 소
재와 최첨단 공학적 설계, 클래식 모더니즘이 녹아있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디자인을 내세운 고품질의 세
련된 캐리어들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정교한 수공예 여행 가방과 고급 가죽 제품들을 생산해온 하트
만은 왕족, 유명 여행가들에게 사랑받았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가 높았던 영부인 중 한 명인 프란시스
클라라 폴 섬을 비롯하여 미 대통령 린든 존슨과 조지 워커 부시 등 20세기 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재
직기간 동안 하트만 제품을 애용했다고 전해진다.

7R 마스터(7R Master)
하트만은 혁신적 소재 커브(Curve®)를 사용해 초경량, 고강도의 내구성을 갖춘 7R을 출시한 데 이
어, 2015년 하반기 두 번째 작품으로 최고급 알루미늄을 사용한 7R 마스터를 내놓았다. 총 250단
계 이상의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7R 마스터는 고급 가죽 소재 제품처럼 오래 사용할수록 알루
미늄 고유의 특성과 은은한 광택이 두드러지면서 고급스러운 매력이 배가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데노보(DENOVO)

인텐시티(Intensity SPL FL)

청순한 아이보리 색이 돋보이는 데보노는 신랑집에서 신붓집으로 보내는 함가방과 허니문을 떠

하트만은 대표상품 Intensity SPL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Intensity SPL FL 컬렉션을 새롭게 내놓았는

나는 신혼부부의 캐리어로 많이 사용되어 '신부의 캐리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고상하게 빛나는

데, 이 컬렉션에서는 전체적인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작은 디테일들을 업그레이드시켜 제품의 품

케이스와 레더로 장식된 프레임, 금롯 리벳은 미학적인 아름다움과 질적인 견고함으로 혁신적인

격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골드 컬러를 추가하였다. Intensity SPL FL 은 가볍지만 견고한 PC 소재의 하

하트만의 상징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패션과 럭셔리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드 케이스와 메탈릭한 텍스쳐의 느낌이 어우러진 현대적이고 시크한 스타일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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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PAK이 제안하는
[늦은 체크아웃]
발리 아만킬라(Amankila)
자유 5일
출발 매일
일정 인천-발리(3)-기내(1)-인천
가격 ₩2,790,000~
발리

문의 02. 726. 5710
Amankila

Amankila
Indonesia

아만킬라, 인도네시아 발리

발리 최고의 자유와 낭만을 싣다
풍수지리학의 가장 큰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배산임수는 아만킬라가 표본인 듯하
다. 아궁 산이 듬직하게 뒤를 받치고 프랭지파니 나무가 감싸 안고, 앞으로는 인
도양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자연 속의 아만킬라를 KALPAK을 통해 이용할 경
우 12월 22일~1월 4일에는 오후 6시까지, 이외의 기간에는 발리 공항 출발 전까
지 스탠바이룸 레이트 체크아웃이 제공되며(기간에 따라 가능여부 상이), 여행 종
료 후엔 제주 퓨어워터를 객실당 1박스(1.5L/12pet, 7월 1일~9월 30일 출발고객
한정)를 받을 수 있다.
에디터 진윤숙 자료협조 아만킬라 www.aman.com/resorts/amank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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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만킬라는 12m, 15m 길이 2척의 크루즈를 동이 틀 무렵의 아침과 오후 등 하루
2번 운행하고 있다. 이 크루즈들은 배 옆 바깥쪽으로 노와 받침대가 내밀어져 있
는 인도네시아 전통 선박 주쿵(Jukung) 스타일로, 1층엔 조타실과 과일과 쿠키, 차,
커피, 맥주 등을 즐길 수 있는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고 2층은 하얀 매트가 깔린 갑
판으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곳에서 일광욕하거나 발리 짠디다사 지역의
기막힌 절경을 즐기게 된다.

모든 해양스포츠를 즐길 자유, 아무것도 안 할 평화의 공존
아만킬라에서는 크루즈를 타고 거울처럼 맑은 빼꽁섬 근처에서 스노클링을 즐기
는 것을 비롯해 카약이나 스탠드업 패들보드, 소형 요트, 누워서 타는 서프보드인
부기 보드, 다이빙 등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해양스포츠를 전문 가이드
의 도움을 받으며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반면 휴양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개
인 요리사 서비스를 받으며 검은 모래가 깔린 프라이빗 해변에서 조용한 휴식으로
진정한 ‘평화’를 만끽할 수 있다.

2

1
3

인도양을 만나는 특별한 방법, 아만킬라 크루즈
콘테 나스트 트래블러지는 아만킬라를 아시아 최고의 리조트로 뽑았는데, 그 이

1 바다를 향해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아만킬라 메인 풀. 크루즈를 타고
나가서 아만킬라를 바라보는 풍경도 멋

유는 어렵지 않게 꼽을 수 있다. 바다를 바라보며 밀림 속에 자리한 고대 왕궁 같

지다.

은 33채의 가든, 오션, 풀, 인드라킬라, 킬라사리, 아만킬라 스위트는 각각의 특징을

2 바다를 내려다보는 오션 스위트. 개
별적인 출입구로 프라이버시가 완벽하

잘 드러내면서 숨 막히도록 아름다운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위치에 따라 멀리 롬

게 보장된다.

복 섬까지 눈에 들어온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인도양의 바다 위에 하얀 점처럼

3 스위트룸의 인테리어. 시원스럽게 높
은 천장과 넓은 발코니, 아름다운 뷰는

떠 있는 크루즈는 마음을 설레게 한다.

아만킬라의 자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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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Choice

KALPAK이 제안하는
[늦은 체크아웃]
푸껫 아만푸리(Amanpuri)
자유 5일
태국

Amanpuri

출발 매일
일정 인천-푸껫(3)-기내(1)-인천
가격 ₩2,590,000~
문의 02. 726. 5705

Amanpuri
Thailand

아만푸리, 태국 푸껫

움직이는 환상의 궁전, 크루즈.
그 진수를 누리다
매년 인기 높은 여름 휴양지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찾아 북적이
는 푸껫이지만 ‘평화로운 땅’을 의미하는 리조트 이름처럼 자연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원시림 속 왕궁 같은 곳에서 오롯이 평화로운 휴양이 가능한 아만푸리.

KALPAK을 통해 아만푸리 리조트를 이용할 경우 귀국 시 푸껫공항 출발 전까지
스탠바이룸 무료 레이트 체크아웃(약 80만원 상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중식 1회
(2인, 음료 불포함, 약 10만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에디터 진윤숙 자료협조 아만푸리 www.aman.com/resorts/amanp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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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국의 정취를 흠뻑 느끼게 해주는 럭셔리 크루즈 투어

1 해변에서 즐기는 아만푸리 다이닝

아만리조트는 그 이름만으로도 최상급의 휴양을 설명해주지만, 푸껫의 아만푸리

2 울창한 원시림 사이 높게 지어진 살
라(Sala)

는 리조트 시설뿐 아니라 투숙객의 인원수와 요구에 맞는 다양한 규모와 코스, 해
양스포츠가 가능한 호화로운 크루즈 운영이 큰 특징이다. 태국의 전통적인 목조
선박인 약 27.4m의 길이의 마하 베트라(Maha Bhetra)는 아다만해에서 가장 고급
스러운 배로, 피피 섬 등지를 하루 또는 며칠간 돌아보거나, 저녁노을로 붉게 물든

3 숙박이 가능한 아만푸리 럭셔리 크
루즈 마하 베트라의 내부 인테리어
4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일정이 조정되
는 마하 베트라 크루즈 2층의 라운지

바다 위에서 낭만적인 저녁을 즐길 수 있다.

2

3

1

4

럭셔리한 마하 베트라 크루즈 외에도 아만푸리는 전망용의 소파와 탁자 등이 놓
인 개방형 플라이브리지가 달린 18m 길이의 Aman 1, 다이브 보트 2척, 높은 돛이
달려 가까운 곳은 물론 조금 먼 곳까지 빠르게 다녀올 수 있는 스피드보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아만푸리의 크루즈와 보트들은 해양스포츠를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호화로운 다이닝이 가능하며, 끄라비나 10대 다이빙 포인트로 꼽
히는 신비한 장관의 시밀란 섬 투어를 즐길 수 있다.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를 누릴 수 있는 여유로운 휴양
아름다운 석양을 보는 선셋크루즈, 반나절, 하루 또는 며칠간의 크루즈 투어는 자
신의 선택에 따라 매우 활동적이거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휴양이 가득한 여정
으로 채울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택의 자유는 지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야자수가 둘
러싼 수영장이나 살라(Sala)에서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타이 전통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늦은 오후 태국 전통음악 공연을 관람할 수도 있다. 여기에 왕가의 전
통비법 스파를 더한다면 천상의 휴식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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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Choice

[Ultra Luxury KALPAK]
필리핀
마닐라

Amanpulo
필라완 섬

KALPAK이 제안하는
청정의 섬, 파말리칸 아일랜드
Amanpulo
자유 4일
출발 매주 목
일정 인천-마닐라-파말리칸(3)-마닐라-인천
가격 ₩3,800,000~
문의 02. 726. 5704

Amanpulo
Philippines

아만풀로, 필리핀

아시아 톱 리조트에서
남국의 정취를 즐기다
예쁜 산호초를 품은 수정처럼 맑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고운 모래에 둘러싸인 파
말리칸 섬. 필리핀 전통의 오두막 형태로 만들어진 카시타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
는 모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아만풀로는 지구상에 천국이 있다면 분명 이곳일 것
이다. KALPAK을 통해 이용할 경우 리조트 60분 마사지 1회, 선상 칵테일 1회, 비
치카시타로 룸 업그레이드 혜택(11월 27일까지 출발 한정)을 받을 수 있다.
에디터 진윤숙 자료협조 아만폴로 www.aman.com/resorts/amanp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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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어로 대나무를 뜻하는 카와얀은 일종의 바지선으로, 이곳은 바다로 떠나는
피크닉 장소이자 레스토랑이면서 동시에 가족이나 연인만 오붓하게 바다에서 여
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처가 된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아이들은 카와얀
으로 몰려드는 색색의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면서 즐거운 한 때를, 부모는 선베드에
누워 솜씨 좋은 바텐더가 만들어준 칵테일을 음미하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특
별한 추억의 장소가 된다.

감미로운 음악, 쏟아지는 별빛으로 마무리되는 아만풀로의 휴양
아만풀로는 바람과 파도 높이를 고려해 동쪽 또는 서쪽 바다를 선택할 수 있으므
로 윈드서핑이나 카이트서핑을 즐기기 최적의 장소다. 2인승 탠덤 카약이나 패들
보드는 바다거북을 관찰하는 좋은 방법이다. 어둠이 내리면 부드러운 변화가 찾아
온다. 바다가 붉게 물들면 해변의 비치 클럽엔 차분한 조명이 켜지고 예쁜 칵테일
이 분위기를 돋운다. 반짝이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천체망원경으로 보고 있으
면 동화 같은 별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다.

1

2
3

바다 위 둥둥 떠다니는 선상 카페, 카와얀

1 바다 위의 카페 카와얀에 이어 저
녁 석양이 아름다울 때 즐기는 선셋

여름 해양스포츠의 백미 크루즈 투어는 아만풀로에서도 물론 즐길 수 있다. 하루

크루즈

두 번 운행하는 바닥이 편평한 폰툰보트(Pontoon Boat)를 타고 어린 상어가 오가

2 윈드서핑, 카이트서핑, 카약, 패들
보드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가 가능한

는 샤크 포인트 등에서 스노클링을 하거나 낭만적인 일몰 때의 크루즈, 달빛 크루
즈, 도미나 참치, 가다랑어를 낚는 낚시 크루즈도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크루
즈 아닌 크루즈, 바다 위의 카페 카와얀(Kawayan)은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독특

아만풀로
3 사방으로 탁트인 시야와 편의성이
고려된 리빙룸

한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 힐링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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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KALPAK
COLLECTION

Collections of 2017 AUTUMN

KALPAK Collection

삶이 다르면

청명한 가을과 함께하는 KALPAK 여행

여행도
달라야 합니다

갑니다. 숨 막힐 듯 뜨거웠던 태양은 열기를 낮춰 부드럽게 감싸고, 산들산들 부는 가

하늘은 맑고 푸르며, 숲과 나무는 짙은 초록색 옷을 벗고 조금씩 노랗고 붉게 물들어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 문의 : 02-726-5704, 5705, 5706, 5710 / 날짜별로 요금 상이

을 바람은 기분좋게 스쳐갑니다. 가을은 활기와 열정으로 북적거린 여름 휴가와 다르
게 조금쯤 여유롭게 여행을 하며 지나온 시간에 대해 사색하거나 문화를 보고 즐기기
에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연인, 친구 또는 가족과 여행을 떠나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
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돈독히 정을 쌓는 여행도 좋습니
다. 바쁘게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하고 차분히 미래의 계획을 세우
는 혼자만의 여행을 즐기기에도 가을은 최고의 시간이 되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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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새로워진 KALPAK 멤버십 회원 혜택

1. 여행 문의

KALPAK은 KALPAK 멤버십 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른 혜택을 차별화하기 위해 인천

선호하는 여행지 혹은 여행상품에 관

국제공항 라운지 이용과 좌석승급(이코노미석→프레스티지석 업그레이드)에 대해 새

한 출발일, 여행기간, 항공 및 호텔 등

로운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KALPAK은 고객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급 등 일반적인 여행 관련 정보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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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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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의 섬, 파말리칸 아일랜드 Amanpulo 자유 4일

[단독 특전] 방콕 페닌슐라(Peninsula) 자유 5일

트래블+레저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파말리칸. ‘평화로운 섬’이라

방콕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차오프라야 강가, 방콕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장식

는 뜻의 아만풀로는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는 산호섬으로, 마닐라에서 경비행

하고 있는 페닌슐라 방콕. 아시아 1위 호텔로 선정된 바 있는 방콕 페닌슐라 호

기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아만풀로는 피말리칸 섬 전체를 소유한 리조트로

텔은 모든 객실에서 불빛에 비친 아름다운 차오프라야 강을 전망할 수 있으며,

4.9km에 이르는 백사장이 있습니다. 40여 채의 카시타는 필리핀 전통 오두막 형
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할리우드 스타들에게도 이름 높은 리조트입니다.

전적 아름다움과 방콕 특유의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감성을 느껴보십시오.

• 출발 매일 • 일정 인천-마닐라-파말리칸(3)-마닐라-인천 • 가격 ₩3,800,000~

• 출발 매일

치앙마이 포시즌(Four Seasons) 자유 5일

[GOLF 또는 SPA] 다낭 반얀트리 라군풀빌라 자유 5일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치앙마이 매림계곡의 울창한 숲과 정글, 계단식 논으로

반얀트리 랑코는 공항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베트남의 중남부 해안에

둘러싸인 곳에 치앙마이 최고의 럭셔리 리조트인 포시즌 리조트가 평온한 분위

있습니다. 동해가 굽어보이는 찬메이 지역의 랑코만 인근에 있으며, 유네스코

유명 쇼핑 거리와 백화점, 비즈니스 빌딩 등이 밀집된 곳에 있습니다. 태국의 고

• 일정 인천-방콕(3)-기내(1)-인천

• 가격 ₩1,290,000~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상 KALPAK Membership 가입 회원 중 실적 충족회원
※ 기명식 (본인 실적 기준, 타인 구매 합산 볼가, 양도 불가)

• 유효기간 1년 (실적 집계한 이듬해 1월 ~ 12월이며 연장 불가)
• 실적집계 기준 전년도 본인의 구매 및 탑승완료 실적을 기준으로 혜택 제공
(예. 2017. 12월 구매, 2018. 1월 출발상품인 경우 → 2018년 실적으로 집계)
• 실적기준 및 제공혜택
① 1,000 ~ 1,999만원 :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 (탑승권 기준 차상위 라운지)
② 2,000 ~ 2,999만원 : 이코노미석→프레스티지석 업그레이드 연 1회 (중, 단거리 해당)
※중·단거리 : 동남아, 일본, 중국, 남태평양(괌, 사이판, 팔라우)
③ 3,000만원 ~ : 이코노미석→프레스티지석 업그레이드 연 1회 (서남아, 장거리 해당)
※ 장거리 : 미주(미 본토, 하와이), 중남미, 유럽, 대양주, 중동

• 참고사항
※ 패키지 이용 실적만 해당 (프레스티지 에어텔, 티켓팅 온리(TKT ONLY), 호텔 온리(HTL ONLY) 제외)
※ 라운지 이용 : 출발일 본인포함 동반 1인 (최대 2인)
※ 유상 항공권에 사용가능 (X CLS 항공권에는 좌석승급 혜택 적용 불가)

기를 풍기며 자리잡고 있습니다. 북적거리는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치앙

세계문화유산 보호지역인 후에와 호이안과도 인접합니다. 영화로운 고대 베튼

마이 포시즌 리조트에서 투숙하시며 마치 자연과 하나 된 듯한 평화롭고 여유로

마 왕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반얀트리 랑코에서 골프 또는 반얀트리가 자

운 분위기를 마음껏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랑하는 스파를 즐기시면서 찬란했던 이 지역의 문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출발 매주 수, 목

• 출발 매일

• 일정 인천-치앙마이(3)-기내(1)-인천 • 가격 ₩1,850,000 ~

• 시행 시점 2017년부터 실적 집계 대상 (단, 2017년 상반기 실적 소급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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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인천-다낭(3)-기내(1)-인천

• 가격 ₩1,670,000 ~

JAPAN

일본 문의 : 02-726-5708 / 날짜별로 요금 상이

GUAM & OCE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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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 콘래드(Conrad) 자유 3일

니가타 사가노사토 유메야 료칸 자유 3일

2017년 신규 오픈한 '하늘 위 숙소' 오사카 콘래드 호텔은 각종 미술관과 음악
당으로 유명한 나카노시마 페스티벌 웨스트 타워의 최상층에 있으며, 우메다

사가노사토 유메야 료칸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찰지고 윤기있는 코시히카리

[프레스티지 탑승] 괌 두짓타니(Dusit Thani) 자유 4일

쌀과 인접한 바다에서 나는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니가타의 도심에 있

투몬비치에 자리한 두짓타니 괌은 전통 타이 양식과 현대적인 감각으로 설계되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클래스 탑승과 더불어 밝고 화사한 분위기의 87스퀘어 미

와 도보로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워 오사카의 활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타워

습니다. 특히 이곳은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와무로 온천 지대로, 총 11개의

어 기존 괌 호텔과 다른 리조트 스타일의 럭셔리 호텔입니다. 특히 이곳의 수영

터의 넓은 스위트 객실을 이용하여 최상의 휴가를 만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40층에 위치한 세련된 로비와 레스토랑부터 피트니스 센터까지, 콘래드 오사

객실만을 운영하는 전통 료칸입니다. 니가타의 자연 속에서 일본 료칸의 전통과

장은 바다를 바로 앞에 두고 있어 저녁에는 아름다운 선셋을 즐길 수 있으며, 자

괌 하얏트 리젠시는 공항에서 5~10분 거리로 매우 가깝고, 전 객실이 오션뷰로

카 내에서는 오사카 스카이라인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서비스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쿠지, 워터 슬라이드, 키즈클럽 등의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환상적인 전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출발 매일

• 출발 매주 화, 목

• 출발 매일

• 출발 매일

• 일정 김포-간사이-오사카(2)-간사이-김포

• 가격 ₩1,250,000~

CHINA

• 일정 인천-니가타(2)-인천

• 가격 ₩1,450,000 ~

중국 문의 : 02-726-5705, 5713 / 날짜별로 요금 상이

• 일정 인천-괌(3)-인천

[프레스티지 탑승] 괌 하얏트 리젠시(Hyatt Regency) 자유 5일

• 가격 ₩4,200,000~

LATIN AMERICA

• 일정 인천-괌(4)-인천

• 가격 ₩2,500,000~

아프리카,중남미 문의 : 02-726-5704 / 날짜별로 요금 상이

[스위트 룸] 타이페이 그랜드 하얏트(Grand Hyatt) 자유 3일

[룸업그레이드] 홍콩 인터컨티넨탈(Intercontinental) 자유 3일

[SEMI*KALPAK] [프레스티지 탑승] 중남미 일주 4개국 13일

[SEMI*KALPAK] [비즈니스 탑승] 페루 일주 8일

타이페이의 랜드마크 101타워와 스카이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큰 장점을

구룡반도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의 하버뷰 룸에서 머무시며 아름다운 홍콩섬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도시 칸쿤에서는 고대 마야 문명과 휴양을, 그리고 세계 3

페루가 선사하는 경이로움, 그 핵심만을 담은 페루 ONLY 8일 상품입니다. 옛것

가진 대만 최고의 호텔 그랜드 하얏트의 스위트 룸을 이용하는 자유여행 상품입

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입니다. 인터컨티넨탈은 호텔내에 유명

대 폭포 중 하나인 이과수 폭포에서는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을 즐기실 수 있습니

과 새로운 것의 조화가 공존하는 리마, 잉카문명의 공중도시 마추픽추, 대자연

니다. 럭셔리 호텔에 걸맞는 최고급 수준의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으며, 타이페

셰프가 운영하는 두 곳의 레스토랑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식 다이닝을 경

이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여 쇼핑과 관광 등 타이페이를 둘러보는 여행 어디라도
더욱 편안하고 쉽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 출발 매일

• 일정 인천- 타이페이(2)-인천

• 가격 ₩1,020,000~

다. 미스테리한 고대 잉카 문명이 살아숨쉬는 페루의 마추피추까지 잉카, 마야

의 절경을 간직한 우르밤바를 포함해 잉카제국의 수도 쿠스코까지 잉카문명이

험할 수 있는 호텔로 알려져 있으며 구룡 반도에 위치한 호텔 중 홍콩 섬의 아름

문명을 한눈에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남긴 신비로운 페루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운 야경을 가장 근거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 출발 매주 수 • 일정 인천-로스앤젤레스-멕시코시티(1)-칸쿤(2)-리마(1)-우루밤바
(2)-리마(1)-이과수(2)-리오데자네이로(1)-아틀란타(경유)-인천 • 가격 ₩26,600,000~

• 출발 매주 화

• 출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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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인천-홍콩(2)-인천

• 가격 ₩980,000~

• 일정 인천-미국(로스앤젤레스 경유)-페루(5) - 미국(로스앤젤
레스 경유) - 기내(2)-인천
• 가격 ₩19,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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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MERICA & HAWAII

미주/하와이 문의 : 02-726-5715 / 날짜별로 요금 상이

[프레스티지 탑승] 라나이 포시즌(Four Seasons) 자유 6일

[프레스티지 탑승] 빅아일랜드 포시즌(Four Seasons) 자유 5일

하와이 다도해의 중심에 위치한 라나이 섬은 장엄한 해안과 고지대 숲으로 이루

빅아일랜드의 코나-코할라 해변에 놓여있어, 하와이 자연이 빗어낸 자연 그대

어진 깨끗하기로 소문난 천연자원의 파라다이스입니다. 해안은 하얀 모래 자갈

로의 선물을 함께 간직한 포시즌스 리조트 후알랄라이, 하와이 황금기의 추억이

들로 이루어진 한적한 바닷가와 용암으로 이루어진 바위들과 크리스털같이 투

스며 나오는 243개의 럭셔리 게스트 룸, 스위트룸을 리조트 곳곳에 있는 하와이

명한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술품들을 함께 만나 보세요.

• 출발 매일
• 일정 인천-호놀룰루(경유)-라나이(4)-호놀룰루(경유)-기내(1)인천
• 가격 ₩4,500,000~ ~

• 출발 매일

[4인 출발] 자이언,브라이스,아치스 국립공원 9일

[8인 출발] 캐나다 로키 8일(빅토리아, 밴프, 레이크 루이스)

(1)-인천

• 일정 인천-놀룰루(경유)-빅아일랜드(3)-호놀룰루(경유)-기내
• 가격 ₩5,100,000~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그랜드 캐니언과 더불어 3대 캐니언으로 불리는

밴쿠버에서 훼리로 부차드 가든과 엠프레스 호텔에서 애프터눈티를 즐기고, 밴

브라이스 캐니언과 자이언 캐니언을 사막과 메사로 아름다운 유타주 협곡에 자

쿠버 개스 타운과 카필라노 서시팬션 브리지를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로키산맥

리한 아만기리 리조트에서의 여유로운 2박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상품으로 영

밴프에서의 온천욕 후에는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애서배스카 빙하를 헬리콥터

어 가이드로 진행됩니다.

로 보고, 레이크 루이스에서 카누를 즐기는 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출발 매주 금

• 출발 매주 수

• 일정 인천-라스베이거스(1)-자이언캐니언(1)-브라이스캐니언(2)-모뉴

먼트밸리/아치스(2)-솔트레이크시티/로스앤젤레스-기내(2)-인천 • 가격 ₩18,900,000~

• 일정 인천-밴쿠버-빅토리아(2)-캘거리-밴프(2)-레이크루이스
• 가격 ₩18,900,000~

(2)-캘거리-밴쿠버 경유-기내(1)-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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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유럽 문의: 02-726-5703, 5709 / 날짜별로 요금 상이

[퍼스트 탑승][스위트 룸]프라하 그랜드 마크(The Grand Mark)
자유 7일

[4인 출발] 태양과 정열의 나라, 스페인 일주 9일
다양한 문화와 유적으로 여러 색의 빛을 담고 있는 나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프라하 중심부 17세기의 궁전에 위치한 럭셔리 호텔 그랜드 마크는 투숙객들에

부터 플라맹코의 도시 세비야, 고급 휴양지 해변 말라가의 에스테포나, 남부 안

게 바로크양식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넓은 객실과 아름다운 정원 또는

달루시아 지방, 그리고 세계적 건축가 가우디의 건축물을 만나 볼 수 있는 바르

거리의 전망을 제공합니다. 호텔 인근에는 궁전, 갤러리, 탑, 대성당 등이 가깝게

셀로나까지. 눈부신 햇살과 투우와 축구의 열기로 열정이 가득한 스페인에서만

자리하고 있습니다. KALPAK과 함께 프라하의 우아한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보시

느낄 수 있는 이색 문화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 바랍니다.

• 출발 매주 토

• 출발 매주 수

• 일정 인천-프라하(5)-기내(1)-인천

• 가격 ₩9,200,000~

• 일정 인천-파리(경유)-바르셀로나(2)-그라나다(1)-말라가/마르베

야(1)-세비야(1)-톨레도/세고비아/마드리드(2)-기내(1)-인천 • 가격 ₩11,700,000~

[2인 출발] 체코 프라하 Four Seasons,
카를로비 바리 Grand Hotel Pupp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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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타바 강가에 자리한 럭셔리 호텔 체인 포시즌 프라하는 투숙객들에게 올드타

태양이 빛나는 땅. 롬바르디아, 리구리아, 토스카나, 라치오의 숨은 보석! 이태리

운을 비롯하여 프라하 성과 카를교의 멋진 전망을 제공합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최북단의 코모부터 전세계 부호들의 럭셔리 휴양지, 포르토피노에서 다섯개의

카를로비바리를 대표하는 호텔인Grand Hotel Pupp은 1701년 설립한 전통있는

보석 같은 마을 친퀘테레를 거쳐 아름다운 아말피까지. KALPAK의 차별화된 서
비스와 가치있고 소중한 이탈리아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호텔로 ‘007 카지노 로얄’과 ‘라스트 홀리데이’가 촬영된 곳입니다.

• 출발 매주 월, 수
• 일정 인천-프라하(3)-카를로비 바리(2)-프라하-기내(1)-인천
• 가격 ₩7,500,000 ~

• 출발 매주 금

• 일정 인천-밀라노-코모(2)-포르토피노(1)-시에나(2)-퓨지(1)아말피(2)-로마-기내(1)-인천
• 가격 ₩17,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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