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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베네치아 대운하 입구의 풍경 (A view at the entrance of the Grand Canal, Venice)
베르나르도 벨로토 [Bernardo Bellotto, 1721~1780]

1741년, 캔버스에 유채, 94.9×59.3cm, 피츠윌리엄 박물관, 영국

1630년 베네치아는 인구의 약 1/3을 흑사병으로 잃었다. 그러자 베네치아 공화국은 살아
남은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대운하 입구에 웅장한 돔 2개가 인상적인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을 지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태어난 베르나르도 벨로토라는 화가는 이 대운
하와 성당을 장엄하고도 정확하게 표현해냈다.
그림을 보면 운하를 따라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만 현재와 다를 뿐, 대부분
풍경이 지금과 거의 같다. 옛건물을 보존하고 과도한 관광개발도 반대하면서 물의 도시
베네치아를 지키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계속해서 오라’라는 베네치아라는
이름은 현재와 거의 같은 모습의 베네치아를 잘 보존해 오래오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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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
예술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전문가 동행] 미서부 뮤지엄 투어 8일
(샌프란시스코, 몬터레이, LA)
출발 2/11, 단 1회
일정 샌프란시스코(2)-몬터레이(1)-LA(3)-기내(1)
가격 ₩9,996,240~
문의 02. 726. 5715

미술은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예술이기도 하다.
KALPAK이 준비한 이번 테마 여행은 미술 전문가
정준모 교수와 함께 미 서부의 현대 미술과 소통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깊이와 낭만이 동시에 추구하는 이번 투어는 전문
가의 풍성한 작품 해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쉽게 넓힐 수 있을 전망이다.
KALPAK은 이번 여정에서 오픈한 해에만 82만
여 명이 방문한 떠오르는 핫 플레이스 더 브로드
뮤지엄을 비롯하여 약 25만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LA카운티 미술관, 우아함과 고즈넉함이 묻
어나는 아르테사(Artesa) 와이너리, 월트 디즈니 콘
서트홀에서의 클래식 공연까지 모두 섬렵할 수 있
도록 더욱 럭셔리하게 구성했다.

LA 현대미술관

LA 인터콘티넨털 디럭스 게스트 룸

상품 특징
• 미국 예술의 중심지, 서부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상품
• 전(前) 국립 현대 미술관 학예 연구 실장을 지낸 정준모
교수 전 일정 동행
• LA에 신설된 인터콘티넨털(Intercontinental) 호텔 3박 숙박
• 전 일정 항공(일반석 기준) 포함
• 샌프란시스코 3대 박물관, 드 영 미술관
(De Young Museum)
• 북미 최대의 공영 수족관, 몬터레이만 수족관
(Monterey Bay Aquarium)
• 1만 200여 점의 소장품을 가진 노턴 사이먼 미술관
(Norton Simon Museum) 등 총 9개 뮤지엄 및 아쿠아리움 방문
•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Walt Disney Concert Hall)
클래식 공연 1회 포함 – Front Orchestra석 예정

What’s
New?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인도로의 여정

인도는 세계 7위의 넓은 국토면적과 세계 2위의 인
구대국으로, 그 규모만큼이나 다채롭고 경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곳이다. 무굴제국의 수
도였던 델리, 타지마할이 살아 숨쉬는 아그라, 핑크
시티 자이푸르와 환상적인 호수의 도시 우다이푸
르까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가장 매력적인 여
행지이다. KALPAK은 이번 여정에서 누구나 꼭
한 번 여행을 꿈꾸는 나라 인도를 대한항공 직항
정규 편을 이용하여 톱 럭셔리 호텔 그룹 디 오베로
이 팰리스(The Oberoi Palace)와 더 타지 호텔(The
Taj Hotel)에서 품격있는 휴식과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4인 출발] 럭셔리 여행의 정수,
인도 팰리스 호텔 9일 (Royal Rajasthan)
출발 매주 토요일
일정 델리(1)-우다이푸르(2)-자이푸르(2)-아그라(2)-델리기내(1)
가격 ₩10,957,600~
문의 02. 726. 5703
상품 특징
• 인도 최고의 럭셔리 호텔 그룹 디 오베로이 팰리스
(The Oberoi Palace) & 더 타지(Tha Taj) 호텔 이용
• 전 일정 항공(일반석 기준) 포함
• 자이푸르 마하라자 팰리스에서 즐기는 프라이빗 디너
• 크리스탈 갤러리 관람, 피촐라 호수 프라이빗 보트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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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대한 자연과
유서깊은 전통의 고장

Ishikawa

일본 이시카와현
이시카와현은 우리나라에는 고마쓰를 중심으로 한 온천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나, 일본에서는
유서 깊은 온천을 비롯해 전통과 문화의 고장으로 이름나 있다. 일본 열도 거의 중앙에 있으면
서 아시아 대륙을 향해 있기에 예로부터 대륙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다. 그 결과 전통과 역
사가 만들어 낸 예술과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풍부한 해산물을 바탕으로 한 식도락과 일본의

Ishikawa

푸른 바다를 향해 촘촘히 계단식으로 늘어서 있는 1004개의 논,
노토반도 와지마 센마이다

3대 명산 중 하나로 불리는 하쿠산과 함께 여행의 재미가 풍부한 지역이다.
에디터 손경란

눈으로 덮인 가나자와성

이시카와현은 바다를 향해 크게 돌출된 가장 위쪽

자연 풍광과 함께 노토반도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지방인 노토, 그 아래 사무라이 시대의 역사나 문화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 칠기 와지마누리다. 일본에서

가 남아있는 가나자와, 1,300년의 역사의 온천지가 밀

는 예로부터 무언가 축하할 일이 있거나 제사를 지

집된 가가와 협곡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이 매력인 하

낼 때 이 칠기를 사용했기에 대부분 가정엔 와지마

쿠산 지역 등으로 나눈다.

누리 상차림 세트가 있었다고 한다. 비록 예전보다
수요는 줄었지만, 아직도 칠기 제작을 체험하는 곳이
나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칠기들을 전시하고 있는 와

옛 농촌풍경이 어우러진 푸근한 인심의 노토반도

지마 칠공예 미술관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도상에도 툭 튀어나온 듯 보이는 노토반도는 실제
로도 울룩불룩한 해안사구와 기암괴석 등으로 해안
가에 볼거리가 많다. 지리하마는 단단히 굳어진 모래
사장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 일 년 중
약 석 달 정도만 길을 열어준다. 또 다른 볼거리는 바
다를 향해 좁고 가파른 경사면에 1004개의 크고 작
은 계단식 논이 빽빽이 들어선 센마이다이다.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으로 지금도 손
으로만 농사를 짓는다. 추수가 끝난 가을이면 여기
서 두 커플 한정으로 결혼식을 올리도록 허용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엔 이 계단식 논에 LED등을 설치
해 밤에 불을 밝혀 밤바다와 함께 환상적인 풍경을
만드는 이벤트도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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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PAK이 제안하는
이시카와현 고마쓰 온천 여행
• 1300년 전통, 고마쓰 호시 료칸 자유 3일
• 고마쓰 카이 가가 료칸 자유 3일
• [프레스티지 탑승] 고마쓰 카요테이 료칸 자유 3일, 4일
• 고마쓰 하나무라사키 료칸 자유 3일
• 고마쓰 베니야 무카유 료칸 자유 3일
• 고마쓰 아라야 토토안 료칸 자유 3일
문의 02. 726. 5708

여유로운 산책이 좋은 가나자와

다 쓰나노리가 가나자와 성 맞은편에 정자를 짓고 주

이시카와현의 현청 소재지가 있는 가나자와는 에도

변으로 공원을 만든 것이 시초가 됐지만 이후 화재

시대부터 호쿠리쿠 지방의 으뜸도시였다. 사무라이

로 상당 부분 소실되었다가 지금의 웅장한 정원 모

들이 활약했던 역사, 다도나 우아한 노가쿠나 전통

습의 기초를 만들기까지 170년이 걸렸다. 광대함, 한

무용, 고상하고 세련된 금박과 염색 같은 전통 공예

적함, 인공미, 고색창연, 풍부한 물, 아름다운 조망이

등의 문화가 발달하고 전쟁이나 관동대지진 같은 피

라는 6가지의 훌륭한 포인트가 있다는 의미로 이름

해도 없어 교토에 이어 일본의 전통문화가 가장 잘

지어진 겐로쿠엔은 매화와 벚꽃, 제비붓꽃, 단풍, 매

남아있는 곳 중의 하나다.

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소나무 등의 유키즈리(눈의

가나자와에서는 오카야마의 고라쿠엔, 미토의 가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설치한 가지 받침)로 인한 환

라쿠엔과 함께 일본의 3대 정원의 하나로 불리는 겐

상적인 설경 등 어떤 계절에라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

로쿠엔이 가장 유명하다. 17세기 후반 5대 영주 마에

여주고 있다.

이시카와현은 바다와 접해있어 해산물이 특히 풍부한데, 그중에서도 바다참게, 방어, 핑크 새우는 더욱 맛이 좋다.

카요테이 료칸이 자랑하는 자연송이 요리

봄의 벚꽃, 여름의 철쭉,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등 사계절마다
자연의 표정이 달라 볼 때마다 매력적인 일본의 3대 공원, 겐로쿠엔 공원.

야마시로의 아름다운 풍광을 한 폭의 그림처럼 즐길 수 있는 베니야 무카유 료칸의 노천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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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년 역사의 온천 도시 고마쓰와 가가

식을 간직한 200년 이상 된 건물과 잘 가꿔진 정원

해안에 위치한 인구 10만 정도의 작은 도시 고마쓰.

은 온천의 효과뿐 아니라 역사 속의 장소에 묵는다

이 작은 도시가 일본 전역에서 유명한 이유는 도자

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감흥을 선사한다.

기와 다다미의 주산지이기도 한데다 그 주변으로 아

일본 3대 명산인 하쿠산 속의 야마나카 온천은 다이

와즈 온천을 비롯해 고풍스러운 야마시로, 숲 향기

쇼지강이 흐르는 가쿠센케이 계곡의 화려한 단풍과

가 가득한 야마나카, 가타야마 온천 등 1300년 역사

설경으로 특히 가을과 겨울에 사랑을 받는다. 숲의

의 유서 깊은 온천이 많기 때문이다. 아와즈 온천마

기운을 느끼며 호젓하게 산책로를 걷고 조용히 온천

을의 호시 료칸은 718년에 문을 연 이래 지금까지 46

을 즐길 수 있는 힐링 온천의 대명사다.

대째 가업을 잇고 있어, 1999년엔 기네스북에 가장

이 지역의 온천수는 피부미용, 신경통, 근육통, 관절

오래된 호텔로 등재되기도 했다. 일본 전통 목조 양

통, 만성소화기 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KALPAK CLASS 15

Especially for you
빠지다

로마 시대, 왕족과 귀족들은 깊고 푸른 코모호수와 사랑에 빠졌다.

Celebrities' Choice I.

Italy

그 사랑은 계속되어 마을엔 예술가의 작품이 가득한 화려하면서도 성스러운 성당이 들어섰고,

셀러브리티가
사랑한 그곳
코모 & 베니스

잘 가꿔진 정원, 조각과 프레스코, 벽화로 장식한 우아한 저택들이 지어졌다.
그리고 그사이 고풍스럽고 개성 있는 집과 갤러리는 이곳의 다채로운 악센트가 되었다.
꿈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신비로운 호수와 예쁜 마을의 매력은 그렇게 셀러브리티들의 발을 이곳에 묶었다.
에디터 진윤숙 / 포토그래퍼 이서연 / 자료제공 및 촬영협조 The Leadings Hotels of the World, 각 촬영 플레이스

Lake of Como (Largo di Como), Lombardy,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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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하나뿐인 물의 도시, 118개의 섬을 잇는 400여 개의 다리, 도보와 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곳.
10세기 말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강한 도시로, 지금은 미술과 건축의 보고로 손꼽히는 베니스.
자동차의 경적 대신 산마르코 광장의 종탑 소리가, 도시의 소음 대신 곤돌리에의 노랫소리가 마음을 어루만지고
골목과 수로마다 세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술과 문화가 일상이 되는 낭만적인 그곳은
몇 번을 가보아도 늘 새롭게, 새로우면서도 편안한 고향처럼 언제나 가고 싶은 특별한 장소가 된다.

Venice, Veneto,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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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누리다

모든 순간이 영원의
추억으로 새겨지는 곳
코모 Como & 베니스 Venice
로마 시대부터 황제와 귀족들의 휴가지였으며 지금은 할리우드 온 레이크 코모(Hollywood on
Lake Como)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전 세계 셀러브리티들의 별장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이탈리
아 코모. 매년 세계 영화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영화제를 비롯해 미술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100년 넘은 역사적인 비엔날레로 문화계 인사들의 필수 방문지이자 세계 유일한 물의 도시로
주목받는 베니스. 이 두 곳은 어쩌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열거하기보다,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지도 모르겠다. 간단히 ‘없음’이라는 답 외에 무엇이 있을까.

연속 전류를 공급하는 전지를 발명한 알렉산드로 볼타의 동상이 있는 코모 시내 볼타 광장.

마을마다 흐르는 아름다운 이야기, 코모 Como

KALPAK이 제안하는 [4인 출발]
달콤한 태양이 머무는 시간,
숨겨진 보석 이태리 일주 10일
출발 매주 금
일정 밀라노-코모(2)-포르토피노(1)-시에나(2)퓨지(1)-아말피(2)-로마-기내(1)
가격 ₩18,024,800~
문의 02. 726. 5703
트레메조 Tremezzo 마을
렌노 Lenno 마을

한국에는 비교적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셀러브리티들에
게 코모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낚시
를 하거나 자전거로 동네 골목을 다니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
겁게 지낼 수 있는 최고의 안식처였다.
사람 인(人)자 형태의 코모호수는 왼쪽 맨 아래 코모를 시작으
로 체르노비오, 트레메조 등의 마을이 있고 세 줄기가 합쳐지
는 곳이 벨라지오다. 벨라지오를 기점으로 북쪽과 오른쪽으로
마을이 이어져 코모호수엔 총 20여 개의 마을이 있다. 보통 여

KALPAK이 제안하는 [4인 출발]
중세도시 탐방,
이탈리아 중북부 일주 10일

벨라지오 Bellagio 마을

행은 밀라노에서 가까운 코모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아주 작은
소도시지만 매력만큼은 여느 큰 대도시와 비교해 뒤지지 않는

다. 코모 성당은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이 섞
꽃과 초록의 구릉, 찬란한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 아와지에 지진이 났다.
인 독특한 곳으로 내부로 들어서면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돔과
출발 매주 월, 수, 금
아름다웠던 고향 땅에,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생채기가 생겼다.
스테인드글라스, 주세페 아르침볼도가 16세기에 제작했다는 거
일정 밀라노(2)-베로나-베네치아(1)-피렌체(2)안도 다다오는 그 폐허에 아픈 기억을 새로운 희망과 꿈의 염원으로 승화할 수 있는 건축을 생각했다.
산지미냐노-시에나-나폴리/폼페이/소렌토대한 태피스트리도 있다. 그 외에도 코모 출신으로 전지를 발명
티볼리-로마(3)-기내(1)
그에겐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건축의 시작이며 끝이었다.
한 알렉산드로 볼타의 동상이 세워진 광장, 아름다운 호숫가 산
가격 ₩

체르노비오 Cernobbio 마을
[빌라 데스테 Villa D’Este]
토르노 Torno 마을
[일 세레노 라고 디 코모 Il Sereno, Lago di Como]
코모

13,024,800~
문의 02. 726. 5709

책로, 작고 예쁜 노천 카페들 등 이탈리아이지만 완전히 색다른
코모만의 매력이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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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ebutai, Awaji, Japan
Designed by Tadao Ando

아름답고 마음 편한 마을, 코모 벨라지오 Bellagio
코모호수에 왔다면 반드시 가보아야 할 마을은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꼽히는 벨라지오다.
‘아름답고 마음 편한 곳’이란 뜻의 마을 이름처럼 이곳은 동화 속의 거리를 현실에 구현해 놓
은 것 같은 풍경이다. 그래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이 예쁜 마을에 영감을 얻어 인공호수
에 동명의 호텔을 세웠다.
페리 선착장을 중심으로 봄, 여름이면 호숫가를 따라 꽃길 산책로가 열리고, 언덕으로 올라가
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젤라토 전문점, 올리브 나무 조각품 점, 액세서리 공방, 아트 갤
러리들이 들어서 있다. 이 골목을 천천히 다니며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거나, 코모호수
를 바라보며 하는 식사는 로맨틱의 절정이다.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꼽히는 벨라지오.

트레메조 마을의 빌라 카를로타.

렌노 마을의 빌라 델 발비아넬로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마을, 코모 트레메조 Tremezzo
벨라지오 건너편 트레메조를 꼭 들러봐야 하는 이유는 빌라 카를로타 때문이다. 아름다운 정
원과 훌륭한 전망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빌라들과 같지만 보다 특별하게 하는 것은 박물관
수준의 훌륭한 예술품들이다. 프란체스코 하예즈가 그린 ‘로미오와 줄리엣의 마지막 안녕’,
안토니오 타돌리니가 조각한 ‘에로스와 프시케’, 화려한 보석 장신구, 카를로타 공주의 드레스
등 어느 한 곳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보바리 부인을 집필한 프랑스 작가 구스타브 플로베
르도 1854년에 이곳에 들렀는데 그는 빌라의 돌계단과 분수, 아름다운 정원 너머로 보이는 호
수를 보고 감동한 나머지 찬사의 글을 남겼다고 한다.

영화 속 신비로운 그곳, 코모 렌노 Lenno
코모호수를 스크린에서 보았다면 그중의 한 곳은 렌노의 빌라 델 발비아넬로일 것이다. 1787
년 수도원 자리에 추기경을 위해 지어진 곳이었지만 1974년 탐험가인 구이도 몬치노가 사들
인 이후 자신의 탐험 중에 구한 많은 소장품을 보관해 더욱 볼거리가 많아졌다. 정성 들여 조
성한 계단식 정원, 두 개의 종탑, 산책로가 특히 아름다워 영화의 배경으로 쓰였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2:클론의 습격>에서는 스카이 워커와 아미달라 공주가 이곳에서 결혼하는 장면이,
<007 카지노 로열>에서는 제임스 본드가 고문 후 회복하는 아름다운 요양원으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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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의 번영을 이끌었던 베니스 라 페니체
성당과 궁전 등 볼거리가 워낙 많은 곳이라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페라극장 라 페
니체는 로마의 오페라 극장,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과 함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3대 오페라
극장이다. 특히 오페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베니스에서 라 페니
체는 오페라의 주제로 삼아도 될 만큼 극적인 역사를 가졌다. 1792년 완공 이후로 세 번이나
큰 화재로 잿더미가 됐고, 불사조란 뜻의 이름처럼 다시 살아나곤 했다. 라 페니체의 외형만
보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부는 파리의 오페라 가르니에와 비교될 정도로 화려하고 아
름다우며 완벽한 음향시설을 갖춘 곳으로 유명해 아만 베니스도 이곳에 프라이빗 박스를 확
보하고 있다.

어부들의 찬란한 색채 마을 베니스 부라노섬
베니스에서 한 시간쯤 떨어진 부라노섬에 올라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알록달록한 작
은 집들과 보트들이다. 원래 이 섬은 어촌 마을로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 어부들이 안개 때
문에 집에 찾아오기 어려웠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마다 다른 집과 확실히 구별되는 눈에 띄
는 색으로 칠하던 것이 지금의 모습을 갖게 했다. 남자들이 바다로 나간 사이 여자들은 레이
스를 뜨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레이스가 이곳의 특산품이 되었다. 집마다 대문 앞에는 긴
천이 드리워져 있는데, 햇빛이 좋은 날이면 대문을 열어놓고 이 천만을 드리우고 바람에 날리
는 대로 둔다. 좁은 수로를 따라 야트막한 집들이 모여있는 골목을 여유 있게 걸어보자. 새롭
게 느끼게 되는 여행의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
수로에서 본 두칼레궁전이 있는 산 마르코 광장.
알록달록한 작은 집들이 아름다운 부라노섬.

산타 루치아
Santa Lucia역

[아만 베니스
AMAN VENICE]

리알토 다리
산마르코 광장
[바우어 팔라조
Bauer Palazzo]

곤돌라를 타고 떠나는 베니스 대운하 산책
도시를 S자 곡선 형태로 흐르는 대운하(Canal Grande)는 산타 루치아 역에서 베니스의 상징
리알토 다리를 지나 피카소, 칸딘스키 등 현대 화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 우뚝 솟은 푸른색 돔이 인상적인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 두칼레궁전이 있는
산 마르코 광장까지 이른다.
남들과 다른 색다른 베니스를 느껴보고 싶다면 새벽 일찍 한적한 산 마르코 광장에서 대성당
과 두칼레궁전을 천천히 산책해 볼 것을 권한다. 유리로 만들어진 공예품과 샹들리에가 가득
한 유리 갤러리들도 이곳만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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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
Santa Maria della Salute

이탈리아 3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라 페니체.

Especially for you
머물다

전설 속
주인공을

세기의 미인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호텔 왕의 승계자 닉 힐튼, 미국을 대표

만나다

하는 가수 프랭크 시내트라와 아름다운 여배우 에바 가드너, 그리스 선박
왕 아리스토틀 오나시스와 소프라노 가수 마리아 칼라스. 시대를 흔들었
던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운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이곳 빌라 데스테에서
시작됐다. 벨기에 앨버트 왕, 네덜란드 베아트릭스 여왕, 할리우드 스타, 캘
빈 클라인, 랄프 로렌 등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셀러브리티들도 빌라
데스테를 찾았다.
예술가, 음악가, 시인, 작가들이 몸과 마음의 휴양지로 삼았던 빌라 데스테
의 역사는 15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토로메모 갈리오 추기경의 여름별
장이었던 이곳은 1873년 고급 호텔로 바뀐 이래 이후 4개의 프라이빗 빌라
가 추가되고 진달래와 수국, 장미와 같은 꽃과 종려나무, 노송, 동백나무 등
으로 계절마다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정원까지 더해져 장엄한
코모호수의 풍경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뛰는 설렘이
되었다.

빌라 데스테
Villa D’Este

모자이크 하우스 외관

카디날 빌딩과 수영장 야경

26 2017 WINTER

KALPAK CLASS 27

전 세계 럭셔리 호텔을 대표하는 더 리딩 호텔 오브 더 월드(The Leadings

Villa D’Este

Hotels of the World) 멤버인 빌라 데스테는 카디날 빌딩과 퀸즈 파빌리온의
복합건물로 호텔이라기보다 궁전이라고 표현해야 맞다. 곳곳을 채운 골동
품과 그림, 실크 벽지와 대리석 욕실,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테라스와

ADDRESS Via Regina 40, Cernobbio, Lago di Como, Italy
TELEPHONE (39) 031 3481
HOMEPAGE www.villadeste.com

발코니는 유럽의 왕실이나 귀족이 누릴 법한 품위를 지녔다. 특히 모자이
크 하우스는 독특한 외관과 정원, 완벽한 주방을 갖춘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빌라 치마(Cima)는 골동품과 예술품으로 가득
한 호화로운 거실로 감탄을 자아낸다.

빌라 가로보 더블 디럭스 수페리어 룸 침실

모자이크 하우스 리빙룸과 테라스

카디날 스위트 테라스

머무는 것만으로도 평생의 추억이 되는 빌라 데스테이지만 투숙객들을 위
한 프로그램도 갖고 있다. 밀라노 국제공항에서 이곳까지 헬리콥터로 아름
다운 풍경을 보며 도착해서, 전용 보트를 이용해 코모호수와 주변의 아름다
운 마을들을 돌아보고 우아하게 점심 식사를 즐기거나 코모 시내부터 에스
코트를 받으며 여유있게 산책이나 자전거 여행을 할 수도 있다. 무엇을 하든
빌라 데스테에서는 유럽의 귀족이 되는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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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날 빌딩과 수영

세련된 스타일의
정점에
오르다

수백 년 역사의 고풍스러운 궁전과 저택이 가득한 코모에 럭셔리 포인트
는 갖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이고 세련된 일 세레노 호텔이 작년 8월 오픈했
다. 코모의 유명한 호텔들과 마찬가지로 한겨울 휴지기를 고려하면 1년 남
짓 짧은 시간에 이곳엔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와 그의 아내 프리실
라 챈, 세계적인 가수 브루노 마스, 에미상 수상자이며 미국 영화배우이자
코미디언인 크리스 록이 휴가를 보냈다. 일 세레노의 아름다운 매력을 가볍
게 볼 수 없는 이유다.
일 세레노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스페인 정부 황금상을 받
은 파트리샤 우르키올라이다. 그녀는 알레시, 루이뷔통과 같은 브랜드와의
협업을 비롯해 가구, 건축, 인테리어 등 많은 부분에서 실력을 발휘해 유럽
에서 가장 주목받는 디자이너로 이곳의 인테리어도 맡았다. 그녀의 안목을
거쳐 선택된 호텔 가구들이 마음에 든다면 구매할 수도 있다.
‘유럽에서 가장 럭셔리한 새 호텔’이라는 블룸버그의 표현은 호텔 외관뿐
아니라 인테리어에도 가장 적합한 말이다.

일 세레노 라고 디 코모
Il Sereno, Lago di Como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 본 수영장과 정원

호수에서 바라 본 일 세레노 라고 디 코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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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Sereno, Lago di Como

일 세레노에서는 스마트하고 섹시한 제임스 본드가 되어볼 것을 추천한다.
실제로 007시리즈 영화 중 하나는 코모에서 촬영됐는데, 영화 속 보트 이미

ADDRESS Via Torrazza 10, 22020 Torno CO, Italy
TELEPHONE (39) 031 5477 800
HOMEPAGE www.serenohotels.com

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일 세레노가 자랑하는 날렵하고도 세련된 외양의
리바 보트(Riva Boat)다. 가이드와 함께 보트를 타고 코모호수를 여행하고,
진귀한 베르데스 포도로 만든 화이트 와인을 포함해 향기로운 와인 테이스
팅에 참여하는 것도 아름다운 삶을 채우는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것이다.

공중을 걷듯 호두나무로 만든 로비의 계단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펜트하우스 침실

편안히 호수를 감상할 수 있는 펜트하우스 테라스

일 세레노는 ‘아름다운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로비로 들어오면 청동기둥 반가림막을 두르고 공중에
놓인 듯 호두나무로 만든 계단부터 눈길을 끈다. 객실은 한쪽 벽면 전체가
창으로 만들어져 호수를 전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무와 대리석 등 자연
친화적 소재가 사용돼 편안한 느낌을 준다. 특히 수상 보트로 바로 들어설
수 있는 스파에서의 트리트먼트는 아름다운 삶을 완성하는 포인트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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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로맨스가 어우러진
미학을 보다

2014년 9월, 베니스는 한달 전에 열린 베니스 국제 영화제보다 어쩌면 더 큰
주목을 받은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다. 할리우드 배우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인 참여로 존경받는 인물인 조지 클루니가 아름다운 레바논 출신의 영국
인권변호사 아말 알라무딘과 베니스 파파도폴리 궁 안에 있는 아만 베니스
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약 140여 명의 세계적 명성의 하객이 참석했던
이 결혼식으로 베니스는 글자 그대로 뜨겁게 들썩였다.
파파도폴리 궁전은 16세기 베니스의 부자 상인 쿠치나 가문으로부터 지원
을 받았던 건축가이자 조각가인 산소비노에 의해 건축된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이다. 이후 18세기 미술 거장 티에폴로가 이곳에 살면서 프레스코화로
벽을 장식했으며, 파파도폴리 가문은 두 개의 정원을 더했고 아만 베니스
는 2014년 보수공사를 통해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결국, 아만 베
니스는 화려한 궁전이면서 박물관이자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호텔이
된 것이다.

아만 베니스
AMAN VENICE

아만 베니스 가든 테라스

수로에서 바라본 아만 베니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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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만 베니스가 다른 아만 리조트와 차별화 되는 가장 큰 특징은 애초 베니

AMAN VENICE

스의 부유한 상인에 의해 건축된 궁전이었던 만큼 예술과 그 소재의 화려
함이다. 24개의 객실밖에 없지만 각 스위트룸은 모두 다른 그림과 천장, 특
징적인 가구, 실크 또는 가죽 벽지와 샹들리에로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낸
다. 벽난로와 화려한 샹들리에, 금빛 천장으로 장식된 대연회장 피아노 노

ADDRESS Palazzo Papadopoli, Calle Tiepolo 1364,
Sestiere San Polo, 30125 Venezia, Italy
TELEPHONE (39) 041 2707333
HOMEPAGE www.aman.com/resorts/aman-venice

빌레와 바에서는 대운하를 바라보며 이탈리아 감성이 녹아든 미슐랭 스타
셰프의 시그니처 디쉬를 맛볼 수 있다.
아만 베니스 전용 카날 보트

섬세한 조각이 새겨진 메인 계단

알보카 티에폴로 스위트 침실

알보카 티에폴로 스위트 거실

아만 베니스는 머무르면서 시간을 두고 감상할 것이 많은 거대한 예술작품
의 보고이지만, 이탈리아와 베니스만이 가진 특별한 문화를 즐기기에도 최
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3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라 페니체 극장의 아만 프라이빗 박스에서 오페라를 즐길 수 있으며,
곤돌라를 타고 좁은 수로를 따라 두칼레궁전을 돌아볼 수 있다. 가이드와
함께 아만 베니스 보트로 부라노섬을 방문해 독특한 문화 체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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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의 사랑과
문화를
향유하다

바우어 팔라조는 베니스를 상징하는 산마르코 광장과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을 바라보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한다. 베니스에서 가장 훌륭한
전망을 갖고 있는 바우어 팔라조는 오스트리아 젊은이가 바우어가의 딸과
사랑에 빠져 호텔을 지으면서 시작됐다. 그래서 이곳에 머물렀던 찰스 황태
자와 커밀라 파커 볼스, 모델 케이트 모스, 뤼크 베송 감독, 록그룹 스팅, 마
돈나 등 수많은 셀러브리티도 대운하 노을을 바라보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
냈을 것이라고 상상하게 된다.
바우어 팔라조는 19세기 베니스에서 유행했던 아르데코 건축양식을 기반
으로 꾸준한 리뉴얼을 통해 현대적인 시설이 주는 편안함을 정교하게 결
합했다. 특히 이곳은 단순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기보다 베니스
만 갖고 있는 특징을 더욱 부각하고 활용하는 현명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무라노의 세밀한 유리세공이 가미된 샹들리에나 도금된 거울을 활용하고,
대운하와 맞닿은 야외 테라스에서는 베니스의 아름다운 전경을 더욱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다.

바우어 팔라조
Bauer Palazzo

바우어 팔라조 카날 테라스 바 야경

수로에서 바라본 바우어 팔라조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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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er Palazzo

전 세계 럭셔리 호텔을 대표하는 더 리딩 호텔 오브 더 월드(The Leadings
Hotels of the World) 멤버인 바우어 팔라조의 프로그램과 이벤트들도 베니스

ADDRESS San Marco 1459, Venezia, Italy
TELEPHONE (39) 041 5207022
HOMEPAGE www.bauervenezia.com

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 베니스가 개최하는 비엔날레나 여름밤을 수놓는
라덴토레 축제에 맞춘 이벤트를 비롯해 바우어 팔라조만의 개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연말의 크리스마스 파티나 새해 카운트다
운과 화려한 불꽃놀이가 장관인 신년 축하 행사, 할리우드 영화 투어리스트
의 배경이 된 특징을 반영한 7월의 여름 로맨스 이벤트 등은 이곳을 언제나
즐겁고 멋진 곳으로 기억하게 한다.

로열 스위트 리빙룸 발코니에서 바라본 외경

드 피시스 레스토랑의 책장과 의자
로열 스위트 침실

프레지덴셜 스위트 리빙룸

베니스다운 바우어 팔라조의 또 다른 큰 특징은 유럽의 유서 깊은 호텔의
유일한 단점으로 지적받는 좁은 객실과 달리 넓은 객실과 객실마다 갖춘
전용 발코니 또는 테라스다. 넓은 거실에서 한쪽 벽면을 차지한 커다란 창
을 열고 나가면 베니스의 풍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객실마다 다른 패턴
의 패브릭 벽지나 석고로 조각된 천장, 금도금으로 장식된 거울, 앤틱 가구
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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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맛보다

자연이 주는 깊은 맛에
반하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 이탈리아는 서로 성격이 다른 여러 나라가 모인 지역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 하나의 국가로 묶이게 되었는데, 다만 하나로 묶인 이후에도 서로 섞이기보
다는 지방별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크게 나누어 이탈리아 북쪽은 아
드리아해에서 잡히는 해산물들과 육류요리가 발달했고, 밀이 많이 생산되는 남쪽에서는 다양
한 파스타 요리가 발달했다. 소스보다는 신선한 재료가 가진 맛을 살리는 요리법으로 음식의
색깔까지 고려하는 것이 이탈리아 요리의 매력이다.

지역에서 영감을 얻은 절묘한 맛 <베르톤 알 라고>

Comment of Taste

Berton al Lago
베르톤 알 라고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화강암이나 자연석을
붙여놓은 테라조 외벽과 그 너머로 보이는 푸른 코모호수다. 그리고 햇살 가득

코모호수에서 잡은 송어의 살을 발라 팬에 노릇
하게 구워내고, 동그랗게 카쏘에울라를 말아 튀
긴 바삭한 크로켓, 감자를 버터에 고소하게 굽고

한 야외 테라스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나무 테이블이 있

그 위 상추의 속만 발라 구워냈다. 송어는 담백

는 레스토랑 다른 안쪽은 낭만적인 분위기가 흐른다. 하나의 레스토랑이지만

하고, 감자는 고소하며, 구운 상추는 품었던 채

세 곳의 분위기가 달라 함께 하는 사람과 시간에 따라 어디서 식사를 할 지 선
택할 수 있다. 이곳은 밀라노의 안드레아 베르톤(Andrea Berton) 미슐랭 스타
셰프와 제휴를 맺은 곳으로, 호수에서 잡은 송어를 활용한 요리, 발텔리나에서

소즙을 내면서 구수하면서도 촉촉한 느낌을 준
다. 거기에 아주 작지만 노란 레몬 크림은 부드
럽고 구수한 맛에 포인트를 주듯 아주 상큼하다.
점처럼 뿌려진 소스는 오래 끓여 아주 적은 양으
로도 깊은 맛과 풍미를 낸다. 완전히 다른 재료,

만들어진 와인과 치즈, 인근 파다나 평야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밀로 만든 라

다른 맛이지만 묘하게 각각의 맛을 보완하면서

자냐 요리로 현대적인 이탈리아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도 맛을 명확하게 해주는 특별함이 있다.

Berton al Lago, Il Sereno Lago di Como
ADDRESS Via Torrazza 10, Torno, Como 22020, Italy
TELEPHONE (39) 031 5477 800
HOMEPAGE www.serenohot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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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varello alla plancha, ristretto di
“cassoeula” e lattuga, Berton al 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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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마음이 담긴 정통 이탈리아의 맛 <아르바>

Arva
라틴어 아르바는 경작지란 뜻으로, 이곳은 주변의 숲이나 농장, 바다에서 얻은
식재료를 되도록 단순화한 조리법으로 재료의 맛을 살려낸 요리를 가족과 친
구들과 함께 나누는 이탈리아의 전통을 되살리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
서 아르바는 주변 아드리아해의 어부가 낚은 해산물, 토스카나의 농부가 수확
한 밀과 올리브로 만든 오일로 가족에게 맛보게 할 풍성한 요리를 하듯 정성스
럽게, 그리고 따뜻하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르바에선 아름다운 궁전에서 즐거운 파티를 하는 것처럼 맛은 물론 멋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

Comment of Taste

Comment of Taste

Delizia, Lamponi e Cioccolato, Arva
이탈리아 요리가 색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던

Tagliatelle alle Castagne, Finferli e
Castelmagno, Arva

세간의 평을 이 디저트에서 확인했다. 붉은 장미

얇고 납작하게 생긴 탈리아텔레 파스타에 소와

꽃잎처럼 말린 모양이 시선을 끌었다. 깊은 딸기

양젖을 혼합해 만든 카스텔마뇨 치즈로 깊은 맛

맛의 살짝 단단한 겉면을 걷어 내면 그 속은 달

을 내고, 좋은 맛과 향으로 미식가들 사이에서

콤하고 부드러운 초콜릿 무스가, 맨 아래엔 고소

호평 받고 있는 살구 버섯을 얹은 요리다. 꾀꼬

하고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크로칸트가 장미꽃

리버섯이라고도 불리는 난황색의 살구 버섯은

같은 작은 케이크를 받치고 있다. 그 옆 작은 럭

달콤하면서도 쿰쿰한 냄새가 나는 향과 쫄깃한

비공 모양의 아이스크림은 요구르트 맛으로 진

식감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 미식 요리에 자주

한 초콜릿이 기반이 된 케이크의 묵직함을 가볍

등장한다. 탈리아텔레 파스타는 길이가 길어 부

고 상큼하게 만들어준다. 여성이라면 단 한 사람

서지기 쉽기 때문에 새 둥지나 실타래를 말아놓

도 싫어할 수 없는 최강의 디저트로 꼭 맛보길

은 것처럼 둥글게 말아 감겨있는 면이다. 보통

추천한다.

색을 내기 위해 시금치, 호박, 토마토를 넣기도
하는데 아르바에선 밤 가루를 넣어 고소하며 직
접 면을 내어 더욱 탱탱하다.

Arva, AMAN VENICE
ADDRESS Palazzo Papadopoli, Calle Tiepolo 1364, Sestiere San Polo, 30125 Venezia, Italy
TELEPHONE (39) 041 2707714
HOMEPAGE www.aman.com/resorts/aman-venice/arva-restaurant

Comment of Taste
Triglia di Scoglio Cavolfiore Arrostito
e Foglie di Cappero, Arva
지중해에서 가장 사랑받는 물고기인 노랑촉수
를 주재료로 한 요리다. 턱 아래 난 긴 노랑 수염
으로 모래나 펄 바닥 근처를 헤치고 다니는 붉은
빛의 이 물고기는 그 자체로 맛이 좋기 때문에
요리는 그릴에 굽거나 팬에 튀기는 등 최대한 간
단한 조리법을 지향한다. 노릇하게 구워낸 노랑
촉수 생선 아래엔 구운 콜리플라워와 향이 좋은
케이퍼 잎을 넣어 재료 간 조화를 이뤘다. 생선
은 단단하면서도 잘 부스러지는 식감으로 담백
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있으며, 아래 콜리플라워
는 살짝 구워내 자칫 심심할 수 있는 맛을 깊게
만들었고, 케이퍼 잎은 향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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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만나다

Celebrities' Choice II.

Maldives

셀러브리티가 선택한 산호섬
몰디브 KALPAK 여행
[허니문]몰디브 식스센스 라무(Six Senses Lama) 7일
출발
일정
가격
문의

보석처럼 반짝이는
에메랄드빛 파라다이스
몰디브

[허니문]몰디브 반얀트리(Banyan Tree) 7일
출발
일정
가격
문의

아시아의 남쪽 인도양,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에 초록빛의 작은 섬들이 고리처럼 둥글게 원을 그리며 떠
있다. 형형색색의 산호를 거느린 섬 주변은 반짝이는 햇빛에 반사돼 보석보다 더 영롱한 물빛을 자랑한다. 천
국에 바다가 있다면 틀림없이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몰디브는 셀러브리티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톰 크루즈와 케
이티 홈스 커플, 미국의 인기 가수 케이티 페리와 영국 배우 러셀 브랜드 커플은 달콤한 신혼여행을 이곳에
서 보냈다.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 팝 가수 마돈나, 영화배우 페넬로페 크루즈, 팝의 디바 비욘세, 수영 스타
마이클 펠프스, 데이비드 베컴 가족 등은 크리스마스 연휴나 가족 여행을 위한 장소로 몰디브를 선택, 그들만
의 여유롭고 천국 같은 휴식을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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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 일
기내(1)-콜롬보-몰디브(4)-콜롬보-기내(1)
₩4,202,400~
02. 726. 5706

KALPAK CLASS 47

매주 토
기내(1)-콜롬보-몰디브(4)-콜롬보-기내(1)
₩3,900,400~
02. 726. 5706

자연에 하나로 동화되다
식스 센스 라무 Six Senses Laamu
라무 아톨에서 유일한 리조트 식스 센스 라무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듯 깨끗한 자연과 가장 잘 어울리도록 97채의 비치빌라
와 워터빌라 모두 친환경 자재들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환경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스 센스의 철학은 지역에서 나는 재료들을 사용한
건축자재, 원목 가구 같은 것은 물론 객실 곳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닥이 통유리로 된 욕조, 바닷속에 앉은 듯한 테라스 의자는 청량한 몰
디브 바다를 객실 안으로 들여온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 친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스 센스 라무의 콘셉트
는 다이닝에도 나타난다. 섬에서 재배한 신선한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하
는 것은 물론 바다 위에 지어진 레스토랑과 바에선 아름다운 석양을 보
며 인터내셔널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카약이나 윈드서핑, 패들링 등 다양
한 해양스포츠를 만끽하고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셰프의 요리로 특별하
게 맛보았다면 해변에 있는 스파에서 숙련된 테라피스트의 의학적 지식
에 바탕을 둔 트리트먼트를 받아보자. 몰디브의 자연에 이어 마음마저
수영장이 딸린 워터 빌라 전경

기분 좋은 편안함이 찾아들 것이다.

Six Senses Laamu
ADDRESS Olhuveli Island, Laamu Atoll, Maldives
TELEPHONE (960) 680 0800
HOMEPAGE www.sixsenses.com/laamu

수영장이 딸린 투 베드룸 오션 비치 빌라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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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에 위치한 칠(Chill) 레스토랑

식스 센스 라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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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로운 섬에서 치유받다
반얀트리 바빈파루 Banyan Tree Vabbinfaru
몰디브의 수많은 섬 중에서도 산호초가 특히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
바빈파루섬에 있는 반얀트리는 타원형 형태의 섬 덕분에 위치와 관계없
이 모든 빌라가 아름다운 산호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를 향하고 있
다. 조개 모양의 48채의 빌라는 원뿔형 초가지붕을 얹어 바람과 햇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실내는 불가사리와 만타가오리 같은 바다 생물
의 모양에서 따온 소품들이 잊고 지냈던 동심을 자극한다. 섬에 다다른
것만으로도 평화를 맞는다.
반얀트리 바빈파루엔 몇 발짝만 걸어가면 바다에 닿는 비치프런트빌라,
전용 자쿠지와 파티오, 티테이블로 보다 낭만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오션뷰빌라, 최상의 스파트리트먼트와 개인 풀이 마련된 스파 풀 빌라가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반얀트리의 스파는 스파 아카데미에
서 엄격한 교육을 거친 전문 테라피스트가 개인별 신체 특징과 체중, 피
부 상태에 따라 적합한 스파재료를 선별하고 트리트먼트를 진행해 차원
이 다른 충만한 휴양으로 부드럽게 이끈다.
디럭스 비치프론트 빌라 침실

Banyan Tree Vabbinfaru
ADDRESS Vabbinfaru Island, North Malé Atoll, Maldives
TELEPHONE (960) 664 3147
HOMEPAGE www.banyantree.com/ko/em-maldives-vabbinfaru

빌라에서 바라보는 석양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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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 프론트 풀 빌라의 수영장

반얀트리 바빈파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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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for you
만나다

Celebrities' Choice Ⅲ.

Cancun

셀레브리티가 선택한 천국의 해변
칸쿤 KALPAK 여행
[허니문]칸쿤 리츠칼튼(RITZ-CARLTON) 자유 7일
출발
일정
가격
문의

미지의 즐거움이 가득한
환상의 휴양
칸쿤

매주 월
달라스-칸쿤(4)-LA-기내(2)
₩3,950,000~
02. 726. 5706

멕시코, 쿠바 기행 11일
출발 2018년 1월 11일, 25일, 2월 8일, 22일, 3월 15일, 29일
일정 LA(경유)-멕시코시티(2)-바라데로(2)-아바나(2)칸쿤(3)-달라스 경유
가격 ₩16,024,800~
문의 02. 726. 5704

현대와 고대 문명이 교차하는 시공간, 따뜻한 태양과 마음 설레게 하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곳, 최고급 호텔
시설에 더불어 남미 특유의 친절과 모든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흥이 넘치는 서비스, 활력과 건강미가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가능한 이곳 칸쿤은 연간 수백만 여행자가 열광하는 세계적 휴양지다. 아름답고 우아한
유럽풍 도시와 오랜 역사의 흔적으로 신비로운 유적이 가득한 멕시코만의 특별한 매력도 칸쿤에 담겨있다.
마야어로 ‘뱀’이란 뜻의 칸쿤은 산호초를 둘러싼 백사장이 타원형으로 기다랗게 마치 뱀이 바다에 누운 것처
럼 보여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 카리브해의 보석이라는 별칭처럼 칸쿤은 셀러브리티들에게도 꿈의 휴양
지로 부상했다. 브래드 피트와 앤젤리나 졸리 가족, 올랜도 블룸과 미란다 커 가족, 축구선수 메시 가족들은
이곳을 휴양지로 선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연정훈, 한가인 커플이 허니문을 보낸 곳으로 알려졌다. 칸쿤을
보는 즉시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지르게 된다는 마력이 신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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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가에 자리한 엘 카페 멕시카노

석양이 드리워진 리츠칼튼 수영장

셰프의 쿠킹클래스가 열리는 키친

The Ritz-Carlton Cancun
ADDRESS Calle Retorno del Rey #36, Zona Hotelera, 77500 Cancún, Mexico
TELEPHONE (52) 998 881 0508
HOMEPAGE www.ritzcarlton.com/en/hotels/mexico/cancun

꿈꾸던 휴양을 누리다
리츠 칼튼 칸쿤 The Ritz-Carlton Cancun
사전에 ‘Ritzy’라는 단어를 찾으면 ‘매우 호화로운, 화려한’이라는 뜻이
나온다. 이 단어는 런던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 있는 고급 호텔인 Ritz의
이름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있다. 리츠 칼튼이라는 회사의
이름과 화려함을 뜻하는 형용사가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고객은 늘 옳
다’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리츠 칼튼의 창업자 세자르 리츠의 정신과 함
께 리츠 칼튼은 천국보다 아름답다는 칸쿤에서 꿈의 휴양이 현실로 펼
쳐질 수 있게 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리츠 칼튼 칸쿤의 모든 객실은 바다를 향한 오션 뷰로, 어느 객실에 묵
어도 전용 발코니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칸쿤 해변을 볼 수 있다. 바다
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스포츠 외에도 멕시코에서 가장 많은 상
을 받은 리조트답게 어린이 파자마 파티, 셰프의 요리 수업, 데킬라 테이
스팅, 저녁 해변 다이닝, 웨딩 패키지 등 투숙객의 나이와 취향에 따라 다
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칸쿤은 카리브해의 보석과 더불어 카리
브해의 욕망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욕망’은 이곳에서 실현되는 것 같다.

리츠 칼튼의 모든 객실은 바다를 향한 오션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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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블랑 스파 리조트 전경

석양이 드리워진 해변의 르 블랑 스파 리조트 레스토랑

특별한 웰빙 트리트먼트가 가능한 르 블랑의 스파

Le Blanc Spa Resort
ADDRESS Boulevard Kukulcan Km.10, Zona Hotelera, 77500 Cancún, Mexico
TELEPHONE (52) 800 262 9008
HOMEPAGE www.leblancsparesort.com/en

더 없이 행복한 안식을 얻다
르 블랑 스파 리조트 Le Blanc Spa Resort
프랑스어로 흰색을 뜻하는 ‘블랑(Blanc)’이 이름에 들어간 것처럼 르 블
랑 스파 리조트는 코발트색의 칸쿤 바닷가에 순백의 외관과 인테리어
로,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곳은 개인 버틀러
서비스와 함께 아주 세심한 서비스를 자랑한다. 라벤더, 구스, 캐모마일
등 허브 베개 6가지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매일 제공되는 아로
마 방향제와 목욕용 소금도 고를 수 있다. 모든 환경이 투숙객의 완벽한
휴양만을 목적으로 짜인 것이다.
성인만 숙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한 휴양에 적합한 르 블랑 스파 리조
트의 또다른 특징은 마야 고대 문명지를 탐험하는 정글 투어나 아쿠아
트위스터 같은 멕시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과 투숙 일수에 따
라 차등 지급되는 베케이션 머니(Vacation Money)다. 이 베케이션 머니
는 르 블랑 스파가 자랑하는 웰빙 트리트먼트, 리조트 부대시설 이용, 유
적지 투어, 기프트숍에서의 선물 구매, 로맨틱 디너, 돌고래와의 수영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다음 방문으로 이월할 수
있다.

아름다운 칸쿤 바다가 보이는 르 블랑 스파 리조트 주니어 스위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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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Luxury

Four Seasons
Private Jet Experience
24일간의 역대 최고 세계 일주
포시즌스 프라이빗 제트 투어
포시즌스 호텔 앤드 리조트는 최고급 호텔형 여객기 ‘프라이빗 제트’에 탑승, 전 세계 포시즌스 호텔에 투
숙하는 초호화 여행 패키지 ‘프라이빗 제트 투어’의 2018년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올해에 이은 내년 프로
그램도 포시즌스의 최고급 호텔형 여객기로 약 3주간 세계를 여행하면서, 세계 전역의 포시즌스 호텔에
투숙하는 역대 최고급 일정의 세계 일주 투어 패키지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60 2017 WINTER

KALPAK CLASS 61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만남으로의 여정

Timeless Encounters
타임리스 인카운터는 보라보라의 바닷가에서 시공을 초월한 타지마
할까지, 24일간의 여정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 문화 도시와 낙원 같은
고요한 섬을 방문하는 세계여행 프로그램이다. 모든 숙박 장소는 포
시즌스 호텔과 리조트이며, 기내 컨시어지와 전문 조리장은 여정 내내
동행하면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내 컨시어지는 세계 곳곳에
위치한 포시즌스 컨시어지 및 담당자들과 협업하여 각 여행지에서 여
행자들에게 맞춤형 체험 및 관광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
해 완벽한 포시즌스만의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일 시
행선지

2018년 3월 1일~24일 (24일간)
코나(출발) - 보라보라 - 시드니 - 발리 - 치앙마이 또는 치앙라이 타지마할 - 두바이 - 프라하 - 런던(도착)

‘24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2018년 프라이빗 제트
투어는 미국 하와이주에 위치한 코나에서 출발, 4대륙 9개 도시를
방문하는 ‘타임리스 인카운터(Timeless Encounters)’, 아시아, 아프
리카 및 유럽의 문화를 탐방하는 일정으로 구성한 ‘인터내셔널 인
트리그(International Intrigue)’, 그리고 미주,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

런던 [도착]

프라하

역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인기 여행지를 체험할 수 있는 ‘월드 오
타지마할

브 어드벤처(World of Adventures)’ 등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꾸며
진다. 각 상품은 1인당 1억5500만 원 선에 판매될 예정이며, 항공료,
지상 교통비, 일정에 명시된 관광, 식비, 숙박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코나 [출발]
두바이

치앙마이 또는 치앙라이
보라보라

포시즌스 프라이빗 제트는 200명가량 탑승 가능한 항공기를 총 52
석으로 개조해, 여유로운 좌석 공간과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포
시즌스만의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각 좌석은 수공예 가죽으로 특별

발리

제작된 ‘플랫베드’로, 포시즌스 로고가 각인된 몽골 캐시미어 소재
의 최고급 기내 물품을 제공하며, 전용 셰프가 탑승해 전 일정 내

시드니

내 요리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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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매력이 넘쳐나는 여정

특별한 모험이 가득한 여정

International Intrigue

World of Adventures

인터내셔날 인트리그는 전설적인 역사, 자연의 아름다움, 보석 같은

월드 오브 어드벤쳐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야생의 아름다움을 발견

문화를 발견하는 여정이다. 모든 여행지에서는 각 여행자 취향에 맞

할 수 있는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이셸에서는 누구도 가본 적 없

춰 관광지를 방문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교토에서는

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고, 일본 교토에서는 고대의

일본의 옛 무사가 되어 기본적인 사무라이 검술을 배운 뒤 게이샤와

선불교 사원에서 만찬을 즐기며 고대 일본의 정신세계를 느낄 수 있

함께 음악과 만찬을 즐기고, 몰디브의 열대 기후에서는 세계 최고의

다. 르완다의 신록이 가득한 대나무 숲에서 산책하며 마운틴 고릴라

다이빙 경험을 하거나 현지 요리 수업, 또는 은은한 달빛 아래서 스파

를 관찰하고, 3박 4일 동안 갈라파고스 제도를 방문해 독특하고 희귀

트리트먼트를 받아 볼 수 있다.

한 자연 속 보물을 만나게 된다. 프로그램을 예약하게 되면 여행자는

세렝게티에서는 마사이족 가이드와 걸으며 사파리 체험을 하거나 해

포시즌스 글로벌 서비스 매니저의 도움을 받으면서 개인 여정을 세심

돋이 열기구 체험 등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이곳의 아름다움을 온

하게 계획하게 된다. 여행자들은 여행하는 도중은 물론 그 전후로도

몸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 마라케시에서는 프라이빗 쇼핑 여행을 통

글로벌 서비스 매니저에게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 전통 카펫과 아랍 특유의 화려한 직물을 구매할 수도 있고, 아틀

낮에는 취향에 맞춘 완벽한 여행을 즐기고, 밤이 되면 포시즌스 호텔

라스산맥에서 하루를 보내며 전통 마을의 삶을 체험할 수도 있다.

의 호화로운 시설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일 시
행선지

2018년 9월 14일 – 10월 7일 (24일간)

일 시
행선지

시애틀(출발) - 교토 - 호이안 - 몰디브 - 세렝게티 - 마라케시 부다페스트 - 상트페테르부르크 - 런던(도착)

런던 [도착]

2018년 10월 19일 – 11월 11일 (24일간)
시애틀(출발) - 교토 - 발리 - 세이셸 - 르완다 - 마라케시 - 보고타 갈라파고스 - 올랜도(도착)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애틀 [출발]

시애틀 [출발]

부다페스트

교토
마라케시

교토

올란도 [도착]

마라케시
호이안

몰디브
르완다

세렝게티

보고타
세이셀
갈라파고스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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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 Place

오로라는 대체로 북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 중북부와 알래스카 중부, 북유럽지역의 스칸디
나비아반도와 아이슬란드, 시베리아 북부 등지에서 관측된다.
로마 신화에서 오로라는 주피터의 딸이며 새벽의 여신으로, 이 여신이 어둠을 거두고 하늘의
문을 여는 과정이라고 불렀다. 신의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오로라이지만, 그렇다고
예전부터 항상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에스키모인들은 하늘을 오묘한 빛으로 수놓은
오로라를 불길한 것으로 여겨 오로라가 펼쳐지는 순간 외출할 때에는 꼭 무기를 갖고 나갔
고, 캐나다 원주민들은 악마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으로 생각해 두려워한 나머지 손뼉
을 쳐 쫓아내려 했다고 한다. 관측되는 곳마다 신비로운 전설이 있는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
출된 전자나 양성자가 고속으로 날아와 지구 대기 중의 산소나 질소 등의 입자와 부딪쳐 빛
을 내는, 일종의 방전 현상이다. 오로라가 예전엔 어떤 의미였는지, 과학적으로 어떻게 발생하

a u r o r a

게 되었는지 모르면 어떤가. 이미 하늘엔 평생을 두고 기억할만한 아름다운 오로라가 우아한

밤에도 불빛으로 가득한 도심을 벗어나 인공의 빛이 없는 자연에서 하늘은 반짝이는 별로 가

어 두 번째로 큰 도시 페어뱅크스는 그 추위 이상으로 강인한 생명력과 활동적인 겨울 스포

득하고 그 별빛이 뭉쳐 구름을 이룬 듯한 은하수를 본 적이 있는지. 제대로 된 은하수를 본 것

츠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페어뱅크스는 북위 65도에서 80도 사이, 오로라가 자주 등장한

이 몇 번 되지 않더라도 그 아름다운 추억은 오랜 시간 기억에 남아있게 된다. 그렇게 은하수

다는 오로라 오벌(Aurora Oval)의 한가운데 위치한다. 공해라고는 없는 티 없이 맑은 검은 하

도 아름다운 추억일진데, 빛이 춤을 추는 오로라는 어떠할 것인가.

늘에 쏟아질 듯한 별빛을 바탕에 깔고 거대한 빛의 오로라 커튼이 드리우면 모두가 숨을 죽

겨울 하늘에 벌어지는 빛의 왈츠

에디터 손경란

오로라

빛으로 춤을 추고 있는데.

설원 위를 가득 메운 황홀한 오로라, 미국 알래스카
땅인지 얼음인지 모를 하얀 얼음 대지, 둥그런 얼음집 이글루, 털로 뒤덮인 두꺼운 외투. 그렇
게 알래스카는 상징하는 단어들만으로도 우선 몸이 움츠러들게 한다. 하지만 앵커리지에 이

이며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66 2017 WINTER

KALPAK CLASS 67

오로라와 함께 하는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신이 세상을 만들기 전 연습 삼아 만들어본 곳’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불과 몇 년 전에도
화산활동이 일어났을 정도로 활발한 지각 활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엄청나게 큰 빙하가 떠다니기도 하
고, 거대한 호수와 폭포, 하늘로 치솟는 간헐천이 있는 지형 자체가 너무나 특이해 외계 행성의 어디쯤으
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인터스텔라를 비롯해 외계가 표현되는 영화들의 단골 촬영지다.
지리적으로는 북위 63~64도로 높은 위도에 있는 아이슬란드이지만 특이하게도 따뜻한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지 않다. 또한, 아이슬란드에는 연기를 내뿜는 공장
과 높은 빌딩이 없고, 대도시의 불빛도 많지 않아 맑고 깨끗한 밤하늘을 갖고 있다. 이처럼 겨울에도 비
교적 덜 추운 날씨와 깨끗한 밤하늘 덕분에 오로라가 출몰할 때면 산꼭대기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어디
서나 오로라를 볼 수 있다. 오로라 기상 정보 사이트에서는 매일 오로라 지수를 발표해 얼마나 선명한
오로라를 볼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아이슬란드 요쿨살론에 피어난 녹색 오로라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 옐로나이프 오로라 빌리지

NASA가 선정한 세계 최고 오로라 관측지, 캐나다 옐로나이프
작년 케이블방송의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슬란드의 오로라가 공개되자 가장 억울해했던 곳은 캐나
다였다. 그들은 오로라의 본고장은 캐나다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세계 최
고의 오로라 관측지로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의 옐로나이프를 선정한 것을 들었다. 11월부터 이듬해 4
월까지 옐로나이프에서 3박을 머물면 오로라를 만날 확률이 95%나 된다고 한다. 옐로나이프 도심에서
30분 거리에 마련된 오로라 빌리지는 사방 1,000km 반경 내에 산맥이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평
원으로, 바로 머리 위에서 춤을 추는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다. 원뿔형으로 끝이 뾰족한 원주민 전통 천
막인 티피에서 벽난로 장작불을 쬐며 따뜻하게 있다가 오로라가 출현하면 밖으로 나가 화려한 오로라
공연을 즐기면 된다. 또 이곳에서는 오로라를 볼 수 없는 낮엔 개 썰매를 타거나 자작나무로 만들어진 스
노우슈를 신고 가이드와 함께 숲을 탐험할 수도 있다. 낚시 마니아라면 남한 면적의 1/3에 달할 만큼 넓
은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에 얼음구멍을 내고 얼음낚시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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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에 극야까지 보는 두 배의 행복,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한때 영어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조차 모두 ‘Let it go’ 노래를 부르게 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실제 배경이 된 나라다. 겨울왕국에 표현된 그림처럼 노르웨이는 깊은 바다를 앞에 두고 뒤
로는 거대한 산맥이 펼쳐져 있는 곳이다.
전 국토의 30%가 북극권에 속하는 이곳에서도 가장 북부에 위치한 트롬쇠는 노르웨이 중에서도 가시
율 70%를 자랑하는 오로라 관측 최적의 장소다. 무엇보다 이곳은 앞바다에 흐르는 난류의 영향으로 비
슷한 위도에 위치한 다른 도시들이 영하 30~50도를 가리킬 때 영하 10~20도 정도로 비교적 춥지 않다.
특히 이곳은 여름에는 백야를,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50일간 이어져 보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가시율 70%를 자랑하는 노르웨이 트롬쇠 오로라

핀란드 라플란드주 사리셀카의 이글루 빌리지에 피어난 오로라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 감상하는 오로라, 핀란드
알래스카보다는 조금 덜 춥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추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서운 추위의 핀란
드. 한겨울엔 수은주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렇게 엄청난 추위에도 불구하고 핀
란드의 겨울은 이 세상의 풍경 같지 않은 온통 흰색으로 채운 순백의 세상과 순수함의 극치를 보여주기
에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겨울 여행지다.
핀란드 국토의 1/3을 차지하는 유럽의 최북단을 아우르는 라플란드는 오로라를 찾아온 여행자들의 성지
로 연간 200일 이상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다.
라플란드주 사리셀카의 이글루 빌리지에서는 천장이 유리로 되어있는 이글루 모양의 객실 침대에 누워
서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다. 혹시나 잠이 들더라도 객실마다 설치된 알람 타이머가 오로라를 관측하기
가장 좋은 시간에 작동하기 때문에 오로라를 놓칠 염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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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cent Brilliance
지금의 다이아몬드링은 라운드 브릴리언트컷이 대부분
이지만, 다이아몬드가 대중화하기 시작했던 1900년대
에드웨디안 시대의 프랑스에서 귀족들의 사랑을 받았
던 다이아몬드는 양 끝이 뾰족한 입술 모양의 마퀴즈 컷
(Marquise cut)과 소위 물방울 모양이라 일컫는 페어 컷
(pear cut)이었다. 팬시 컷이라 불리는 이 다이아몬드들은
커팅 방법에 따라 에메랄드 컷, 페어 컷, 마퀴즈 컷, 오벌
컷, 하트 컷 등이 있으며 일반적인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와 비교하여 훨씬 높은 희소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세
계에서 유명한 다이아몬드들은 바로 이런 팬시 컷 다이
아몬드인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전문 브랜드인 아디르(Addir)에서는

BRILLIANT
MOMENTS

바로 이 팬시 컷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차별화된 다양한

Alternative Bridal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0.7ct부터 2.0ct까지 다양한 캐럿

아디르(Addir)가 제안하는 특별한 웨딩 컬렉션 ‘Alternative

대의 페어 컷, 마퀴즈 컷, 오벌 컷 다이아몬드링은 자신만

Bridal(얼터너티브 브라이덜)’은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의 취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착용할 수 있는 오픈 링 디자인으로, 보석함에 보관만 하

받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다이아몬드링을 스스로 구매하

던 기존의 캐럿 위주의 웨딩링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고 즐기는(Self-purchasing) 3040대 여성 소비자의 큰 호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고전적인 디자인부터 변화하는

응을 얻고 있다. 아디르의 팬시 다이아몬드는 D~E컬러의

웨딩 트렌드에 따라 현대적으로 해석된 아디르의 독창적

VS등급만을 취급하며, 7부 기준 가격은 7백만 원대로 합

인 웨딩링은 메인 다이아몬드 원석을 중심으로 정교하게

리적이다.

파베 세팅된 멜리(Melee) 사이즈 다이아몬드가 발하는
화려한 빛으로 일상에서도 기품을 더해준다.

Gracious Twirl
아디르의 모든 웨딩링은 엄격한 기준으로 채굴된 원석 만

Personal Touch

이 장인 정신과 예술가적인 영감을 만나 섬세한 세팅을

아디르(Addir)는 구매한 다이아몬드의 클리닝 및 광택 서

거친 후 에야 비로소 고귀하고 화려한 반지로 탄생한다.

비스, 세팅 안전성 검사는 맞춤형 고객 상담을 제공하는

특히 ‘Gracious Twirl(그레시어스 트월)’은 아디르(Addir)

케어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 특히 소중한 순간을 오랜 감

다이아몬드는 가장 순결하고 고전적인 보석으로 그 자체의 광휘와 영원함으로 시대를 넘어 진실한 사랑의 징표가 되어왔다. 지난 2

의 감성과 철학을 잘 담아낸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대담

동으로 간직하게 해줄 아디르의 특별 케어 프로그램 중

월 신세계는 다이아몬드를 향한 오랜 열정과 안목으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예술적 디자인으로 아디르를 론칭했고 주얼리를 사

하고 강렬한 곡선을 강조하여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감

하나인 인그레이빙 서비스는 아름다운 순간을 간직한 의

랑하는 많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대 히브리어로 ‘고귀함’을 뜻하는 아디르(Addir)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사

싸듯 휘감은 정교한 세팅이 특징이다. 열정적이고 화려한

미 있는 인그레이빙으로 오직 하나뿐인 약속을 선물한다.

이트 홀더와 국제 기준 감정을 거친 탁월한 품질의 다이아몬드만을 사용하며, 모든 다이아몬드는 크기에 상관없이 신세계 전문가가

사랑의 의미를 우아하면서도 현대적으로 풀어낸 이 특별

재선별하는 검증 절차를 거쳐 신세계 감정서와 GIA감정서를 더블 개런티 하여 신뢰와 전문성을 더한다. 시대를 초월한 고귀한 아름

한 링 디자인은 시대를 넘어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광채

다움으로 평생의 가치를 약속하는 아디르의 다이아몬드 주얼리 컬렉션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대구점에서 만날 수 있다.

를 더욱 아름답게 표현한다.

인생에 찾아올 단 한 번, 가장 빛날 그 순간을 위해
아디르가 제안하는 특별한 다이아몬드 기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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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piece

M aldon

자연이 준 가장 귀한 선물

소금

영국 왕실의 보증을 받은 2000년 역사의 소금, 영국 말돈
육면체 모양의 보통 소금과 달리 말돈 소금은 생김새부터 특별하다. 말돈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꼭 필요한 것을 꼽을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을 말한다. 인류가 가졌던 가장 오래된 조미료이면

소금은 얇고 넓적한 불규칙한 크기에 속이 빈 피라미드 모양으로 같은 부

서, 전쟁이 일어날 만큼 귀한 것 중 하나로 진시황 같은 군주가 대륙을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힘이 된 것은 소금이었

피의 일반 소금보다 가볍게 느껴진다. 영국 잉글랜드 에식스 카운티 블랙

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소금만 있다면 곡식이 없어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워터강 하구에 위치한 말돈은 담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곳으로, 영국 말

반면 소금(나트륨)이 부족해 저나트륨혈증 상태가 되면 기운이 빠지고, 경련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혼수상태나 사망에

돈 솔트 크리스탈 컴퍼니는 1882년부터 이곳에서 소금을 생산했다. 그러

이르기도 한다. 아주 흔하지만 ‘하얀 황금’의 평가를 얻는 특별한 소금의 세계를 들여다보자.

다 2012년 왕실에 물품을 공급하는 상인들에게 부여하는 로얄 워런티

에디터 진윤숙

(Royal Warrent)를 받았다.
말돈 소금은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적인 스타 셰프 고든 램지가 사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의 요리 영상을 보면 소금을 집어 부숴서 사용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쓴맛이 전혀 없는 부드러우면서 잘 부서지는
질감의 말돈 소금은 일반 소금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의 함량이 높아
요리는 물론 테이블 소금으로 활용하기 좋다. 특히 올리브오일, 발사믹과
함께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채소가 더 아삭하게 느껴진다.

F leur de Sel

2000년간 이어온 전통방식의 소금, 프랑스 플뢰르 드 셀
세계 명품 소금을 이야기할 때 프랑스 대서양 연안의 게랑드에서 나
는 소금을 빼놓을 수는 없다. 흔히 게랑드 소금이라고 부르는 이 소금
은 게랑드 지방의 전통 수작업 방식인 셀틱(Celtic) 방법으로 소금을 얻
기 때문에 갈색이 도는 회색으로 알갱이도 불규칙하고 거칠다. 플뢰르
드 셀은 게랑드 소금이 가라앉기 전 하얗게 크림처럼 떠 있는 것을 거
둔 소금으로, 그 모양이 마치 꽃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소금의 꽃’이라
는 별칭이 붙었다. 특히 소금의 캐비어라고 불리는 플뢰드 드 셀 게랑드
(ﬂeur de sel de guerande)는 프랑스 최고급 바닷소금이다. 워낙 소량만 생
산되는 최고급의 소금으로 셰프들도 마음껏 쓰지 못하고 요리의 완성 단
계에서 뿌리거나 테이블 소금으로 사용한다.
게랑드 사에서는 기본 소금 외에도 채소, 해초, 허브 등이 첨가된 향신료
소금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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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PAK CLASS 75

H i malayan pink salt

2억 5천만 년의 소금 나이테, 히말라야 핑크 소금
소금은 대부분 바다 염전에서 생산하지만, 히말라야 핑크 소금은 2억 5천
만 년 전 히말라야가 바닷속에 잠겨 있을 때 생성된 소금으로 지각변동
때문에 솟은 히말라야 소금 광산에서 채취한다. 수천만 년 전에 생긴 것
이기 때문에 최초 바다에 담겼던 필수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어, 소금 구
조도 크리스털 형태로 80여 개 내외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신의 소
금’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특히 방사능, 중금속, 기름 유출 등으로 바다
가 오염되어 바닷소금에 대한 불안감에 암염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다.
소금 외에 다른 첨가물이 없어 유통기한도 없고, 쓴맛이 나는 간수도 없
다. 특유의 감칠맛은 국물이 많은 한식 요리와도 잘 어울릴 뿐 아니라 샐
러드나 구운 채소에 뿌려주면 원재료가 가진 특유의 맛을 더욱 살려준
다. 또한, 요리뿐 아니라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데 보디오일에 섞어 마사지
하면 각질을 제거할 수 있고, 양치 후 물에 희석해 가글하면 치주염을 예
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Tr u f f l e sa l t

희귀한 땅속의 보물을 품은 소금, 트러플 소금
세계 3대 식재료라고 하면 푸아그라, 캐비어와 함께 송로버섯 즉 트러플
을 꼽는다. 그중에서 트러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이는 거위나 철갑상
어는 양식이 가능하지만 트러플은 인공 재배가 불가능하고 적당한 크기
로 자라나기까지 7년이라는 긴 시간과 땅속에 자라나는 특성 때문에 채
취도 어렵기 때문이다. 예전엔 암퇘지를 이용해 트러플을 찾았는데 돼지
가 식욕이 너무 강한 나머지 트러플을 발견하면 주인까지 물어가며 다 먹
어치워, 요즈음엔 훈련을 받은 개를 이용한다. 그렇게 귀한 트러플은 사
실 맛보다는 독특한 향과 질감이 특징이다. 그래서 요리에 사용할 때는
되도록 트러플의 향이 제대로 나도록 요리 자체는 단순하게 한다.
1kg에 300만 원 이상의 가격을 호가하는 검은 트러플은 프랑스가 주 생
산지로 주로 고기류의 요리에 사용한다. 이탈리아에서는 향이 훨씬 부드
러운 흰 트러플을 최상으로 치는데, 가격은 검은 트러플의 2배 이상이다.
트러플 소금을 사용하는 요리를 직접 만들기 어렵다면 단순히 에그 스크
램블이나 스테이크처럼 자주 먹는 음식에 약간만 뿌려보자. 왜 그렇게 트
러플에 열광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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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tic Trip

환상적인 낭만이 일상으로 되는 시간
씨번 크루즈
2

누구나 한 번쯤 우아한 크루즈 여행을 꿈꾼다.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바다를 보며 잠에서 깨고, 망망대
해를 바라보며 세심한 배려 속에 우아한 식사를 하며, 저녁에는 아름다운 음악과 공연으로 한껏 분위기에 물
들고, 수평선 너머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다 별빛에 반짝이는 밤바다의 품에서 잠드는 일상. 배가 닿는
곳마다 또 다른 설렘으로 채워지는 여행이 바로 씨번 크루즈다.

1

Seabourn Cruise

3

4

씨번 크루즈(Seabourn Cruise)의 가장 큰 특징은 어느 크루즈와도 비교할 수 없는 럭셔리하
면서도 편안하고, 화려하면서도 과장되지 않은 절제된 매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승객 정원 500명 내외의 스몰 쉽 형태로 대형 크루즈는 접근할 수 없는 숨겨진 보석 같은 장
소들까지 방문하고 있어 더욱 특별한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300개 이하로 한정된 객실은 모두 스위트 룸으로 승객 1인당 승무원 1명이 배정되는 최
고의 서비스는 물론, 객실 내 미니바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씨번 크루즈의 다양한 해양
워터 스포츠와 전문가와 함께 조디악 보트를 이용한 남극체험은 환상적인 경험이다. 씨
번 크루즈 레스토랑에서는 프랑스의 미슐랭 셰프인 토마스 켈러의 '더 그릴'레스토랑을
즐길 수 있으며 기항지별 차별화된 관광 일정을 제공하는 등 ‘승객 위주’의 전략으로 크루즈
선사 중에서도 재방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많은 수상기록이 설명하는 세계 최고 명성의 씨번 크루즈 라인
씨번 크루즈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트래블+레저(Travel+Leisure) 세계 최고 스몰 쉽 크루
즈상 7차례 수상, 콘테 나스트 트래블러(Condé Nast Traveler) 최고 스몰 쉽 크루즈 8차례 수
상을 비롯해 각종 매체에서 세계 최고 선사 운영, 최고 럭셔리 선박 보유, 최고급 선내 스파
부문 최다 수상 등 1987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거듭해왔다.
씨번 크루즈는 현재 오딧세이, 써전, 퀘스트, 앙코르 등 4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
봄 오베이션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지중해, 알래스카, 캐나다와 뉴잉글랜드, 아시아 등
1 씨번 퀘스트 외경
2 씨번 크루즈 선상 레스토랑
3 씨번 써전 스위트룸
4 씨번 오딧세이 수영장에 드리운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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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400곳이 넘는 기항지를 운항하고 있다. ‘일생에서 단 한 번뿐인 경험을 선사한다’는
신념으로 승객이 보지 않는 곳까지, 승객의 감성과 추억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씨번 크루즈.
환상적인 낭만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선상 여행을 떠나보자.
KALPAK CLASS 79

Premium Choice

1

16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오키나와는 약 1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독립국이었기 때문에 오키나와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일본 본토의
바다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에메랄드빛 오키나와 바다와는 완전히 다르다.
산호초와 열대어, 고래가 살고 있는 바다로 오키나와만 갖고 있는 풍경이다.

KALPAK이 제안하는
오키나와

The Busena Terrace
자유 4일
출발 매일

빛과 바람이 넘치는 자연과 소통하는 더 부세나 테라스

일정 인천-오키나와(3)-인천

더 부세나 테라스는 오키나와의 럭셔리 호텔 체인 더 테라스 호텔즈의 계열호
텔 중에서도 규모가 큰 곳이다. 남국 오키나와의 빛나는 태양과 바람이 그대로

가격 ₩1,562,000~
문의 02. 726. 5712

들어오는 개방형의 객실이 특징으로, 내부는 오키나와 특유의 분위기가 가득
하다. 호텔 바로 앞은 760m에 달하는 모래사장에 이어 눈부시게 푸른 오키나
와 바다로 이어진다.
어린이가 있는 가족의 경우 워터슬라이드가 있는 야외 풀과 어린이용 실내 수
영장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각종 해양스포츠는 물론 선셋 크루
즈, 피크닉 크루즈, 피싱 등의 크루즈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워터크래프
트 렌탈로 마린 제트, 수상스키, 드래곤 보트 등 보다 활동적인 스포츠도 가능
하다.

Japan

1 본토와 완전히 다른 이국적인 풍경의 오키나와에서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더 부세나 테라스.

The Busena Terrace

2 테라스 너머로 코발트 블루의 바다가 보이는 디럭스
내추럴 오션 뷰 객실.
3 크루즈를 타고 피크닉을 떠나거나 아름다운 선셋을
감상하며 색다른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2

3

더 부세나 테라스, 일본 오키나와

이국적인 그 섬의 매력에 빠지다
동양의 하와이, 일본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 오키나와는 겨울에도 평균 20
도의 따뜻한 아열대 기후로 겨울에 특히 더 빛을 발한다. 파란 하늘과 바다, 태양

일본

The Busena
Terrace

이 넘치는 독특한 문화의 남쪽 낙원 오키나와의 자연과 정취를 가장 럭셔리하게
누리고 싶다면 더 부세나 테라스가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특히 KALPAK을 통
해 이용할 경우 석식 1회 및 호텔 크레딧 혜택이 제공된다. (2018년 3월까지, 제
공 불가능한 날짜도 있으므로 예약시 확인 필요.)
에디터 진윤숙 자료협조 더 부세나 테라스 www.terrace.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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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PAK CLASS 81

Premium Choice

1

2

3

1 테이블과 데이베드까지 비치된 더 테라스 클럽 앳 부
세나의 테라스 클럽 오션뷰 룸.
2 13세 이상의 성인만 투숙이 가능해 보다 조용한 휴식
을 취할 수 있는 더 테라스 클럽 앳 부세나.

Japan

The Terrace Club At Busena

더 부세나 테라스 근방의 더 테라스 클럽 앳 부세나는 오키나와에서는 드물게

3 독특한 해수요법과 트리트먼트 등 다양한 힐링 프로
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탈라소 풀 전경.

4인용 객실을 갖췄다. 6~9층에 자리한 클럽 디럭스 오션 투 베드룸은 여러 명
단위의 여행객이 함께 쉬어갈 수 있도록 침실과 샤워부스가 2개씩 있다. 특히 이
곳의 테라스에는 큰 데이베드가 놓여 아름다운 아침 햇살을 맞이할 수 있다.

더 테라스 클럽 앳 부세나, 일본 오키나와

독특한 해수 요법과 휴식으로 치유되는 웰니스 리조트,
더 테라스 클럽 앳 부세나

자연의 품에서 건강과 휴양을 얻다

일본

더 테라스 클럽 앳 부세나가 다른 곳과 다르게 더욱 특별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곳만의 특별한 해수 요법 탈라소 테라피(Thalasso Therapy)와 영양, 휴식을

오키나와로 떠나는 여행이 태양과 바다, 일본과 다른 독특한 문화를 즐기는 것이
라는 생각은 더 테라스 클럽 앳 부세나에서 완벽히 부서진다. 오키나와가 가진 천

The Terrace
Club At
Busena

콘셉트로 한 웰니스 리조트라는데 있다. 이곳 바닷물을 이용해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맞춘 옥외 온수 풀에서는 제트 스파 기능으로 마사지와 활발한 신진대

KALPAK이 제안하는
[프레스티지] 오키나와
The Terrace Club At
Busena 자유 4일

혜의 아름다운 자연은 그대로이지만 이곳에서는 오키나와의 특징을 잘 활용한 웰

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약 40도의 스팀 사우나 하맘, 시트로 몸을 감싸고 이

니스 리조트(Wellness Resort)이기 때문이다. 이 외 더 테라스 클럽 앳 부세나에서

온 해수의 미세한 안개 속에서 릴랙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에어로졸 내핑, 탈

는 조식권을 브런치나 런치로 변경해 이용할 수 있고, 라이브러리&바에서 커피

라소에 기초한 트리트먼트, 아유르베딕 트리트먼트(Ayurvedic Treatment) 등 다

출발 매일

등의 음료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만 13세 이상만 투숙이 가능하기 때문

일정 인천-오키나와(3)-인천

에 성인만을 위한 특별하고도 평화로운 힐링은 이곳에서 완성된다.

가격 ₩2,262,000~

에디터 진윤숙 자료협조 더 테라스 클럽 앳 부세나 www.terrace.co.jp/clubatbus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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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PAK CLASS 83

문의 02. 726. 5712

Premium Choice

1

디 앗타 테라스 클럽 타워는 남국의 화려한 꽃들과 그 뒤로 우거진 숲에 둘러
싸인 작은 언덕 위, 멀리 오키나와의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잘 가
꿔진 정원과 인피니티 수영장을 뒤로하고 넓은 객실로 들어서면 한쪽 벽이 창
문으로 되어 탁 트인 전망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클럽 럭셔리 객실에서는 개방
형의 욕조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입욕을 즐길 수 있다.

KALPAK이 제안하는
The Atta Terrace
Club Towers 4일
출발 매일
일정 인천-오키나와(3)-인천
가격 ₩2,012,000~
문의 02. 726. 5712

럭셔리한 휴양지로 주목받는 더 앗타 테라스 클럽 타워즈
디 앗타 테라스 클럽 타워는 약 25,000m²에 달하는 넓은 정원과 산책로를 비
롯해 매일 아침 열리는 요가 클래스, 셰프 세미나, 일본 전통 악기 샤미센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있다. 거기에 골퍼들의 승리욕을 자극하는
더 앗타 테라스 골프 클럽까지 더하면 오키나와에 들른 세계적인 셀러브리티
들이 왜 이곳에 머무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바다를 내려다보는 골프 코스는 일본 특유의 아기자기한 맛과 단정한 인공미
가 잘 살아 있으며, 교묘하게 배치된 연못과 벙커는 고도의 정확성과 높은 수
준의 전략을 요구한다. 나무가 가득한 짙푸른 숲과 굽이치는 필드, 코스마다
도사리고 있는 해저드는 골퍼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작용한다.

Japan

1 평화로운 오키나와의 풍경과 골프클럽을 전망할 수
있는 클럽 럭셔리 룸.

The Atta Terrace Club Towers

2 화려한 꽃, 우거진 숲 등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둘러 싸
인 라이브러리와 수영장.
3 교묘하게 배치된 연못과 벙커로 골프의 재미를 배가
시키는 골프클럽.

2

3

디 앗타 테라스 클럽 타워스, 일본 오키나와

오키나와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모두 담다
오키나와에서는 누구든, 언제든, 어느 곳이든 촬영된 사진만으로도 탄성을 자아
내게 만드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래서 더 앗타 테라스 골프장과 나란히 있는 디

일본

The Atta
Terrace Club
Towers

앗타 테라스 클럽 타워를 담은 사진도 환상적이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사진에 이
끌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정말 아름다운 사진이었지만
실제가 몇 배 더 감동적이라는 평가가 줄을 잇는다. 여행의 격을 다르게 만드는
특별한 매력이 아주 강력한 탓이다.
에디터 진윤숙 자료협조 디 앗타 테라스 www.terrace.co.jp/clubt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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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Choice

1

2

3

1 자연과 하나 된 듯 편안한 느낌을 주는 전통 료칸
로쿠유.
2 새벽의 여명과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도록 시
원한 창이 나 있는 라운지.

Japan

3 단 10개 뿐인 객실에 마련된 전용 노천온천은 피로 해
소와 휴식을 약속한다.

Yufuin Ryokuyu

료쿠유가 있는 유후인 온천은 일본에서 3번째로 용출량이 많은 온천으로, 지
역 일대 원천이 850여 개가 넘는다. 비교적 높은 온도의 유후인 온천수는 유황
을 비롯해 광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류마티스, 피부병과 신경통 완화 등 온
천이 주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어, 곳곳이 온천지역인 일본에서도 선호도가
높다.

유후인 료쿠유, 일본 규슈

자연 속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다

Yufuin
Ryokuyu

일본

일본 전통과 세심한 배려가 깃든 평안한 휴식의 완성
유후인에 들어서면 웅장한 유후산과 바닥에서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함께

KALPAK이 제안하는

전객실 노천온천 구비,
유후인 료쿠유 료칸
자유 3일

쌀쌀한 바람이 불지만 그리 춥지 않은 상쾌한 겨울 아침. 뽀얀 안개는 이슬을 머

솟아나는 긴린호가 아침마다 드리우는 안개로 평온한 마음이 저절로 든다.

금은 나무와 그 사이로 난 예쁜 오솔길, 나무 지붕 위로 사뿐히 내려앉아 마치 세

그중에서도 료쿠유는 단 10개의 객실만 운영하기 때문에 일본의 전통적인 고

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신비롭게 느껴지는 곳. 오로지 자연과 하나가 된 듯 편

즈넉한 분위기를 온전하게 느낄 수 있다. 실개천의 물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안한 안식을 주는 그곳은 일본 규슈 오이타현의 유후인 온천마을에 있는 전통 료

로비로 들어서면 일본식 난로 이로리가 따뜻한 온기로 차가운 바람에 움츠렸

출발 매일

칸 료쿠유다. 온천이 생각나는 계절, 프라이빗한 온천과 휴식을 즐기는 데에 료쿠

던 몸을 포근히 감싸준다. 나무로 둘러싸인 오솔길을 지나 객실로 들어서면 언

일정 인천-후쿠오카-유후인(2)-

유보다 더 좋은 곳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제라도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전용 노천온천이 피로 해소와 휴식을 약속한다.

에디터 진윤숙 자료협조 유후인 료쿠유 http://www.yufuin-ryokuyu.com

제철에 나는 재료로 마련된 정갈한 가이세키 정찬으로 마무리하는 하루는 말
그대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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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인천
가격 ₩1,454,800~
문의 02. 726. 5712

ESPECIALLY
FOR YOU,
KALPAK
COLLECTION

Collections of 2017 WINTER

KALPAK Collection

삶이 다르면

정유년 마무리는 KALPAK과 함께

여행도
달라야 합니다

보낼 수 있어 즐거웠다고 이야기 하던 때가 바로 얼마 전의 일인 것 같은데 어느새 올 한

새해가 되었다고 설레고, 너무 더운 여름이라고 불평하며, 12년만에 긴 추석황금연휴를

SOU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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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는 끝나가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했는지 정신없이 시간이 가버렸다고 너무 서운해하
지는 말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세월이 지나버렸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우리는 순간
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증거일 수 있지 않은가. 지나온 시간에 대한 후회보
다는 그래도 큰 탈 없이 잘 지내서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좋다. 숨가쁘게
바쁘고 여유가 없을수록 스스로에게 하는 칭찬은 더 힘찬 내일을 위한 약이 되기 때문
이다. 그리고 수고한 자신에게 KALPAK여행을 선물하는 것도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지
게 느껴지지 않을까?

ROYAL COLLECTION
아름다운 자유여행의 시작

[특가] 싱가포르 센토사 카펠라 원베드룸 빌라 자유 5일

[단독 특전] 방콕 페닌슐라(Peninsula) 자유 5일
방콕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차오프라야 강가에 자리한 페닌슐라 방콕. 아시아 1

VIP 고객들만을 위한 KALPAK의 맞춤

도심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있는 완벽한 휴양섬 센토사에는 싱가포르 최고의

형 여행, 로열 컬렉션(Royal Collection)

호텔 카펠라가 자리한다. 무성한 열대의 나무들과 현대적인 건축이 어우러진 카

위 호텔로 선정된 바 있는 이 호텔은 모든 객실에서 리버뷰를 감상할 수 있어 더

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펠라 원베드룸 빌라는 자연과 다이나믹한 도시를 경험하는데 최적의 조건이다.

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 문의 02. 726. 5800

※단독특가 3박시 2박 요금 적용된 상품임.

※늦은 체크아웃, 등마사지 30분과 디너 1회가 특전으로 제공됨.

•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7

• 출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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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출발일, 여행기간, 항공 및 호텔 등
급 등 일반적인 여행 관련 정보를 들
어보고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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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견적서 등 상품 콘텐츠 확인 후
여행 진행 여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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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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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싱가포르(3)-기내(1)

• 가격 ₩2,020,000~

• 출발 매일

• 일정 방콕(3)-기내(1)

• 가격 ₩1,407,600~

국제공항 라운지 이용과 좌석승급(이코노미석→프레스티지석 업그레이드)에 대한 새
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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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앙마이 포시즌(Four Seasons) 자유 5일

[GOLF 또는 SPA] 다낭 반얀트리 라군풀빌라 자유 5일

매림계곡의 울창한 숲과 정글, 계단식 논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공항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베트남 중남부 해안의 반얀트리 랑코는 유

포시즌 리조트가 자리한다.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목가적인

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지역인 후에, 호이안, 미손과 가깝다. 고대 베튼마 왕

풍경에서 더욱 여유롭게 쉴 수 있다.

조의 찬란했던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날짜에 따라 룸업그레이드 및 룸크레딧이 특전으로 제공됨.

※18홀 골프 혹은 스파 1회가 특전으로 제공됨.

• 출발 매주 수, 목

• 출발 매일

• 일정 치앙마이(3)-기내(1)

• 가격 ₩1,9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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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1,833,200~

JAPAN

일본 문의 : 02-726-5708 / 날짜별로 요금 상이

교토 포시즌(Four Seasons) 호텔 자유 3일

[프레스티지 탑승] 홋카이도 타키노야 료칸 자유 3일

1200년의 고도(古都)에 2016년 가을, 포시즌 호텔 교토가 탄생하였다. 일본 정

단 30실 규모로 운영되는 북해도의 최고급 온천 타키노야 료칸에서 가이세키

원문화를 접목시켜 계절이 변화하는 모습과 웅장한 외관, 모던한 감성의 인테리

요리의 맛과 서비스, 눈싸인 겨울 노천 온천에서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경험할

어가 융화되어 있는 새로운 럭셔리 호텔에서 포시즌 특유의 서비스가 펼쳐진다.

수 있는 상품이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여 더욱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 출발 매일

• 출발 매일

• 일정 김포-간사이-교토(2)-간사이-김포

• 가격 ₩2,159,600~

CHINA

• 일정 신치토세-노보리베츠(2)-신치토세 • 가격 ₩2,41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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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AM & OCE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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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mi-KALPAK] 괌 두짓타니(Dusit Thani) 자유 5일

[2인 출발] 호주 시드니, 골드코스트 6일

두짓타니 괌은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새로운 스타일의 럭셔리 호텔이다.

2명만을 위한 호주의 해변과 도시 여행이다. 골드코스트에서는 베르사체가 직

해변가 메인 풀장, 10개의 룸을 갖춘 스파, 키즈클럽 등 완벽한 부대시설을 갖추

접 디자인한 팔라조 베르사체 스위트 객실을, 시드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전망

고 있다. 30층 클럽 라운지에서는 컨티넨탈 조식, 해피아워 서비스가 제공된다.

과 서비스로 이름 난 파크 하얏트 오페라 하우스 전망 객실을 이용한다.

• 출발 매일

• 출발 주 토,일,월
• 가격 ₩7,350,000~

• 일정 괌(4)

• 가격 ₩1,657,600~

• 일정 기내(1)-브리즈번-골드코스트(2)-시드니(2)

LAT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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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교수] 아프리카 대자연과 마주하다. 11일

멕시코, 쿠바 기행 11일

홍콩 포시즌(Four Seasons) 자유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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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아프리카 탐험을 먼나라 이웃나라의 저자 이원복 교수와

남미만의 독특한 문화 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을 두루 감상할 수 있는 상품. 아즈

함께 한다. 세계 최대 분화구 응고롱고로, 세렝게티 국립 공원의 동물 대이동을

텍 문명 유적지 떼오티와칸, 헤밍웨이가 살았던 아바나, 고대 마야문명과 스페

홍콩 교통의 요충지라 불리는 IFC몰 바로 옆, 홍콩섬의 마천루를 장식하는 홍콩 포

타이페이 랜드마크 101타워와 스카이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는 대만 최고의 호텔

경험할 수 있다. 최고급 롯지와 호텔(&Beyond, Kempinski, Taj)이 제공된다.

인의 문화가 어우러진 칸쿤 등 정열적이고 신비한 매력을 지닌 곳을 방문한다.

시즌스는 독특한 스파, 품격이 넘치는 객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다.

그랜드 하얏트의 스위트 룸을 이용하는 자유여행 상품이다. 타이페이 시내 중심

빅토리아 항과 구룡반도, 파크를 아우르는 환상적인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에 위치하여 특히 자유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더욱 편리한 여행이 가능하다.

• 출발 2월 19일, 단1회
• 일정 방콕(경유)-기내(1)-나이로비(1)-킬리만자로(경
유)-응고롱고르(1)-세렝게티(2)-킬리만자로(경유)-나이로비(1)-빅토리아 폭포(1)-케이프타운
(2)-두바이(경유)-기내(1)
• 가격 ₩22,800,000~

• 출발 1월 11일, 25일 / 2월 8일, 22일
로(2)-아바나(2)-칸쿤(3)-달라스 경유

• 출발 매일

• 일정 홍콩(2)

• 가격 ₩1,243,600~

• 출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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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타이페이(2)

• 가격₩1,06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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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LA(경유)-멕시코시티(2)-바라데
• 가격 ₩15,940,000~

NORTH AMERICA & HAWAII

미주/하와이 문의 : 02-726-5715 / 날짜별로 요금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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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티지 탑승] 라나이 포시즌, 오아후 포시즌 자유 6일

EUROPE

유럽 문의: 02-726-5703, 5709 / 날짜별로 요금 상이

[4인 출발] 중세도시 탐방, 이탈리아 중북부 일주 10일

[4인 출발] 태양과 정열의 나라, 스페인 일주 9일

해안과 고지대 숲으로 이루어진 라나이 섬은 깨끗하기로 소문난 파라다이스다.

장엄한 해안과 고지대 숲으로 이루어진 파라다이스 라나이 섬과 와이키키를 시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플로렌스라고도 불리는 피렌체. 노란 트램이 골목을 가

수도 마드리드부터 플라맹코의 도시 세비야, 고급 휴양지 해변인 말라가의 에스

하얀 모래 자갈들로 이루어진 바닷가, 용암 바위, 투명한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작으로 한 아름다운 해변, 환상적인 골프코스, 쇼핑과 고급식당가로 활기 가득

로지르고 꽃 내음이 감도는 이곳에서 중세 문화를 만나 보자. KALPAK은 대한항

테포나,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 그리고 세계적 건축가 가우디의 건축물을 만나

한적하고 여유로운 이곳에서 포시즌에서의 휴식은 특별함을 더한다.

한 오아후 섬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알찬 여정이다.

공 직항 편과 고품격 호텔과의 제휴를 통해 더욱 편리한 여행을 제공하고 있다.

볼 수 있는 바르셀로나까지. 스페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색 문화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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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 매일
• 일정 호놀룰루(경유)-라나이(2)-코올리나(2)-호놀룰루/기내(1)
• 가격 ₩5,310,400~

• 출발 매주 월, 수, 금

• 출발 매주 토

• 일정 밀라노(2)-베로나-베네치아(1)-피렌체(2)-산지미냐노-

• 일정 파리(경유)-바르셀로나(2)-그라나다(1)-말라가/마르베야
• 가격 ₩12,767,200~

시에나-나폴리/폼페이/소렌토-티볼리-로마(3)-기내(1) • 가격 ₩12,967,200~

(1)-세비야(1)-톨레도/세고비아/마드리드(2)-기내(1)

[4인 출발] 예술가들이 사랑한 그곳, 남프랑스 일주 9일

[4인 출발] Russian Romance 러시아 일주 8일

[4인 출발] 자이언,브라이스,아치스 국립공원 9일

[프레스티지 탑승] 빅아일랜드 포시즌, 오아후 포시즌 자유 6일

역사의 도시 아비뇽, 활기찬 항구 마르세유, 반 고흐의 발자취가 남겨진 아를, 예

러시아혁명 이전까지 유럽의 거인이자 대제국으로서 전세계인들의 마음을 사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그랜드캐니언과 더불어 3대 캐니언으로 불리는

빅아일랜드의 코나-코할라 해변에 위치, 하와이 자연이 빗어낸 자연 그대로의

술가의 혼이 깃든 생폴드방스, 마티스와 샤갈의 열정이 느껴지는 니스, 아름다

로잡았던 러시아.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와 러시아 문화의 중심지로 수많은 음

브라이스캐니언과 자이언 캐니언을 보고,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아만기리 리조

선물을 함께 간직한 포시즌스 리조트 후알랄라이는 하와이 황금기의 추억을 느

운 해변 칸, 그리고 동화의 나라 모나코까지. 완벽한 여행지가 기다리고 있다.

악가와 예술가, 그리고 대문호들을 배출했던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둘러본다.

트에서 자연을 느껴볼 수 있는 상품. 영어가이드로 진행.

낄 수 있는 리조트이다. 하와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가능하다.

• 출발 매일

• 출발 매주 월, 수, 금
• 가격 ₩12,010,400~

• 출발 매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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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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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 매일
• 일정 호놀룰루(경유)-빅아일랜드(2)-코올리나(2)-호놀룰루/기내(1)
• 가격 ₩5,5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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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파리(경유)-엑상프로방스/마르세유(2)-아를/생레미드프로

방스/님/레보드프로방스(2)-아비뇽/생폴드방스/모나코/니스(2)-칸/앙티브/방스(1)-니스파리(경유)-기내(1)

• 가격 ₩13,900,000~

KALPAK CLASS 95

• 일정 모스크바(3)-상트 페테르부르크(3)-기내(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