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휴가



카니 _만타 라운지

자연 그대로의 파라다이스

영원히 기억될 순간들



클럽메드는

공항-리조트간 교통편도

포함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참 쉽죠?

모든 교통편은 한번에 해결!

입맛에 따라 맘껏 골라먹는 자유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마실 자유!

풍미 넘치는 조식, 중식, 석식은 물론 하루 종일

제공되는 스낵서비스까지! 생과일 주스, 커피, 맥주,

와인, 칵테일 등 120여가지 음료 및 주류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오픈바도 맘대로 들락날락~ 

출출할 틈 없는 식도락 휴가 보장! 
안락한 객실

진정한 휴식과 릴렉세이션의 순간...

객실에서, 혹은 수영장 선베드에서

아무것도 안 할 자유를 누리세요!

더 특별한 휴가를 만들고 싶다면, “알 라 까르뜨 (고객맞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파 트리트먼트, 생후 4개월-만 3세 대상 키즈클럽,

스포츠 집중 개인강습, 외부관광 등) (1)

+ 나만의 ‘특별함’을 원한다면,

추가요금 프로그램

예정에 없었던 지출, 이곳엔 없습니다. 지갑은 두고 다니세요.

클럽메드에 오셨다면, 이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1)

어린 자녀를 위한 알찬 프로그램

대부분의 클럽메드 리조트에는

아기용품과 전용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짐은 가볍게, 휴식은 제대로!
*예약 시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꿈꾸던 휴가
그 모든 것 

모든 연령대를 위한 키즈클럽!

만 4세부터 만 17세까지,

알찬 프로그램의 키즈클럽도 포함!

아이에겐 재미를, 부모에겐 휴식을!
*생후 4개월~만 3세 대상 키즈클럽은 유료로 이용 가능

피트니스, 그리고 건강한 휴가

다양한 스포츠 레슨부터

강습없이 이용 가능한 장비 및 시설까지!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해 보세요!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 파티

우리 G.O팀은 멋지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휴가가 삶의 활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맞춤 휴가

당신을 위한

(1) 올-인클루시브에 포함된 서비스와 추가요금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클럽메드 홈페이지(www.clubmed.co.kr) 또는 클럽메드 예약과로 문의 바랍니다.

맞춤 휴가

당신을 위한

∑ 0504 ∑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1) 리조트별 이용 가능한 스포츠 액티비티 상이. 패키지에 포함된 그룹 강습 및

스포츠 시설은 자유 이용 가능. (2) 추가요금 서비스

트레블러스 초이스

                        세계 최고 권위의 여행 후기 사이트인 트립
                        어드바이저. 매년 다수의 ‘트레블러스 초이스’ 
어워드를 수상하고 있습니다.

      키즈클럽이 있는 리조트  

그린 글로브 

클럽메드 에코 리조트

      클럽메드 가족 리조트에 오셨다면, 키즈클럽
    담당 G.O의 안전한 보호 아래 자녀를 맡기셔도 

좋습니다. 리조트에 따라  4개월부터 만 17세 자녀를 위한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조트별 운영하는
키즈클럽은 홈페이지 또는 예약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리조트에                                     
                        수여되는 인증입니다. 클럽메드는 물과 에너지
등의 자원을 절약함은 물론, 현지 지역사회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책임감있는 여행산업을 지향합니다.

잘 보존된 뛰어난 자연 환경 속에 위치한
리조트입니다.

외부관광

스파

추가요금 서비스(2) :

아이콘 읽는 법 메뉴얼!

리조트별 제공하는 올-인클루시브 서비스와 추가요금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예약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아카데미 소개(1) :   

골프 스키 패스

공중그네(서커스) 그룹 알파인  스키 레슨(만 4세 이상)

테니스 그룹 스노보드 레슨(만 8세 이상)

피트니스 크로스 - 컨트리 스키 레슨(만 12세 이상)

산악 자전거

하이킹

수영장

체육관

양궁

트리탑 & 암벽등반

비치 발리볼

세일링

윈드서핑

수상스키(2)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2)

카이트 서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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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타 카나

스키/스노보드 장비

훌륭한 서비스가 이미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특별함을 추구한다면? 
추가요금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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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클럽메드 리조트

52개의 SUN리조트, 

26개의 SNOW리조트를 포함한 

전 세계 80여개의 클럽메드와 함께 

행복의 종착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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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수 없는 휴가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좀 더 특별한 익스클루시브 컬렉션 리조트에서는 

버틀러가 휴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케어하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

클럽메드 익스클루시브 컬렉션과 함께하세요.

궁극의 럭셔리, 잊지 못할 추억



크리스탈처럼 맑은 바다와 하얀 모래 해변으로 

둘러싸인 52채의 빌라는 최고의 생태 환경을 기반으로 

건축 되었다. 해상 또는 해변에 위치한 각각의 빌라는 

우아함, 자연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며, 전용 테라스와 수영장을 갖춘 풀빌라이다.

피놀루의 웰컴라운지, 고급 레스토랑 및 화려한 풀 사이드 바와 피놀루만의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피드 보트로 5분 거리에 

위치한 클럽메드 카니 프리미엄 리조트의 모든 시설 및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다.

고객 만족, 그 이상을 위한 섬세한 개인 맞춤 서비스. 

열대 파라다이스에 자리 잡은, 클럽메드 피놀루 빌라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 휴가를 위해 웰컴 기프트에서부터 

빌라 호스트의 버틀러 서비스까지, 최상의 하이엔드 서비스를 약속한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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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놀루 빌라, 몰디브

파라다이스의 새로운 정의

인 도양의 프라이빗 아일랜드 가스피놀

루섬에 위치한 클럽메드 피놀루 빌라. 

커플을 위한 에코 시크 파라다이스가 

2015년에 공개되었다.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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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olhu Vi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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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PHOTO 6

꼭 체험하자 (1) 

매 끼니 코스식으로 제공되는 고품격 일품요리. 

피놀루 빌라 또는 인근의 카니 리조트에서 매일 밤 

색다른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체험 .

피놀루 빌라에서는 완벽한 로맨틱 휴가를 

위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클럽메드 허니문 패키지는 일정을

일일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휴가를 선사한다.

피놀루 빌라에서의 허니문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룸 데코레이션, 클럽메드

커플 티셔츠 및 기타 다양한 전용 서비스로 

구성된 웰컴 서프라이즈가 제공된다.

피놀루 빌라의

스페셜 허니문 패키지

∑ 15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다양한 모험과 해양 스포츠, 맑은 바다와 

매혹적인 해양 생태계 탐험 스노클링 또는 

수준별 다양한 레벨로 구성된 스쿠버 다이빙 

강습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몰디브의 

산호초를 가까이서 감상하고, 수상 스키와 

제트 스키, 그리고 패러세일링으로 속도의 

쾌감을 느낄 수 있다. 피놀루 빌라에서 

제공하는 액티비티 이외에도 인근에 위치한 

클럽메드 카니 리조트에서 더욱 다양한 

액티비티를 마음껏 즐길 수도 있다. 

클럽메드의 전문 G.O와 함께 새로운 스포츠를 

배울 수 있어 더욱 풍족한 경험을 가능케 한다.

(1) 리조트 액티비티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쪽 참조

Finolhu Vi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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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색의 향연 

∑ 17

02 알비옹 빌라, 모리셔스

꼭 체험하자 (1) 

•가든, 프라이빗 풀, 버틀러

•5성급 리조트, 클럽메드 라 쁠랑따씨옹 알비옹 옆에 위치

•만 2세부터 17세의 자녀를 위한 키즈클럽*,

      클럽메드 스파 by CINQ MONDES*, 골프, 

      스쿠버 다이빙*, 공중그네, 외부관광*

가족과 함께 혹은 친구와 함께, 

모리셔스 한가운데 위치한 프라이빗 빌라,히비스커스 꽃향기가 

가득하고 다양한 색깔로 물든 가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프라이빗 풀, 이 모든 것이 12헥타르의 웅장한 자연 속에 위치해 있다. 

또한, 휴식을 돕기 위한 버틀러가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만 2세부터 17세의 자녀가 키즈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자녀에게는 전문 G.O가 환상적인 휴가의 추억을 선물하고 있을 테니, 

그 동안 골프, 세일링, 테니스를 즐기거나 혹은 

쌩끄몽드(CINQ MONDES) 스파에서 그저 휴식을 취해도 좋다. 

휴식이 지겨워졌다면 몇 걸음만 옮겨 알비옹 리조트로 가보자. 

흥미로운 외부관광과 스페셜티 레스토랑이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길!

(1) 리조트 액티비티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쪽 참조

* 추가 요금 서비스

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Albion Villas

M
A

U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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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01. 카니 몰디브 

02. 발리 인도네시아 

03. 빈탄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04. 이시가키 카비라 일본 

05. 체러팅 비치 말레이시아 

06. 사호로 일본 

07. 산야 중국 

08. 계림 중국  

09. 푸켓 태국

10. 동아오 아일랜드 중국 

11. 라 쁘엥또 까노니에 모리셔스

아시아 & 인도양
이국적인 파라다이스를 만나다

∑ 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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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한 폭의 엽서 속에 있는 당신!  환상적인 청록색 바다 곁 하얀 모래에 누워 있다.

마치 럭셔리한 로빈슨 크루소가 된 느낌이다!

SRI LANKA

INDIA

MALDIVES

Malé

INDIAN OCEAN

Kani

Most★loved

끝없이 펼쳐지는 에메랄드빛 세상

— Kani  Maldives 카니, 몰디브

이른 아침, 작은 보트 한 척이 당신이 머무는 

방갈로 스위트 룸 바로 아래에 정박한다. 

오후에는 유리 바닥 아래로 산호초 사이를 

유유자적 헤엄치는 물고기를 만날 수 있다.

점심 무렵, 모래 언덕 위 테이블이 차려져 있다. 

구운 가재요리를 먹고 수영을 한 후, 

정원에서 요가를 즐길 수 있는 인근 섬으로 짧은 여행을 떠난다. 

이곳에선 모든 것이 여유롭다. 그리고 모든 것이 럭셔리하다.

스릴 넘치는 경험을 원한다면? 

스쿠버 다이빙, 심해 낚시,투명 카약, 수상 폴로, 세일링... 

하늘과 바다 사이에 위치한 이 프라이빗 아일랜드에는 

무궁무진한 재미가 넘친다.액티비티 후엔? 

인피니티 풀에서 칵테일 한잔과 함께 몸을 누이고 휴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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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UXURY SPACE   MANTA 만타

라운지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침대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라군을 바라보며 욕조에 몸을 담군다. 특별한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된다.

객실에서 바다로 풍덩 뛰어들 수 있는 스위트에 머무는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완벽한 전용공간인 만타.

상상만 해오던 럭셔리 휴가가 현실로 이루어진 듯 하다.

꼭 체험하자 (1)  

해변에서 듣는 요가 수업, 

클럽메드 스파 by MANDARA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 23
(1) 리조트 액티비티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쪽 참조

20
11

    
•   

 2012     •    2013    •    2014     •     2015

CERTIFICAT d'EXCELLENCE

STAR
2015 

NOTE TRIPADVISOR

 12/10/2015

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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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리조트 어느 곳에나 꽃이 피어있다.

산책로 곁에도, 바나나 나무 아래도, 

조각상, 사원, 부티크 주변에도 피어 있다. 

꽃들도 자신들이 천국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서 일까? 발리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그들의 신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극장에서 발리 전통 춤을 감상하고 난 후엔, 울루와투 바다에 

발을 담궈 보거나 아름다운 계단식 논경지를 걸어 봐도 좋다. 

리조트 어디에서나 천국과 같은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평화로운 수영장, 클럽메드 스파 by MANDARA, 

발리니즈 언어 교실 등 이곳의 모든 것이 발리 문화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있게 한다. 마음 가는 대로 해 보자. 

하루동안 섬을 돌며 자연을 만끽할 수도 있고, 

공중그네를 통해 허공을 날은 후 골프를 쳐도 좋다. 

아니면, 스파 후 야자수 아래서 맘껏 게으름을 피우는것도 추천! 

신들의 낙원을 찾는다면 바로 이곳이다.

INDIAN OCEAN

JAVA SEA

Jakarta

MALAYSIA

BORNEO

INDONESIA

JAVA
Bali

꼭 체험하자 (1) 발리니즈 언어 교실 & 요리 교실, 

생후 4개월부터 만 17세 자녀를 위한 연령대별 키즈클럽

∑ 25
(1) 리조트 액티비티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쪽 참조

NOTE TRIPADVISOR

 12/10/2015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우아함, 미소, 신들의 섬 발리가 당신을 기쁘게 맞이한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곳, 

따스한 햇살 속 음악이 흘러 넘치는 발리에서,  휴식에만 집중하는 ‘진정한 나’를 찾아 보자. 

발리니즘과 모던함이 공존하는 지상낙원
— Bali  Indonesia 발리, 인도네시아

TRAVELLERS’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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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arta
JAVA

Singapore

INDIAN OCEAN

JAVA SEA

INDONESIA

SEA OF CHINA

Bintan Island

싱가폴에서 단 90분, 

빈탄 아일랜드에선 고운 모래의 

하얀 백사장과 크리스탈처럼 투명한 

바다가 기다리고 있다. 환상적인 

골프코스도 빈탄 아일랜드의 

매력 포인트이다.

섬세하고 세련된 아시아의 문화, 요리, 삶의 방식, 

그리고 평화와 어드벤처로 가득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보자!

골퍼들의 천국. 

아시아 최고의 골프코스에서는 골프 실력과 상관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최상의 라운딩을 경험할 수 있다.

∑ 27
(1) 리조트 액티비티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쪽 참조

열대우림 공원 중심부에 위치한 250m의 하얀 모래 해변, 

바다를 바라보며 치는 골프까지...!

내 몸과 마음을 위한 궁극의 웰빙 휴가
— Bintan Island  Indonesia 빈탄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TRAVELLERS’
CHOICE

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꼭 체험하자 (1)  

오션뷰와 함께하는 골프 라운딩, 공중그네 액티비티, 

라테라스 스페셜티 레스토랑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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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지금 하늘을 닮은 바다 위에서 투명 카약을 타고 있다.

발 아래에는 물고기와 산호초가 보이고, 기분 좋은 바닷바람이 불어 온다. 

— Kabira  Japan 이시가키 카비라, 일본 오키나와

잘 보존된 국립 해양 공원 중심부에 

위치하여 유일무이한 하얀 모래사장을 

자랑한다. 여기에 하늘을 닮은 

에메랄드빛 바다가 어우러져 

 가히 아시아의 하와이라 불릴 만하다.

오키나와의 바람을 느끼며 나아가는 윈드서핑, 

물고기 세상을 잠시 훔쳐보는듯 눈을 의심하게 하는 스노클링의 

경험, 바닷속이 다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은 바다 위에서 타는 

투명 카약은 마치 하늘 위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스포츠를 즐긴 후에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요리로  출출함을 채워보자.

일본 특유의 정갈함과 오키나와의 전통문화가 만나 

오감을 만족시키는 요리가 준비되었다. 눈 . 코 . 입으로 즐기는 

일본 고유의 별미는 당신의 휴가를 한층 풍요롭게 한다. 

태평양 끝에서 만난 신비로운 보석

∑ 29
(1) 리조트 액티비티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쪽 참조

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꼭 체험하자 (1) 

클럽메드 스파 by ULU, 연령에 맞게 운영되는 키즈클럽

NOTE TRIPADVISOR

 12/10/2015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Kabira Beach

CHINA

JAPAN

Shanghai

Tokyo

PACIFIC
OCEAN

TRAVELLERS’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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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무결점 해변과 열대 우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원한다! 

원주민들과 함께 치니(chini) 

호수까지 정글을 통과해서 가보자. 

큰 도마뱀, 형형색색의 나비, 자유롭게 뛰어노는 

원숭이를 만날 것이다. 여기에선 온 가족이 즐거워진다!

행복한 휴가를 위한 제안 

당신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기차를 타보자. 

누들 바에서 출발하여, 판타이 해변을 가로질러보자.

스펙터클한 경험 

운이 좋으면 거북이를 만날 수 있다. 동심으로 돌아가서 

해변 위에서 거북이의 산란의 순간을 함께 해보자. 

바다로 돌아가는 아기 거북이들의 경주를 지켜보며,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껴보자.

— Cherating Beach  Malaysia 체러팅 비치, 말레이시아

열대 정글과 바다가 만나는 에코 파라다이스

30 ∑
(1) 리조트 액티비티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쪽 참조

MER DE CHINE

Kuala
Lumpur

THAÏLAND E

MALAISIE
Cherating Beach

자유로운 원숭이들, 거대한 정글, 끝없이 펼쳐진 해변…

사뭇 자연의 대단함을 느낀다. 이제 가족과 함께 모험을 떠나자!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NOTE TRIPADVISOR

 12/10/2015

TRAVELLERS’
CHOICE

꼭 체험하자 (1) 

클럽메드 스파 by MANDARA

생후 4개월부터 만 17세 자녀를 위한 연령대별 키즈클럽

Sapporo

Tokyo

Sahoro

PACIFIC
OCEAN

JAPAN

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꼭 체험하자 (1)  

따뜻한 물 속에서 몸을 녹이며, 사호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캐나디안 베쓰(canadian bath), 

연령에 맞게 운영되는 키즈클럽.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 Sahoro  Japan 사호로, 일본

인천공항에서 단 2시간 40분만에 

치토세 공항에 도착한다. 

삿포로에 들러 유명한 토미타 화훼 

농장을 구경하거나 신비스러운 

분위기의 소운쿄 온천을 감상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 

클럽메드 사호로는 오는 길마저 즐겁다.

아침에 일어나 주변을 트레킹 하며, 사호로의 

산들바람을 맞아보자. 테니스, 공중그네, 산악자전거 등 

야외에서 즐기는 액티비티는 활력을 되찾아 준다. 

그저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캐나디안 베쓰, 

일본식 목욕탕 오후로, 자쿠지 등을 통해 쌓인 피로를 푸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출출하다면? 시크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꾸며진 

레스토랑에 가보자. 신선한 채소, 유제품 등 좋은 식재료로 

만든 세계요리 및 전통 일식을 즐길 수 있는 

'다이치'레스토랑이 있다. '와카' 오픈바에서는 생과일주스, 

맥주, 칵테일 등 원하는 음료 및 주류를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으니, 이 곳이 바로 유토피아다.

향기로운 꽃송이, 때묻지 않은 아름다움…신비로운 분위기의 블루 폰드(연못)까지! 

헤어나올 수 없는 사호로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자! 

고요한 자연 속 일본의 감성

∑ 31
(1) 리조트 액티비티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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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ya  China 산야, 중국

한국에서 4시간 30분이면 도착하는 산야. 

가장 가까운 열대 안식처이다. 우거진 수풀과 

맑은 햇살은 열대 안식처라는 단어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음을 증명할 것이다.

오직 클럽메드 산야에서만 즐길 수 있는 라군풀 디럭스를 

이용해 보자. 한적하면서도 조용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복잡하던 머릿속은 말끔해지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곳이 바로 작은 파라다이스다.

터키색 푸른 바다에서 즐기는 스쿠버 다이빙, 

빠른 스피드로 바람을 느끼는 제트스키, 균형을 잡으며 노를 

저어 나아가는 카약 등 해양스포츠는 산야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즐길 거리다. 스포츠를 즐긴 후 마시는 시원한 음료 한 잔의 

짜릿함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연중 내내 온화한 열대성 기후...

22km 상당의 무결점 해변에 자리 잡은 선베드에 누워 여유를 즐기고,

프라이빗 비치의 분위기에서 진정한 휴식을 경험하자!

∑ 33
(1) 리조트 액티비티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쪽 참조

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꼭 체험하자 (1)  

클럽메드 스파 by COMFORT ZONE, 

어린이를 위한 워터 슬라이드와 인공 모래 해안.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Sanya                        

CHINA

TAIWAN

Shanghai

태양으로 물든 열대 안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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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어디에도 없는 산수 절경. 

우뚝 솟은 산봉우리들과 계단식 논... 

숨막히는 절경에 녹아보자.

리조트 정원이 야외박물관이다? 

리조트 내 위치한 광활한 현대조각공원에서는 

예술, 아름다움, 신비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원뿔 모양 산봉우리 군집의 신비로운 경관은 물론 

이강과 계단식 논을 탐방하는 외부관광을 체험해보자! 

옛날 중국 신선들이 바로 이곳에서 시를 썼으리라. 

— Guilin  China 계림, 중국

끝없이 펼쳐지는 산수 절경

장엄한 자연 속에서 찾는 내면의 평화...

릴렉싱의 진수를 만나보자! 

∑ 35
(1) 리조트 액티비티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쪽 참조

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CHINA Shanghai
EAST CHINA

SEA

TAIWAN

Guilin

꼭 체험하자 (1)  

현대 조각 작품을 볼 수 있는 문화 공원 산책, 

태극권 강습, 클럽메드 스파 by COMFORT ZONE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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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la Lumpur

THAILAND

MALAYSIA

SEA OF CHINA
Phuket

중국 최초의 클럽메드 바다 리조트. 

홍콩에서 단 몇시간 거리에 위치한 

청정 자연의 그림같은 섬이다.

고요한 매력의 동아오 아일랜드와 전통 어촌,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인 

홍콩과 마카오가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동아오의 객실은 디럭스부터 시작된다.

45m2이상 면적으로 충분한 휴식 공간이 보장된다. 

궁극의 편안함을 원한다면, 5 트라이던트 

익스클루시브 스페이스 'AZUR'를 추천한다. 
— Phuket  Thailand 푸켓, 태국          

살아 숨쉬는 태국 문화의 중심

36 ∑
(1) 리조트 액티비티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쪽 참조

꼭 체험하자 (1)  

타이 현지 요리, 전 연령별 맞춤 키즈클럽, 

클럽메드 스파 by PAYOT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마카오, 홍콩과 인접하여 도시관광과 아일랜드 휴양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휴가. 

동아오의 하루는 매 순간 매력적이다 !

∑ 37
(1) 리조트 액티비티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쪽 참조

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 Dong’ao Island  China 동아오 아일랜드, 중국

타이 현지 요리를 마음껏 즐긴 후 젠풀에서 즐기는 평안한 휴식, 

온 몸으로 태국을 만나보자!

청정 아일랜드에서 보내는 
지중해식 프리미엄 휴양

꼭 체험하자 (1)  

청정자연에서 즐기는 해양스포츠, 바다를 담은 

씨푸드 레스토랑, 실내 수영장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푸켓 중심부에서 단 몇 발짝 

거리에 있는 카타만에서 

타이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사원과 

전통시장을 만나보자.

어디에나 피어있는 신비로운 꽃송이들. 

원목과 비단으로 디자인된 리조트에 머물다 보면 태국의 

감성이 자연스레 스며든다.

푸켓의 명소인 피피섬과 팡아만을 들려 보자.

스쿠버다이빙을 해도 좋고, 보트를 타도 좋다. 

모두가 즐거운 휴가가 여기에 있다. 

CHINA

Shanghai

TAIWAN

EAST 
CHINA SEA

Dong’ao Island

Hong kong
Makau

TRAVELLERS’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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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Pointe aux Canonniers  Mauritius 라 쁘엥또 까노니에, 모리셔스

하얀 모래 해변 위, 에덴동산이 펼쳐진다. 

바닐라 향기가 기분 좋게 당신을 자극한다. 

여기는 라 쁘엥또 까노니에다!

모두를 위한 놀이터가 준비되어 있고, 

모두가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다. 10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와 창의 활동, 더 어린 아이를 위한 체험과 게임, 

돌고래와 수영하기, 사자와 걷기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기들도 베이비클럽에서 형형색색 열대어를 만나볼 수 있다. 

당신의 자녀가 행복하다면, 당신도 행복하다!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웨이크 보드, 뗏목 타기, 해변에서 

즐기는 랍스터 요리, 해변가에 위치한 DODO 바에서 휴식... 

휴가의 목적은 단순하다. 모두를 위한 행복한 휴가!
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아이들의 섬

그림 속에서 살아 나온 듯한 풍경. 모래로 지은 성과 보물 찾기.

라 쁘엥또 까노니에에선 아이들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

∑ 39
(1) 리조트 액티비티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쪽 참조

20
11

    
•   

 2012     •    2013    •    2014     •     2015

CERTIFICAT d'EXCELLENCE

STAR
2015 

NOTE TRIPADVISOR

 12/10/2015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TRAVELLERS’
CHOICE

꼭 체험하자 (1)  

생후 4개월부터 만 17세 자녀를위한 연령대별 키즈클럽

INDIAN OCEAN

Grand’ Baie

M A U R I T I U S

Port-Louis

La Pointe
aux Canonn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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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리조트 

01.  푼타 카나 도미니카 공화국 

02.  샌드파이퍼 베이 미국

03. 콜럼버스 아일 바하마

04.  칸쿤 멕시코

05.  오피오 프랑스

카리브해,
미주 & 유럽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약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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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IBBEAN SEA

ATLANTIC OCEAN

Santo Domingo

DOMINICAN REPUBLIC 

Punta Cana

Most★loved

— Punta Cana  Dominican Republic 푼타 카나, 도미니카 공화국

감히 완벽이라 칭한다!

수영장 선베드에서 칵테일을 즐기거나, 야자수 아래 시원한 그늘에서 낮잠 을 청한다.

아이들도 제 나름의 즐길 거리가 셀 수 없이 많다.

이번 휴가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황홀한 휴가’

42 ∑

이상적인 가족 휴가를 위한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났다. 에메랄드 빛

석호 바다, 600m 길이의 새하얀

모래 해변, 형형색색 열대어가

서식하는 난파선... 상상이 아니다. 푼타 카나엔 실제로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수영장, 아이들의 웃음이 떠나지 않는

뗏목 놀이, 드넓은 바다 앞 레스토랑, 그리고 코코넛 숲도 있다.

행복을 찾는다고? 그럼 이곳이 행복의 종착지다.

어드벤처 가득!  아름다운 사오나섬으로 일일 여행을 떠나거나,

투명한 청록빛 바닷가에서 랍스터 요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 산토도밍고를

방문해 보길 바란다.

잇(it)한 가족 휴양지  생후 4개월의 아기부터 만 17세 청소년

자녀까지 키즈클럽에서 연령대에 맞는 알찬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다. 베이비 짐에서 또래 친구들과 소꿉장난을 하거나,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즐긴다. 청소년 자녀가 있다면?

걱정없다! 공중그네, 세일링, 돌고래와 수영 등 영화보다 더

멋진 경험을 누릴 수 있다.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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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men
리틀 챔피언!

축구, 테니스, 서커스 트레이닝,

터보건 썰매 등... 당신의 자녀는

전문 스포츠 강사 G.O의 안전한

보호와 강습을 받으며,

어린 곡예사 또는 운동선수가

되어 본다.  생후  4개월의

아기마저도 아기 운동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 45
(1) 리조트 액티비티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쪽 참조

5∑ LUXURY SPACE  TIARA 티아라

푼타 카나 속의 익스클루시브 컬렉션 공간, 티아라. 당신이 만나볼 수 있는 환상의 세계 :

리조트 중심에 있는 32개의 스위트룸에서 오직 당신만을 위한 방을 골라보자. 그리고 인피니티 풀을 즐겨보자.

이제 당신은 룸서비스와 함께 리조트의 모든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꼭 체험하자 (1)  카리브해역에 위치한

최고의 18홀 골프코스 중 하나로 꼽히는

“라 카나 골프 코스”, 생후 4개월부터 전 연령을

위한 키즈클럽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NOTE TRIPADVISOR

 12/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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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체험하자 (1) 

클럽메드 스파 by L’OCCITANE, 

생후 4개월부터 등록이 가능한 전 연령 키즈클럽.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PHOTO 2

ATLANTIC
OCEAN

Miami
BAHAMAS

UNITED STATES

FLORIDA

CUBA

Sandpiper Bay
Orlando

— Sandpiper Bay  United States 샌드파이퍼 베이, 미국

휴가는 모든 것을 

내려 놓아야 하는 시간이다? 

잠깐! 포핸드 스윙은 기억 하자! 

야자수와 부우겐빌레아 숲이 우거진 

세인트 루시아 강변에 위치한 

샌드파이퍼에서 아메리칸 스타일의 웰빙과 휴식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 스포츠를 체험하는데 아무런 제약은 없다! 

특출난 18홀 골프 코스, 테니스 코트, 훌륭한 피트니스와 

웨이트 시설까지! 

운동을 사랑하는 당신이라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전문 강사에게 코치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올바른 앵글로 

서브하는 방법을 배우는 테니스 강습, 골프 스윙 훈련은 기본. 

가족여행이라면 베이비클럽에서 아기 요가를 배워 보자. 

한 마디로 줄여 말한다면, 샌드파이퍼 베이는 1년 내내 

온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완벽한 스포츠 아카데미이다. 

자! 이제 경기를 시작한다! 

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Athletes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실력을 더 향상시키고 싶은가?

소규모 그룹 강습도 좋지만, 개인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1:1강습보다 

좋은 건 없다. 샌드파이퍼 베이에

왔다면, 피트니스, 골프, 테니스, 

비치 발리볼 등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하고 확실히 실력을

발전시켜서 돌아갈 수 있다!

자!  경기 시작!

완벽한 날씨와 행복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곳, 플로리다에 온 것을 환영한다.

골프, 테니스, 피트니스, 비치 발리볼 및 다양한 스포츠의 성지,

샌드파이퍼 베이에 머무는 동안 적어도 한 종목은 마스터하자!

46 ∑
(1) 리조트 액티비티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쪽 참조

NOTE TRIPADVISOR

 12/10/2015

 

CERTIFICAT 
d'EXCELLENCE

Lauréat 2015

 

— Columbus Isle  Bahamas 콜럼버스 아일, 바하마

파란색, 초록색 및 수 천가지 색상으로 반짝이는 에메랄드 빛 인생.

세일링, 스노클링, 웨이크보드는 덤.

바하마의 보석, 콜럼버스 아일이다.  

꼭 체험하자 (1) 

리조트에서 즐길 수 있는 

수많은 해양스포츠 및 액티비티.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ATLANTIC
OCEAN

Nassau
Miami

BAHAMAS

FLORIDA

Columbus
Isle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발자취를 따라 닻을 내릴 시간이다. 

과거에 콜럼버스 아일이 콜럼버스를 

멈추게 한 것처럼, 클럽메드도 그 매력에 

빠져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전형적인 식민지 시대풍의 

독특한 마을, 화려한 색상의 작은 집, 풍미있는 현지 스페셜티 

요리가 있는 판타지 아일랜드에 머물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콜럼버스 아일에 왔다면, 당장 청록빛 바다로 

뛰어들어 새로운 보물을 찾아라! 

눈을 활짝 열고 모든 종류의 바다생물에 놀랄 준비를 하길 

바란다. 바하마 쏨벵이, 꼬치고기, 파랑쥐치, 산호초 등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초급자든 

숙련자든, 이 바다는 이내 모두의 놀이터가 된다. 

떠나기 전, 인피니티 풀 주위의 소파 또는 선베드에 누워 

편안하게 바다를 바라보는 여유도 잊지 말자. 

모든 것이 당신에게 말한다. “부디 편안히 즐기시기를”

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에메랄드 빛 인생!

(1) 리조트 액티비티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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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2013    •    2014     •     2015

CERTIFICAT d'EXCELLENCE

STAR
2015 

NOTE TRIPADVISOR

 12/10/2015

What’s new?

엽서 속 그림에서

서핑을 즐기다

바하마에서 즐기는 카이트 서핑.

그 짜릿한 스릴이 환호성을 지르게 

한다. 투명한 청록빛 바다물은

차갑지 않아 간혹 빠져도 좋다.

파도를 가르며 내 달리는 동안

당신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된다.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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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 유카탄의 모든 것은 아름다움

으로 귀결된다. 마야 문명지 인근의 

정글 한 가운데 세워진 피라미드부터, 

환각같은 착각이 들게하는 

옥색 바다까지... “아름답다!”

 

내 아이들은 이미 도마뱀, 악어, 돌고래를 직접 볼 수 있는 체험

학습을 떠났다. 운이 좋다면, 하얀 모래 위에 알을 낳는 산란기

거북이도 볼 수 있다. 내일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체첸이사’를 보러 떠날 것이다. 울창한 열대 우림 속에 우뚝

솟은 거대한 돌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다.

공중그네를 체험해 보는 건 어떨까? 웨이크보드, 윈드서핑,

테니스도 가능하다.  아니면, 댄스 강습에 참여해 보는 게

나을까? 아니면 멕시코 현지 요리 강습? 밤에는 멕시코 느낌이

물씬 나는 큰 밀짚 모자인 솜브레로를 쓰고,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군침 도는 그릴 요리를 먹는다. 아... 이대로

이곳에 영원히 머물 순 없을까?

PACIFIC OCEAN 

GULF OF MEXICO

Mexico City

MEXICO

UNITED STATES

Cancún 
Yucatán

48 ∑

— Cancún Yucatán  Mexico 칸쿤, 멕시코

오!  멕시코!

누군가는 고운 모래 위에서 맨발로 춤을 추고, 누군가는 정글과 사원,

돌고래를 만나는 곳. 따사로운 태양 아래서 즐기는 어드벤처가 가득한 이곳.

휴가 이상의 휴가! 클럽메드 칸쿤에 온 것을 환영한다. 
18개의 오션뷰 스위트룸, 37개의 디럭스 룸, 인피티니 풀, 프라이빗 라운지를 갖고 있는

익스클루시브 컬렉션 라운지 제이드. 특별한 서비스와 함께 특별한 섬에서 궁극의 편안함으로 휴가를 즐기자.

5∑ LUXURY SPACE   JADE 제이드

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꼭 체험하자 (1)  

클럽메드 스파 by COMFORT ZONE, 

만 2세부터 연령별 맞춤 키즈클럽.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NOTE TRIPADVISOR

 12/10/2015

CERTIFICAT 
d'EXCELLENCE

Lauréat 2015

(1) 리조트 액티비티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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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Sun 2015

Gold class
유기농 휴가 ECO LABEL

AOC 인증(프랑스의 원산지 명칭

법규)을 받은 유기농 식재료와 오피

오 앙 프로방스 리조트의 홈메이드 

올리브 오일은 그 자체로 가치를 인

정 받고 있다. 맛은 물론이고, 리옹

과 마르세유에서 개최된 2014년도 

AOP 대회(유럽연합의 원산지 보호

명칭)에선 금메달을 획득했다.

PHOTO 3

— Opio en Provence  France 오피오 앙 프로방스, 프랑스

찌르르 찌르르 ... 

매미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가. 

그들은 올리브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 

알프마리팀(Alpes -Maritimes)지역의 

가장 큰 올리브 숲은 고혹적인 금빛으로 물들었고, 바로 그 곁엔 

하늘빛 청색으로 빛나는 수영장이 있다.

리조트 인근 유명 골프코스 잔디를 

시원하게 적셔주는 기분 좋은 물소리가 들리는가. 

공중그네 체험으로 빨리 뛰는 심장소리만 없다면 잘 들릴 것이다.

채우는 것에 중독된 일상에서 벗어나, ‘내려 놓기’를 연습해보자. 

라벤더 정원에서 향기로운 홈메이드 올리브 오일을 맛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해발 700m 상공에 위치한 구르동(Gourden) 마을의 

따뜻한 빵을 음미하고, 샤갈이 제 2의 고향이라고 칭한 생 폴 드 

방스(Saint Paul de Vence)에서 산책을하는 것도 추천한다. 

생후 4개월부터 만 17세 자녀를 위한 키즈클럽이 있어 

모든 가족 여행객도 만족할 수 있는 클럽메드 오피오. 

행복의 참맛을 가르쳐 줄 아름다운 전원 지역으로 

지금 초대한다.

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프로방스의 여름

코트다쥐르(Côte d’Azur) 부터 전원 마을에 이르기 까지, 

여기 프로방스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마법을 부린다.

(1) 리조트 액티비티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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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RIPADVISOR

 12/10/2015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꼭 체험하자 (1)  

생후 4개월부터 만 17세까지 전 연령을 위한 키즈클럽. 

클럽메드 스파 by CARITA, 10대를 위한 스파 프로그램 

Paris

SPAIN

SWITZERLAND

ITALY

FRANCE

Nice
Cannes

Opio en
Provence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01. 베이다후 중국 

02. 사호로 일본 

03.  야불리 중국

04. 생 모리츠 호아 솔레이 스위스

05.  발토랑스 센세이션 프랑스

SNOW 리조트
설원 위에 그리는 소중한 추억

52 ∑ ∑ 53

영화와 자연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베이다후에서 

가족과 함께 영화같은 스키 휴가를 즐기자! 

장춘까지 2시간 비행으로 만나는 가장 가까운 클럽메드! 

제 6회 장춘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렸던 검증된 

스키 도메인에서 그 활강의 기운을 받아보자. 

영화와 자연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스타일리시한 리조트는 

베이다후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높여줄 것이다. 

10대 자녀도 행복한 휴가를 꿈꿔보자. 

클럽메드 중국 리조트 중 최초로 10대를 위한 클럽메드 

패스월드가 시작된다. 무비 메이킹 스튜디오부터 

미니 디스코 '댄스 플로우'까지 지루할 틈이 하나도 없는 

휴가가 될 것이다.

스키를 타고난 후 몰려오는 피로는 클럽메드 스파로 풀어보자. 

클럽메드 스파에 몸을 맡기고 뭉친 피로를 풀어준다. 

그 후, 메인 레스토랑 'The Lodge' 에서 중국 현지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면 오늘이 그대의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이다.

재미 가득한 스타일리시 스키 휴가!
— Beidahu     China 베이다후, 중국

BEIDAHU 
고도 : 526m부터 
슬로프에 인접한 객실 

만 2세이상 이용 가능

스키 구간

BEIDAHU 
526m 부터 1,404m까지 

26km의 슬로프 구간

꼭 체험하자 (1) 

중국 리조트 최초 10대를 위한 패스월드, 

실내에서 즐기는 양궁 . 스키 시뮬레이터, 

핫 팟 디너가 제공되는 올데이 레스토랑 르 

쁘띠 뷔스 루지(Le Petit Bus Rouge)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NEW

(1) 리조트 액티비티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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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섬, 사호로에서 즐기는 프리미엄 스키휴가,

고요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날 수 있다.

일본의 최북단 섬에서 잊을 수 없는 휴가를 만들어 보자. 

푸통(타타미에 있는 일본 스타일 침대) 이 있는 넓은 

객실과 아름다운 일본 디자인, 우아한 다도문화, 전통 온천, 

'미나미나'레스토랑에서는 연어 나베 등 특별하고 맛있는 

요리,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최고의 설질을 자랑하는 파우더 스노에서 스키를 즐기자. 

산을 바라보는 절경은 완벽에 가깝다. 

일본 겨울의 오아시스라 할 수 있는 이 곳에서 당신이 

슬랄롬 스키를 마스터하는 동안, 당신의 소중한 자녀는 

연령에 맞는 안전한 스키 레슨을 받는다.

스키를 충분히 즐겼다면, 이제는 애프터 스키를  즐길 시간. 

사우나, 온천, 캐나디안 베쓰, 오후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신나게 스키를 탄 후 따뜻한 물에 들어가는 순간 천국을 

느낄 것이다. 피로를 푼 후에는 회, 초밥 등 정갈한 

일본 음식으로 마무리 해보자.

54 ∑

파우더 설원 속 황제 스키 휴가
— Sahoro     Japan 사호로, 일본

SAHORO ISLAND 
고도 : 400m부터 
슬로프에 인접한 객실 
연령제한없음

스키 구간

SAHORO 
400m 부터 1,030m까지 

21km의 슬로프 구간

5 3 9

NOTE TRIPADVISOR

 12/10/2015

꼭 체험하자 (1) 

만 2세부터 17세 자녀를 위한 키즈 클럽, 

일본요리 레스토랑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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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2013    •    2014     •     2015

CERTIFICATE of EXCELLENCE

HALL of
FAM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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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길이 남을 절경 속에서 

즐기는 이국적인 스키 휴가... 

아시아의 원더 랜드다!

아시아의 최고 슬로프, 스키 명가

마법 같은 설산 꼭대기부터 야생으로 가득찬 고대 숲까지, 

모험은 야불리에 도착하는 순간 시작된다. 

중국에서 가장 긴 피스트 위에서 타는 스키보다 즐거운 것은 

없다. 야불리에서는 다양한 국제 행사도 만날 수 있으니, 

일정을 맞춘다면 유익한 휴가가 될 것이다. 리조트에서는 

하늘을 나는 공중그네도 타고, 다 함께 노래방도 즐겨보자. 

잊을 수 없는휴가가 된다.

온 가족을 위한 행복 플랜이 여기 있다. 

당신이 스키를 즐기는 동안 어린 자녀는 쁘띠클럽에서 

중국이 품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배운다. 

청소년이라면 스키 스쿨에서 슬랄롬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야불리의 눈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

스키를 즐겼다면 이번에는 환상적인 요리를 즐기자. 

그 이후에는? 

록시땅 스파에서 누리는 진정한 휴식도 빼놓을 수 없다. 

파트너와 함께 탁구나 마작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 Yabuli     China 야불리, 중국

HEILONGJIANG
고도 : 470m부터 
슬로프에 인접한 객실 

만 2세이상 이용 가능

스키 구간

YABULI MERGE
500m 부터 1,374m까지 

35km의 슬로프 구간

7 10 6 6

NOTE TRIPADVISOR

 12/10/2015

꼭 체험하자 (1) 

만 2세부터 17세자녀를 위한 키즈 클럽, 

공중 그네, 요가, 실내 수영장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CERTIFICATE of 
EXCELLENCE

2015 Winner 

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1) 리조트 액티비티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쪽 참조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호숫가에서 타는 스키, 궁전과 

카지노에서 즐기는 저녁. 

생 모리츠 스타일 스키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엣지 있는 스키 휴가

Igh 산을 탐험하고, 화려함을 즐겨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겨울 스포츠 도메인 중 하나인, 

생 모리츠는 스키와 화려함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무려 150년 동안 그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다. 

웅장한 궁전, 카지노, 온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경험을 극대화 시켜줄 것이다. 

하지만 진짜 히든 카드는 스릴 넘치는 스키 구간이다.

자연을 온 몸으로 깊게 호흡하며, 스키를 즐기자. 

모든 준비는 완벽하다. 아름다운 숲과 얼음 호수 사이에 

최소 222km의 크로스-컨트리 코스가 위치해 있다...

어쩌면 작은 사슴, 샤모아를 볼 수 있을지도.

당신이 휴식하는 동안, 당신의 소중한 자녀는 

미니클럽의 보호 아래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청소년 자녀는 

스키 크로스를 타며 생 모리츠를 느끼고 있다. 

스키를 즐긴 후에는 로맨틱한 설원 마차를 즐기거나, 

생 모리츠의 전설적인 다이닝 스팟으로 가서 저녁을 즐겨보자.

— Saint-Moritz Roi Soleil     Switzerland 생 모리츠 호아 솔레이,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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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TON
DES GRISONS
고도 : 1,750m
연령 제한 없음

스키 구간

HAUTE-ENGADINE
1,750m 부터 3,300m까지 

222Km의 크로스 컨츄리 구간 포함 

총 572km의 슬로프 구간

35 22 31

꼭 체험하자 (1) 

만 4세부터 17세 자녀를 위한 키즈 클럽, 높은 고도에서 

즐기는 레스토랑, 따뜻한 실내 수영장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NOTE TRIPADVISOR

 12/10/2015

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최고의 스키를 경험해 보고 싶다면... 

Les 3 Vallées 구간에서 활강해보자!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낄 것이다.

프리미엄 하이테크 스키 리조트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쉬어보자. 

이 리조트에는 분명 특별함이 있다. 유럽의 가장 높은 

스키 구간을 지닌 발토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키 지역으로 

알려져있다. 국제 행사 및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찬 이곳은 

공식적으로 ‘최고의 프랑스 스키 리조트’라는 평가를 받는다.

온몸으로 산을 즐겨보자. 

발토랑스 센세이션은 스키 인&아웃 리조트로 유리를 통해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는 아트리움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숨막힐 듯한 절경이 어우러져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스키 휴가를 만들어 줄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레스토랑에서 편하게 아침을 먹거나 스키 룸에 있는 

브랙퍼스트 스테이션에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할 수 있다. 

맛있는 점심과 간식뿐 아니라 미슐랭 스타 쉐프가 준비한 

저녁과 와인 테이스팅까지 만나보자. 

스키 슬로프만큼 훌륭한 음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 Val Thorens Sensations     France 발토랑스 센세이션, 프랑스

SAVOIE
고도 : 2,300m 
슬로프에 인접한 객실 

만 2세이상 이용 가능

스키 구간

LES 3 VALLÉES*
1,300m 부터 3,200m까지 

600km의 슬로프 구간

110 6835 104

꼭 체험하자 (1) 커플과 친구여행에 특화된 

리조트 (키즈클럽 없음), 실내 10M 암벽등반 시설, 

최신 피트니스 시설, 다양한 스키, 스노보드 프로그램, 

산악 자전거, 클럽메드 스파 by CARITA

클럽메드 올-인클루시브의 마법이 궁금하다면?

주저말고 클럽메드 예약과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할 것!

NOTE TRIPADVISOR

 12/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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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클루시브(1)

추가요금 서비스(1)

*시즌 초 혹은 시즌 말에 Les 3 Vallèes 스키구간이 운영하지 않을 시, Val Thorens 스키 도메인에서 스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리조트 액티비티 및 서비스에 대한 세부 사항은 6쪽 참조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WE LOVE

WELLBEING

+ 제휴 스파 브랜드 

리조트별 운영 프로그램 상이.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참조 (www.clubmed.co.kr)

클럽메드가 여러분의 

휴가를 완벽하게 디자인합니다. 

내면의 평화에만 집중하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시간입니다.

58 ∑

Meetings & Events 법인 단체 행사 및 
인센티브 휴가

02.3430.1554    meetings-events-clubmed.kr

클럽메드 법인 휴가가 궁금하다면?
클럽메드 코리아 법인영업팀 또는 클럽메드 판매 여행사로 연락 바랍니다.

숨을 깊게 들이 쉬고, 느긋하게 쉬자 !

1 
무사히 도착
클럽메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이제 짐을 풀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세요. 

  진정한 휴가에 몸을 맡길 시간입니다.  

2
해변으로 가요
객실 바로 앞에 펼쳐진 해변으로 한 발짝 떼었다면, 

  여러분의 휴가가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파도 소리를 잘 들어 보고,

  따스한 햇볕을 만끽하세요. 휴식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3몸을 움직여요
잊고 지냈던 내 안의 열정을 다시 발견할 시간. 

  필라테스, 줌바 및 재밌는 액티비티 강습을 받으며 움직여 봐요! 

4
VIP가 되는 경험
스파 프로그램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떨쳐 버리는 한 방법입니다. 

  디톡스, 릴렉세이션, 핫스톤 마사지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다시 발견하고, 

  그 평화에 자신을 맡기세요! 

5 
새로운 나로 거듭나기 
터키식 베쓰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완시키며 편안하게 합니다. 

  이 완전한 릴렉세이션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맘 놓고 만끽하세요.

6
수영장에서 게으름 피우기
수영장에 드디어 도착하셨군요. 

  하지만 이곳에는 아무런 경쟁도 없습니다. 

  느긋함을 겨룬다면 모두가 1등입니다. 

7 다 내려 놓기
시원한 잔디밭을 걷습니다. 공기같이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멀어져 진정한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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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최고의 추억
클럽메드 단체 휴가

1. 4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 

 - 단체 고객의 휴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G.O
 - 팀 빌딩, 프라이빗 디너 및 칵테일 파티 등 특화된 프로그램 

2.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 객실, 전 일정 식사, 무제한 음료 및 주류는 물론 다양한 

     해양 및 지상 액티비티

 - 항공 및 현지 공항 리조트 간 왕복 교통편까지 한번에 예약 

     가능한 편리한 시스템

3. 단체 고객 맞춤 서비스

 - 각 단체 특성에 맞춰 기획 . 운영 가능한 유연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 

4. 전세계 유수의 휴양지에 위치한 클럽메드

 - 꿈의 휴양지로 널리 알려진 발리, 푸켓은 물론 골프가 특화된 빈탄, 

     에메랄드 바다에서 천상의 해양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는 몰디브 등

     전 세계 70여개 꿈의 휴양지

클럽메드로 떠나야 하는 이유!

단체 휴가를



꿈꾸던 휴가, 그 모든 것

www.clubmed.co.kr | 02.3452.0123

/ ClubM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