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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es 
신혼여행이 없었다면, 수많은 커플이 결혼식을 향한 강행군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이다. 연애와 결혼이 얼마나 
다른지 몸소 체험한 결혼 준비 끝에 찾아온 달콤한 허니문을 위해 전 세계의 소문난 허니문 스팟 33곳을 모았다.

전형적인 리조트는 싫다면, 

VICEROY MALDIVES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는 탓에 

몰디브가 서서히 바다 아래로 가라앉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대서양 아래

로 사라졌다는 전설의 땅 아틀란티스처럼 돼버리기 전에 몰디브를 여행

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여행자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몇몇 친구

들이 함께 가는 거라면 모를까, 나 홀로 여행에 이골이 난 사람에게도 혼

자 떠나는 몰디브 여행은 결정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

름답다는 사파이어 빛깔의 바다,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산호 숲과 최고급 리조트에서 

완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곳을 신혼부부들이 가장 선망하는 신혼여행

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지간한 배짱으로는 행복에 취해 몽롱한 사람들로 가득한 

몰디브행 비행기를 꿋꿋하게 혼자 타고 가기가 쉽지 않다. 

‘바이스로이 리조트’는 신혼여행지로 몰디브를 택한 커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곳 중 하나다. 몰디브의 관문인 말레(Male) 공항에서 한 시간 남짓 비행기를 타

고 가면 나타나는데, 17에이커에 달하는 거대한 야자수 숲과 깨끗한 모래사장, 보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블루 라군이 가득한 프라이빗 아일랜드에 있다. 디자

인은 미국의 디자인 회사 야부 푸셸버그(Yabu Pushelberg)가 맡았다. 세계 각국의 

핫 스팟을 디자인한 야부 푸셸버그는 과하게 에스닉해서 고루하고 진부하게 느껴지

는 전형적인 리조트 디자인 대신, 쾌적하고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공간을 선보인다. 자

칫 모던한 공간을 추구하다 심심하고 냉랭한 느낌의 리조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밝

은색 목재와 곡선을 살린 벽면과 천장,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조명 등을 활용한 부

분이 돋보인다. 객실은 여러 형태다. 크게는 바다를 내다볼 수 있는 비치 쪽에 있거나, 

아예 바다 쪽으로 걸어 들어가야 나타나는 수상 빌라 형태로 나뉜다. 단 한 채뿐인 로

열 빌라는 바이스로이에서도 가장 특별한 숙소. 거실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 발 아

래로 산호초가 펼쳐진다. 60㎡에 달하는 프라이빗 플런지 풀이 바다에 인접해 있어 

1층에는 2개의 침실과 플런지 자쿠지, 아웃도어 샤워 시설 등이 있고, 2층에는 마스

터 스위트룸이 있는 2층 구조의 빌라다. 이곳의 방 하나가 여행이 끝나고 돌아가게 될 

아담한 신혼집만 하다는 충격을 견딜 수 있다면,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몰디브로 여행을 가면 아무래도 현지인이 사는 도심보다는 주로 리조트 안에

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당연히 먹는 게 중요하다. 바이스로이에는 유럽, 아시아, 중

동 등 각기 다른 스타일의 음식을 제공하는 다섯 곳의 레스토랑이 있다. 몰디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다른 두 가지는 스파와 액티비티. 몰디브 바다로 석양이 지는 걸 바라

보며 받는 스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세계 최고의 다이빙 스팟 중 하나인 몰디브의 다

양한 수상 액티비티도 제법 흥미진진하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은 

없다. 당신은 로맨틱한 날들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돼 있는 곳에 와 있기 때문이다.

위치 Vagaru Island P.O. Box 2031, 

 Shaviyani Atoll, Maldives

예약 및 문의  제이슨 여행사
 (02-515-6897, www.jasontravel.co.kr)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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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왕실의 휴양지이기도 한 후아힌은 도시 전체

에 조용하고 느긋하게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

성되어 있다. 태국 관광청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후아힌

의 많은 리조트 중에서도 ‘레츠 시 후아힌 알 프레

스코 리조트’는 베네치아의 수로를 연상시킬 만큼 

긴 120m에 이르는 풀장을 중심으로 40개의 객실

이 마주하고 있는 형태다. 풀 액세스 룸과 루프톱 정

원을 갖춘 룸 두 가지 타입으로 여행자의 취향에 맞

춘 선택이 가능하다. 방콕의 혼잡함을 피해 여유롭

고 낭만적인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 선택할 만하다.

웅장한 자연 속 풀빌라, CONRAD KOH SAMUI
‘콘래드 코사무이’는 태국의 대표 휴양지 코사무이의 자연을 가장 잘 활용한 풀빌라 리조트다. 낮은 

구릉에 띄엄띄엄 자리 잡은 객실 건물은 독특한 외관을 자랑한다. 모든 빌라에서는 탁 트인 태국 걸

프 만의 환상적인 경관을 마음껏 조망할 수 있고, 완벽한 프라이버시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허니문 

커플이 많이 찾는다. 10m 길이의 큼지막한 개별 풀장과 모던하고 세련된 객실, 그리고 입맛대로 골

라 먹을 수 있는 5개의 레스토랑과 바, 다양한 부대시설은 굳이 리조트 밖으로 나갈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할 만큼 만족감을 준다. 

위치 49/8-9 Moo 4, Hillcrest Road, Tambol Taling Ngam, Amphur Koh Samui,  

 Suratthani 84140, Thailand

예약 및 문의  에바종(1577-9056, www.evasion.co.kr)

2009년에 새롭게 태국 끄라비에 문을 연 ‘풀레이 베이 리츠칼튼 리저브’는 최고급 

호텔 체인 리츠칼튼의 명성에 걸맞게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모름지기 신혼

여행이라면 좋은 곳에 가서 정성스러운 서비스 받으며 여한 없이 누려야 한다고 생

각한다면 최적의 장소다. 각 빌라에 제공되는 버틀러 서비스와 호화로운 시설이 만

족감을 높여줄 것이다. 현대적인 자재를 사용해 태국 전통 스타일을 구현한 인테리

어는 따뜻한 느낌을 주고, 열대식물이 가득한 개별 정원과 뛰어다녀도 좋을 만큼 

넓은 욕실과 발코니도 매력 포인트다. 주변 섬을 오가는 무료 셔틀 보트를 운행하

고 정글 탐험이나 카약 체험도 할 수 있으니 하루가 금세 지나갈 것이다.

목가적인 분위기를 맛보다, HOTEL LA SEMILLA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집이 멕시코 자연 속에 펼쳐진 호텔이다. 소박하

고 아담한 객실은 철제 침대와 흔들의자, 빈티지한 소품들로 꾸며져 있어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진

다. 호화로움이나 럭셔리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아기자기하게 색다른 경험을 해볼 만한 곳이다. 지역 문

화 지킴이로 유명한 멕시코 부부가 유카탄 지역의 대규모 농장과 벼룩시장,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빈티지 멕시코 가구와 소품들로 호텔을 꾸몄다. 그리운 고향집에서 휴식하는 듯한 가정적인 느낌이 물

씬 나는데, 저녁에는 캔들로 둘러싸인 정원과 라운지에서 손맛이 살아 있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시간

을 보내면 절로 행복해질 것이다.

위치  Calle 38 Norte mz. 4 lt. 3 Entre 5ta. Av. y el Mar Playa del Carmen 777720, Mexico

예약 및 문의  디자인호텔(www.designhotels.com)

위치  83/188 Soi Huathanon 23, Hua Hin-Khaotakieb Road, Hua Hin, 

 Prachuap Khirikhan 77110, Thailand

예약 및 문의  에바종(1577-9056, www.evasion.co.kr)

spot

태국 왕실의 휴양지, 
LET’S SEA HUA HIN 
AL FRESCO RESORT

안다만 해의 고요함과 럭셔리, 

PHULAY BAY RITZ-CARLTON 
RESERVE

위치 111 Moo 3 Nongthalay, Muang,  

 Krabi 81000, Thailand

예약 및 문의  제이슨 여행사(02-515-6897,  
 www.jasontrav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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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도시 속 작은 궁전, 

EL PALAUET LIVING 
BARCELONA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상징적인 대로인 그라치아 거리 북쪽에 위치한 ‘엘 팔라우에트 리빙 바르셀로

나’는 20세기 초 양식의 건물에 6개의 스위트룸을 갖춘 작지만 알찬 부티크 호텔이다. ‘작은 궁전’이

란 뜻의 이름처럼 호텔은 입구부터 궁전을 연상시킬 만큼 화려하다. 섬세하게 조각된 난간의 나무 장

식과 코린트식 기둥,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은 1900년대 초로 돌아간 듯한 고풍스러움을 자

아낸다. 찰스 앤 레이 임스, 아르네 야콥센, 필립 스탁 등 유명 작가의 인테리어 제품과 소품으로 꾸민 

감각적인 객실에 머물다 보면 바르셀로나를 떠나기 힘들어질 것이다. 

제네바 호숫가에서 휴식을, 

LA RÉSERVE GENEVA 
HOTEL & SPA
스위스 제네바 호숫가 아름다운 공원 한가운데 

위치한 이곳은 프랑스 디자이너 자크 가르시아

(Jacques Garcia)에 의해 트렌디한 디자인의 리

조트로 거듭났다. 우아하면서도 집처럼 아늑하고 

패셔너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데 기름을 먹인 

나무 바닥과 빈티지한 커튼, 부드러운 벨벳 침대보

는 보는 눈이 까다로운 이들에게도 만족을 줄 만

하다. 객실은 각각 유니크하게 꾸며져 있는데 조용

한 휴식과 웰빙에 초점을 맞췄으며, 일상에서 벗어

나 대자연과 마주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근사한 경치를 만끽하며 개인 맞춤 서비스의 스파

를 즐길 수 있고, 도서관과 테니스 코트, 해양 스

포츠가 준비되어 있으니 지루할 틈이 없다. 따뜻한 

계절에 가게 된다면 테라스에서 식사를 즐겨보길 

추천한다. 매일 밤 DJ가 있는 바 라운지에서 여행

지에서의 긴장을 풀며 놀아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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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Route de Lausanne, 301 Geneva 1293, Switzerland

예약 및 문의  디자인 호텔(www.designhotels.com)

위치 Passeig de Gràcia, 113, 

 08008 Barcelona, Spain

예약 및 문의  에바종(1577-9056, www.evasion.co.kr)

spot

낭만이 살아 있는 앤티크, 

BARCELÓ LA BOBADILLA
‘바르셀로 라 보바디야’는 스페인 남부 그라나다에 

있는 아름다운 휴양지 안달루시아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호텔이다. 안달루시아는 옛 모습이 살아 있는 

우아한 매력이 넘치는 도시이며, 인심이 후하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지중해풍의 예술적인 건물

은 대리석 기둥과 예스러운 미로 같은 길로 이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널찍한 욕실과 거실이 마련된 객

실은 키치한 스타일부터 현대적인 스타일까지 다양

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객실마다 서로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최상층의 스위

트룸은 멋진 전망을 자랑하는 특별한 월풀 욕조가 

마련되어 허니문의 낭만을 더해줄 것이다.

위치 Carretera Salinas-Villanueva de  

  Tapia (A-333),  Km. 65,5. Finca La 

 Bobadilla 18300 Loja-Granada

예약 및 문의 www.classictravel.com



marie claire weddings
165

오랜 역사를 이어온 베네치아 운하 가장자리에 

우아하게 지어진 호텔 ‘팔라치나 G’는 필립 스탁

이 디자인한 이탈리아 최초의 호텔이다. 외부에

서 볼 때와 내부에 들어갔을 때 각각 다른 매력

이 있는 게 반전인데, 주변 경관을 흩뜨리지 않으

면서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예스러운 외관과 달

리 객실의 인테리어는 상당히 세련되고 모던하

다. 다른 색상은 자제하고 화이트만으로 깔끔하

게 디자인했으며 기하학적인 무늬의 조명과 액

자, 사방에 놓인 커다란 거울은 독특하고 개성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로맨틱한 영화의 한 장

면 같은 운하 전망을 자랑하는 22개의 객실이 

메마른 감정을 되살려줄 멋진 곳이다. 

에게 해의 발코니, LA MALTESE ESTATE
신혼여행지가 그리스의 산토리니라는 것만으로 이미 흡족하겠지만 아무 호텔이나 고를 순 없다.‘라 말테세 에스테

이트’는 산토리니 칼데라 위에 자리한 덕분에 에게 해와 화산섬이 만들어내는 황홀한 풍광과 석양을 볼 수 있는 이

메로비글리(Imerovigli)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터를 잡았다. 이곳의 인피니티 풀은 사방에 가로막는 것 없이 

탁 트여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신비한 전경을 빚어낸다. 아침에 눈을 떠 야외 테라스에서 에게 해를 바라보며 

식사하고 프라이빗 스파에서 피로를 풀다가 노을 질 무렵 테라스에서 진행되는 산토리니 와인 테이스팅을 즐기고 

별빛 아래서 캔들라이트 디너를 음미하는 이상적인 하루를 경험할 수 있다.

위치  Imerovigli, 84700, Santorini Island, Greece

예약 및 문의  에바종(1577-9056, www.evasion.co.kr)

spot

감성을 자극하는 공간,

PALAZZINA G

트렌디한 아트워크가 가득한 곳, 

HAM YARD HOTEL

위치  Sestiere di San Marco 3247 Venice 30124, Italy

예약 및 문의  디자인호텔(www.designhotels.com)

위치  Via Enrico Caronti, 69, 22020 Blevio, Italy

예약 및 문의  에바종(1577-9056, www.evasion.co.kr)

지난 6월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상 호텔 ‘햄야

드’는 영국 런던의 소호 중심부에 위치해 거리와 

골목을 돌아다니며 쇼핑과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인테리어도 무척 인상적인데, 특히 색상과 패턴을 

자유자재로 매치하며 톡톡 튀는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어서 소품 하나하나 가져오고 싶을 만

큼 매력적이다. 넓은 거실과 스파뿐 아니라 텍사

스에서 들여온 1950년대 빈티지 볼링장, 대규모 

극장, 도서관도 있어서 알차게 입맛대로 시간을 

보내기 제격이다.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조

망할 수 있는 옥상정원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것도 

좋을 듯하다. 

위치  1 Ham Yard, Soho London W1D  

 7LG, UK

예약 및 문의 디자인호텔
 (www.designhotels.com)

호수와 산으로 힐링, CASTADIVA RESORT & SPA
이탈리아 볼레비오(Blevio) 마을의 코모(Como) 호수 근처에 근사한 호텔이 있다. 리조트

를 둘러싼 광활한 보태닉 파크에는 유서 깊은 나무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어 숲 속을 산책

하는 기분이 그만이다. 물론 거의 모든 객실에 발코니와 테라스가 갖춰져 있어 삼림과 호수의 

절경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울 듯하다. 이곳의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분위기의 인

테리어는 귀족의 별장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을 주며 일부 스위트룸에는 오픈 키친도 마련되어 

있어 마치 내 집인 양 분위기를 낼 수도 있다. 이곳은 웰빙 스파로도 유명한데 스킨케어 브랜

드 소다시(Sodashi) 제품을 사용하는 자연친화적인 스파 공간도 독특하니 꼭 

체험해보기 바란다.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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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파티를 즐기다, 

DESTINO PACHA IBIZA 
RESORT 
탈라만카 베이 절벽 위에 자리한 럭셔리 호텔 ‘데

스티노 파차 이비사 리조트’는 지난해 새롭게 문

을 열었다. 무엇보다 룸에서 바라보는 지중해의 

파노라마 풍경이 일품이다. 이곳에는 하루를 알차

게 보낼 만한 즐거운 요소가 많다. 우선 환상적인 

풀에서 수영을 즐기고, 핫요가로 땀을 빼고, 웰니

스 센터에 예약해서 심신을 재충전할 스페셜 트리

트먼트를 받아도 좋다. 이비사에선 특이하게 일본

식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에서 든든하게 배를 채

운 후 밤새도록 춤을 추며 파티를 즐길 수도 있다. 

파차 그룹에서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는 이들의 낮 

시간을 책임지기 위해 만든 리조트인 만큼, 낮에 

일광욕을 즐기던 풀에 해가 지면 DJ의 음악이 울

려 퍼지고 리조트 내 클럽 ‘톡스’에서 파티가 열린

다. 허니문이라고 누워만 있는 게 지루하다면 트

렌디한 열기로 가득한 클럽 파티도 놓치지 말자. 

위치  Calle Principal 3 – 5, 07810 San Juan, Ibiza

예약 및 문의  www.thegiri.com

스타일리시한 이비사를 만나다, THE GIRI RESIDENCE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보헤미안 같은 패셔니스타들이 즐겨 찾는 스페인 이비사 북부에는 웰빙, 요가 등을 

테마로 하는 작고 독특한 부티크 호텔과 레스토랑이 많다. ‘더 기리 레지던스’는 그런 취지에 잘 부합한다. 

프라이빗하고 느긋하게 쉬면서 놀고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깔끔하고 스타일리시한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자

연의 돌과 나무로 바닥과 벽을 장식하고 에스닉한 패턴의 러그로 생기를 더했다. 요가와 필라테스, 스파를 

알차게 즐길 수 있으며 지중해의 여유가 배어나는 

레스토랑과 카페도 이곳의 명물이다. 맘 내키는 대

로 늦은 점심을 먹고 해수욕을 즐기거나 쿨한 음악

과 함께 시원한 맥주나 상그리아를 마시며 해가 뉘엿

뉘엿 지는 해변을 감상하는 하루에 어울리는 곳이다. 

위치  Avenida Cap Martinet S/N–07819  

 Sta. Eulària del Rio, Ibiza, Spain

예약 및 문의  www.destinoibiza.com

spot

친해지고 싶은 호텔,  

AGUAS DE IBIZA 
LIFESTYLE & SPA
화려하고 떠들썩한 클럽과 DJ들의 파티로 유명

한 스페인 이비사에서 휴식과 활력으로 새로운 대

안을 제시하는 호텔이다. 유럽 최초의 친환경 호

텔 중 하나로 35% 이상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정감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느낌인데도 현

대적인 호텔의 고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텔 안

의 호텔로 별도의 체크인이 필요한 VIP 클럽 ‘클

라우드 9’은 마룻바닥에 전용 야외 욕조가 있어 

더욱 프라이빗하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다. 야외 

수영장이 있는 루프톱에 자리한 바와 라운지에서 

발레아레스의 일몰을 바라보며 수준급 농어 요리

를 맛보길 추천한다. 

위치  Salvador Camacho, 9 Santa  

 Eulària del Rio 7840, Spain

예약 및 문의  디자인호텔   

 (www.designhot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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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자기한 수상 빌라, 

CENTARA GRAND ISLAND 
RESORT & SPA MALDIVES

완벽한 둘만의 천국, VELAA PRIVATE ISLAND MALDIVES
체코의 한 부부가 수년간 몰디브를 여행한 끝에 어떠한 방해 없이, 완벽하게 현실과 차단된 천국 같은 곳을 

꿈꾸며 만든 리조트가 바로 ‘벨라 프라이빗 아일랜드 몰디브’다. 이곳은 몰디브에서도 자연 상태의 산호와 라

군이 조화를 이루는 몇 안 되는 리조트 중 하나로 세계적인 체코 건축가 페트르 콜라르(Petr Kolár)가 디자

인했다. 전 객실은 전용 풀이 있고 모던하면서도 유니크한 디자인의 인테리어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어 오픈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허니문 리조트로 명성이 높다. 레지던스 타입은 세 채뿐인데 그중에서도 한 커플만을 위

한‘로맨틱 풀 레지던스’는 한 개뿐이며 어느 리조트에서도 누리기 힘든 완벽한 둘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 

위치  PO Box 2071 Noonu Atoll, Maldives

예약 및 문의  제이슨 여행사(02-515-6897, www.jasontravel.co.kr)

럭셔리한 허니문의 표본, 

CHEVAL BLANC 
RANDHELI
루이비통으로 유명한 LVHM에서 투명한 바다가 

펼쳐진 몰디브에 ‘슈발블랑 란델리’를 열었다. 이국

적인 천국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만큼 프라이빗

하고 럭셔리하다. 뛰어다녀도 좋을 만큼 넓은 공간

과 높은 천장, 7m 높이의 문이 인상적인 로프트 

스타일의 빌라는 전부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다. 

24시간 언제든지 셰프가 신선하게 요리한 음식을 

빌라에서 주문할 수 있어서 더욱 꿈 같은 시간을 보

낼 수 있다. 4개의 다양한 트리트먼트 빌라를 갖춘 

슈발블랑의 스파는 독점적인 치유 요법을 이용해

서 만족감이 높다. 특히 ‘오르키데 빌라’는 두 사람

만을 위한 고급스러운 트리트먼트 룸으로, 상상한 

것 이상을 경험할 수 있다. 

spot

위치  Dhaalu Atoll PO Box 2002, Maldives

예약 및 문의  제이슨 여행사(02-515-6897, www.jasontravel.co.kr)

위치  South Ari Atoll, Maldives

예약 및 문의  허니문리조트(02-548-2222,   

 www.honeymoonresort.co.kr)

몰디브의 많은 리조트 중에서도 이곳, ‘센타라 그랜드 아일랜드 리조트 앤 스파 몰디브’의 수상 빌라는 유

명하다. 일단 리조트 근처에 압도적인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섬의 하우스 리프가 있어 형형색색의 크고 작

은 산호와 이에 기대 서식하는 열대어가 빚어내는 장관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 일곱 가지 객실 타입이 있

어 여행의 목적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객실 인테리어는 열대의 태양 아래서도 시원함과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화이트 톤의 원목 인테리어가 주를 이루는데, 라군과 바다가 보이는 자쿠지 욕조에 몸을 담

그면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 확실히 느낄 수 있다. 

해저에서 즐기다, 

NIYAMA MALDIVES 
RESORT
‘니야마 몰디브 리조트’는 라군이 깨끗하기로 유

명한 데다 수중 환경 또한 훌륭해 전 세계 허니무

너 사이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바다까지 이

어지는 객실과 해변 야자수 아래 숲 속 휴양지처럼 

자리 잡은 객실이 있으며, 특별한 허니문을 만끽하

고 싶다면 넓게 펼쳐진 테라스와 수영장, 라군, 바

다가 이어지는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딜럭스 워터 

스튜디오 위드 프라이빗 풀’을 추천한다. 이곳에서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매력은 바로 해저 음악 클

럽‘서브 식스’다. 바다 한복판에 위치해 클럽 위에

서는 파도를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해저 6m에서 열대어를 보며 음악을 즐

길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위치  Randheli Island, Noonu Atoll, Maldives

예약 및 문의  제이슨 여행사
 (02-515-6897, www.jasontrav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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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

지중해의 럭셔리, LA RÉSERVE RAMATUELLE 
HOTEL, SPA AND VILLAS
프랑스의 핫한 도시 칸에 붙어 있는 작은 도시 생트로페는 해외 셀러브리티들이 많이 찾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라 레제르브 라마튀엘’은 호화로운 리조트가 모여 있는 생트로페에서도 편안

하고 고급스러운 시설로 유명하다. 28개의 객실 및 스위트룸과 12개의 렌털 빌라, 명성 높은 스

파는 머물다 가는 이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다. 지중해풍 정원과 개인 풀장이 있는 빌라는 프

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어 더욱 좋다.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듯한 기분이 느껴지는 지중해를 

바라보며 꿈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이 지역에선 돌아다니다 세계적인 영화배우를 만

나는 우연도 쏠쏠하게 일어난다.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프랑스 남부지방 음식도 적극 추천한다. 

프렌치 시크가 녹아 있다, 

LA RÉSERVE PARIS
파리의 전망을 감상하면서 내 집 같은 편안함

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라 레제르브 파리’는 

16세기 프랑스가 녹아 있는 시크하고 모던한 컨

셉트 호텔이다. 140㎡부터 300㎡에 이르는 10

개의 프라이빗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 아파

트는 완벽한 시설을 갖춘 주방이 있으며 커다란 

스위트룸만큼 넓은 공간으로 편안함을 선사한

다. 각 객실에는 요청 시 버틀러 서비스, 프라이

빗 셰프, 마사지사 등의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

가 제공되니 참고하자. 인권광장 근처에 위치해 

파리 여행을 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라는 점도 매

력적이다. 

위치   10 Place du Trocadéro 3 Avenue 

d’Eylau 75116 Paris, France

예약 및 문의  디자인호텔
 (www.designhotels.com)

루이 16세 시대의 우아함, 
LE BRISTOL
프랑스에서 허니문을 보내고 싶다면 호화로운 호텔

로 이름난 ‘르 브리스톨’ 파리를 추천한다. 패션의 본

고장 파리에서도 가장 패셔너블한 곳인 샹젤리제 근처

에 자리 잡고 있으며, 1920년대에 건립되어 역사와 전

통이 살아 숨 쉰다. 여기에 더해 왕궁 스타일의 펜트하

우스까지 갖췄으니 눈여겨볼 만하지 않겠는가. 18세기

의 그림과 조각 등 우아한 소품이 가득하고 인테리어는 

고급스럽되 무겁지 않고 밝은 느낌이다. 도심에 있지만 

복잡함으로부터 벗어난 아늑함을 느끼게 하는 곳으로 

쇼핑과 문화, 럭셔리한 휴식 그 어느 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커플에게 제격이다. 

뉴욕 한복판을 느끼다,  HOTEL AMERICANO
뉴욕 첼시 한복판 하이라인 파크 옆에 보일 듯 말 듯 은밀하게 자리한 ‘호텔 아메리카노’는 그다지 허니문

과 어울리지 않는 도시에 있는 점을 감안하고라도 꼭 가보고 싶은 곳이다. 멕시코 건축가 엔리케 노르텐

(Enrique Norten)이 건축 디자인을 맡은 호텔은 불투명하면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메탈 소재의 외관부

터 독특하다. 톰 딕슨(Tom Dixon)의 조명이 곳곳에 있고 단조로운 듯 절제미가 살아 있는 세련된 일본 

료칸풍 객실이 까다로운 취향을 가진 뉴요커도 만족시킨다. 투숙객을 위한 핸드메이드 자전거 ‘보워리 레

인’도 준비되어 있으니, 허드슨 강변을 달리며 뉴요커가 된 기분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다.

위치  Chemin de la Quessine, 83350 Ramatuelle, France

예약 및 문의  디자인호텔(www.designhotels.com)
위치  West 27th Street, 518 New York City 10001, USA

예약 및 문의  디자인호텔(www.designhotels.com)

위치 112 Rue du Faubourg Saint-Honore 75008 Paris, France

예약 및 문의 제이슨 여행사(02-515-6897, www.jasontrav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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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친화적인 리조트, 
ALILA VILLAS ULUWATU

발리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허니문 리조트는 단연 ‘알릴라 울루와뚜’다. 남동쪽의 석회암 절벽 위에 있

으며 울루와뚜 사원과 짐바란 해변에서 차로 15분 거리라 주변을 관광하기에도 좋다. 세계적인 건축상인 

‘The Royal Australian Institute’에서 수상한 WOHA Designs에서 설계와 건축을 맡았으며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알릴라 울루와뚜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건축된 친환경 리조트이기도 

하다. 대나무와 용암석 등 리조트 내부의 자재는 발리 현지에서 얻은 것으로 주변 자연환경과 아름답게 조

화를 이루고 있다.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독특한 모양의 건축물은 이곳만의 특별한 장관을 연출한다.

울창한 숲과 하나 되다, 
ALILA MANGGIS
자연 속 휴식과 재충전이 허니문의 목적이라면 발

리의 ‘알릴라 망기스’가 제격이다. 54개의 객실과 

스위트룸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전통적인 디자인

의 초가지붕, 오렌지와 브라운 톤의 따뜻한 색감, 

나무와 자연물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매력적이

다. 리조트 주변 평지에서 산 중턱까지 발리의 전

통 계단식 논이 층층이 쌓여 있는 모습과 논 여기

저기에서 순찰을 도는 오리들이며 구식 쟁기를 힘

차게 끄는 소가 있는 풍경은 발리의 꾸밈없는 모

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옛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전원에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수확하고 

먹을 것을 만들어볼 수도 있으니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자. 

팝아트로 가득한 호화 별장, LUNA 2 PRIVATE HOTEL
이곳, ‘루나2 프라이빗 호텔’은 발리 하면 떠오르는 럭셔리 풀빌라 리조트와 사뭇 다르다. 전통적이고 자연

에 파묻힌 느낌이 아니라 완벽하게 현대적인 컨셉트의 호텔이다. 화려한 나이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발

리 중심 거리 스미냑 근처에 위치하며 프라이빗 호텔이라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특별

하다. 정원과 수영장, 트렌디한 바와 키친이 있어서 떠들썩한 걸 좋아한다면 커플끼리 함께 놀러 가 파티를 

즐기기에도 좋은 곳이다. 5개의 침실이 있으며 마치 우리 별장에 놀러 온 듯한 친밀한 느낌이다. 1959년

에 달에 처음 착륙한 우주선의 이름을 딴 이 호텔은 추억을 되살려주는 복고적인 분위기와 모던함이 적절

하게 조화를 이루는데, 60년대의 펑키한 스타일의 디자인 가구와 액자, 소품은 하나같이 깜찍하다. 

spot

위치  Jalan Sarinande, 22 Seminyak  

 80361, Indonesia

예약 및 문의  디자인호텔
 (www.designhotels.com)

위치  Jl Belimbing Sari, Banjar Tambiyak, Bukit Peninsula  

 80364, Indonesia

예약 및 문의  제이슨 여행사(02-515-6897, www.jasontravel.co.kr)

위치  Desa Buitan, Manggis East Bali 80871,  

 Indonesia

예약 및 문의  디자인호텔(www.designhotels.com)



000
marie claire weddings

spot

캐리비안 해변의 올 인클루시브, 

BLUE DIAMOND 
RIVIERA MAYA
이름만 들어도 황홀한 캐리비안을 제대로 즐기게 

해줄 ‘블루 다이아몬드 리비에라 마야’는 ‘올 인클

루시브’라서 더욱 매력적이다. 바다는 한 번도 보

지 못했던 색으로 반짝이며, 자연 그대로의 열대 

정글과 잘 가꾸어진 야자수 정원이 있으니 휴양지

로서 최고의 자연조건을 갖춘 셈이다. 전 객실이 

스위트룸으로 성인만 출입 가능하기 때문에 로맨

틱한 분위기를 원하는 허니무너에게 다시 없는 곳

이다. 무료로 제공되는 음식과 다양한 체험 활동

을 잘 활용하면 풍요로운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자연 속 조용한 은신처, THE VICEROY RIVIERA MAYA
멕시코 칸쿤의 멋진 바다와 정글을 볼 수 있으며 호화로운 편의 시설을 자랑하는 리조트 ‘바이스로이 리비

에라 마야’. 백설탕 같은 모래와 맑은 캐리비안의 청록색 바닷물이 찰랑거리며 거미와 원숭이의 서식처인 야

자수와 구아바나무가 있어서 쉽게 경험하기 힘든 정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스노클링이나 유람선 승

선뿐만 아니라 정글 투어, 고대 마야 유적지 탐방까지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 허니문 커플이라면 이곳

에서 진행하는 마야 전통 결혼식도 체험해보면 좋을 듯하다. 해변의 선베드에 누워 일광욕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로맨틱한 식사를 즐기다 보면 근심 걱정은 사라질 것이다. 

위치 Playa Xcalacoco Frac 7, 77710 Playa del Carmen, Quintana Roo, Mexico

예약 및 문의  제이슨 여행사(02-515-6897, www.jasontravel.co.kr)

홋카이도의 포근하고 안락한 별장,  

KIMAMAYA BOUTIQUE HOTEL
일본 전통 분위기에 북유럽풍 인테리어를 가미한 ‘기마마야 부티크 호텔’은 홋

카이도의 유명한 스키 휴양지 니세코에 위치한다. 건축가 앤드루 벨(Andrew 

Bell)이 인테리어를 담당한 9개 객실 모두 본래 건물의 틀을 살린 미니멀한 복

층 구조로 2~5인까지 투숙이 가능하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을 만

날 수 있는 1층 리빙 라운지와 예약제로 운영하는 프라이빗 목욕탕, 스파 센

터 등은 호텔에서 머무는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대자연에서 즐기는 다양한 서

머 액티비티는 물론 계절에 관계없이 스키를 타는 재미도 있어 특별한 활동으

로 색다른 경험을 쌓는 허니문을 원하는 커플에게 추천한다. 

위치 170-248 Aza-Yamada, 

 Kutchan-cho, Abuta-gun, Niseko,  

 Hokkaido, Japan

예약 및 문의 에바종(1577 – 9056,   

 www.evasion.co.kr)

위치  Carretera Federal 307 

 77710 Playa del Carmen, Quintana Roo, Mexico 

예약 문의  에바종(1577-9056, www.evasion.co.kr)

언덕 속 골짜기 마을, 

HOSHINOYA 
KARUIZAWA

리조트형 신개념 료칸으로 거듭난 ‘호시노야 가루이자와’는 서양식이 아닌 일본 전통 

스타일을 간직하고 있으며 골짜기의 물줄기가 흐르는 계단식 논 사이로 객실이 옹기

종기 모여 있는 풍경은 마치 고즈넉한 시골 마을 같기도 하다. 77개의 객실은 하나

의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독립된 건물이라 더욱 프라이빗하다. 객실은 크게 각

각 정원, 숲, 물이 보이는 세 가지 타입의 방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 누워서도 창밖 경

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침대를 높게 설치한 것에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 이곳에는 

TV와 시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들려오는 새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며 경치를 감상

하고 역사 깊은 온천에 몸을 담그며 오로지 힐링에만 집중할 수 있다.

위치  Hoshino, Karuizawa-machi, 

 Kitasaku-gun, Nagano 389-0194, Japan

예약 및 문의  제이슨여행사(02-515-6897,   

 www.jasontrav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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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롭고 고귀한 매력을 담다, HOSPES MARICEL
마요르카의 수도 팔마에서 10분 거리인 칼비아에 위치한 ‘오스페스 마리셀’ 호텔은 칼라 마요르 해변에서 

가깝다. 베이베르 성, 마리벤트 궁전, 마요르카 카지노 등 가까운 곳에 가볼 곳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 천천

히 이국적인 장소를 탐방해도 좋다. 전통적인 아치와 네오 고딕 양식의 기둥들은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좀 

더 편안하고 세련되게 다시 디자인했는데, 16~17세기 무드와 모던함이 어우러진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훌

륭한 스파만큼이나 환상적인 바다를 마주보는 인피니티 풀 또한 인상적이다. 그랜드 테라스에서 지중해

의 화려한 전망을 감상하기도 하고, 위엄 있는 건축물을 감상하면서 다른 시대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트렌디한 지중해 스타일, 

HOTEL CORT
발레아레스 의회당 바로 맞은편, 팔마의 가장 매

력적인 광장에 위치해 제대로 마요르카를 느낄 

수 있다. 이곳은 스페인 출신 유명 인테리어 디자

이너 라사로 로사-비올란(Lázaro Rosa-Violán)

의 작품으로,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에 마린 테마

를 더하고 마요르카산 타일과 패브릭으로 청량함

을 더했다. 총 16개의 객실을 갖췄고 아래층 테라

스에 자리 잡은 레스토랑은 광장을 내려다보는 

근사한 조망을 자랑한다. 칵테일과 오이스터 바, 

널찍한 테라스 레스토랑 등 매력적인 공간이 많은

데, 특히 루프톱 라운지에서 해질 무렵 도시 풍경

을 감상해보길 추천한다. 

호화로운 정원을 누리다, CASTELL SON CLARET
마요르카에서 특별한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발레아레스(Baleares) 지역 전통 요소와 현대적 감

각이 잘 어우러진 호텔이 많아졌다. 유명인사들의 저택을 작업해온 조경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카스텔 손 

클라레트’의 정원은 여자라면 한번쯤 꿈꾸었을 법한 모습이다. 정원과 농장, 숲을 아우르는 대지가 무려 

40만여 평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귀족적 화려함과 고즈넉한 예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흔치 않은 호텔이다. 뮌헨 출신의 디자이너 다닐로 실버스트린(Danilo Silverstrin)이 담당한 인테리

어는 대리석과 사암, 목재, 가죽, 유리를 요령껏 결합해 클래식한 고급스

러움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준다. 무성한 정원과 과수원에서 자라

는 온갖 채소와 과일은 보기 좋을 뿐 아니라 레스토랑의 주방으로 소환되

어 환상적인 마요르카 음식의 재료가 되니 일석이조다. mc 
editor 이지연 ·조정연(피처  어시스턴트)

위치  Ctra. d’Andratx, 11 Calvià  

 7181, Spain

예약 및 문의  디자인호텔
 (www.designhotels.com)

위치  Plaça de Cort, 11 Palma de 

Mallorca 7001, Spain

예약 및 문의 디자인호텔
 (www.designhotels.com)

위치 Es Capdella-Galilea Highway, 

 Km 1.7, Es Capdella

예약 및 문의  www.castellsonclaret.com

sp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