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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첫 만남
WITH CLUB MED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다시 돌아오는 순간까지, 클럽메드는 고객님의 행복한 휴가를 

위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즐거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분 1초까지 행복한 클럽메드로 고객님을 초대합니다.

welcome to Club Med
진정한 행복이 기다립니다.1950

SINCE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현지 문화 탐험
올데이 다이닝

키즈클럽
수준별 스키/보드 강습



클럽메드로 떠나기 전에

행복한 어린이 - 키즈클럽

신나는 이브닝 

도착한 그 순간

애프터 스키 프로그램

리조트로 가는 길

황제 스키/보드

영원히 남을 추억

고품격 미식 탐험 - 올데이 다이닝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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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휴가는
‘무엇이든 할 자유, 아무것도 안할 자유’를 선사합니다. 
클럽메드에서 꿈꾸던 휴가를 직접 만나 보세요. 
안락한 객실, 전 세계에서 모인 전문 G.O가 인솔하는 
무료 스키/스노보드 강습, 전일정 고품격 식사, 
원할때 원하는 만큼 즐기는 음료 및 주류, 
그리고 클럽메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이브닝 
엔터테인먼트까지! 고객님의 휴가를 위한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포함된 진정한 휴가 - 더할 나위 없지요!

http://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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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안락한 객실

03_클럽메드에 알려 주세요.

02_출발 전 체크리스트

클럽룸부터 스위트룸까지 여행타입 및 선호에 따라 선택가능한 다양한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족 여행에
최적화된 커넥팅룸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고객님의 예약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챙기셨나요?

 여권

 비자 발급비용1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현지 화폐 (외부관광 이용 시)

 카메라

 전자기기 충전기

 세면용품2 (칫솔, 치약, 빗, 면도기 등)

휴가 기간 동안 특별한 요청 사항이 있으실 경우, 출발 전에 클럽메드 예약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요청사항은 리조트팀에 미리 전달하여 고객님이 머무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섭식 특이사항 또는 알러지 여부 

 신체적 불편함

 생일 케이크 신청

1 방문국가에 따라 상이
2 객실 타입에 따라 구비된 어메니티 상이
3 스위트룸에는 실내용 슬리퍼 구비 
4 스키 장비(스키, 폴, 부츠, 스노보드, 헬멧)는 리조트 예약시 사전 예약 또는 클럽메드 현지에서 대여 가능 (추가요금)
5 스키 의류(상의 & 하의)는 홋카이도와 야불리 리조트 현지에서만 대여 가능 (추가요금)
   장갑, 고글, 목도리, 모자 등 기타 스키 의류는 대부분의 리조트에서 판매 (대여 불가)
6 지상스포츠 및 액티비티 참여를 위해 운동화 착용 필수
7 베이비클럽* & 쁘띠클럽* 이용 예정인 만 4세 미만 아동은 의료기록 필수  
8 리조트에 따라 수영장 이용 가능 여부 상이

클럽메드로 떠나기 전에

 슬리퍼3

 스키 장비4 & 스키 의류5

 운동화6 & 스포츠 의류

 자녀 건강기록 및 예방접종기록7

 수영복8

 응급 상비약

 베이비 웰컴 
   (아기침대, 유모차, 젖병 보온기)

 기타 요청사항

중국 야불리, 디럭스룸

프랑스 발토랑스 센세이션, 마운틴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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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교통편 포함 휴가

고객님께서 항공포함 휴가(항공+리조트)를 
예약하셨다면, 공항 또는 기차역부터 클럽메드 
리조트까지의 왕복 교통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조트만 예약했더라도, 공항 또는 기차역부터 
리조트까지의 왕복 교통편을 추가 요금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 또는 기차역에 도착하시면 클럽메드 
사인보드를 들고 기다리는 클럽메드 직원을 
만나실 수 있으며, 리조트까지 안전히 모십니다.

리조트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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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한 그 순간부터, 클럽메드가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01_시작부터 다른 환영인사 02_리셉션에 도착한 후

클럽메드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고객님을 맞이하는 
G.O 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객실로 모시기 전에, 
리조트 이용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설명드립니다. 
G.O의 설명을 통해, 더 편안하고 즐거운 휴가를 
즐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G.O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며, 
휴가동안 필요한 사항을 도와 주는 클럽메드 
직원입니다. G.O의 이름표에 부착된 국기를 통해, 
구사 가능한 언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하시면, 행복한 클럽메드 휴가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

클럽메드 고객임을 나타내는 팔찌를 나누어 
드립니다. 클럽메드 휴가에 포함된 모든 시설 및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도착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항상 팔찌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럽메드 디파짓 카드를 이용하시면 스파, 외부관광, 
부티크 쇼핑 등 리조트 내 추가요금이 필요한 
서비스의 결제를 보다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리셉션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클럽메드 팔찌

• 클럽메드 디파짓 카드

도착한 그 순간
클럽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 G.O (Gentle Organizer)는 클럽메드 리조트 직원입니다. 다문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친구같이 친근하고 친절하며, 고객님의 휴가를 책임지는 그들은 클럽메드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 G.M (Gentle Member)은 바로 고객님입니다. 클럽메드에서는 소중한 고객님을 
  G.M이라 부릅니다. 

• CDV (Chef de Village)는 리조트 총괄 매니저를 뜻하며, 한글로는 ‘촌장’이라 부릅니다. 

• 크레이지 사인은 어른과 아이 모두 따라할 수 있는 단체 율동으로, 
  모든 클럽메드 리조트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활동입니다.  

• 클럽메드에는 매일 밤 다른 테마의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더 특별한
  추억을 위한 선택사항일뿐, 의무는 아닙니다. G.O들이 그날의 테마에 맞게 옷을 
  차려입은 모습을 만나 보세요.

http://g.o?/
http://g.o?/
http://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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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시작 또는 긴 하루를 마감하는 휴식의 순간 - 식사 시간은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클럽메드에선 모든 일정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1_아침식사

02_점심식사 & 저녁식사

03_바

풍미 넘치는 다양한 요리로 매일 아침을 시작하세요. 
레스토랑은 오전 10시까지, 바에선 오전 11시까지 
아침 식사 및 간식을 매일 제공합니다. 스위트룸에 
투숙하시는 고객께서는 조식 룸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컨티넨탈 브렉퍼스트(서양식) 또는 
핫 브렉퍼스트를 이용 전날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현지식과 세계요리를 탐험해 
보세요. 메인 레스토랑에서 뷔페식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요리와 각 분야의 전문 셰프가 선보이는 
‘오늘의 특선요리’는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붓한 공간에서 A la carte 요리를 맛 보고 싶은 
날에는 스페셜티 레스토랑 또는 고메이 라운지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완벽한 식사를 위해 
레스토랑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와인 또는 맥주도 
곁들여 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 일정 중 어느때나 청량감을 선사하는 시원한 
음료 또는 저녁식사전 가볍게 클래식 칵테일 및 
좋아하는 음료를 즐겨 보세요.

04_식전주

점심 또는 저녁식사 전, 가벼운 식전주 한 잔을 
들고 행복한 휴가를 위해 건배하세요. 

고품격 미식 탐험
올데이 다이닝 & 바 

놀라지 마세요! 

점심 또는 저녁식사 시간에는  

클럽메드의 친절하고 친근한  

G.O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대화를 통해 진정한  

클럽메드를 느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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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클럽
재미, 발견, 창의성이 넘치는 어린이 천국

만 4-10세의 어린이에게 환상적인 휴가를 선사하기 위하여 클럽메드 키즈클럽 담당 G.O는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어린이들은 키즈클럽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액티비티를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체험합니다. 모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휴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클럽메드는 연령별 키즈클럽을 운영합니다. 

01_어린이 스키 강습도 포함

사랑하는 아이에게 슬로프를 활주하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세요. 클럽메드 스키 리조트에는 만 4세 
이상의 어린이를 위하여, 전문 스키 강사가 지도하는 
종일 스키 강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스키 강습 또한 올-인클루시브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즐거운 스키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자녀는 키즈클럽에 안심하고 
등록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02_등록 절차

오전 8:30 ~ 8:50 사이에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미니클럽으로 방문하시어 키즈클럽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 알러지 등 자녀에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키즈클럽 
G.O에게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

 스키 의류

 활동 후 갈아 입을 따뜻한 평상복
*어린이 스키 강습은 키즈클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리조트에 
 한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http://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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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클럽 & 패스월드 
(만 11-17세 대상)

신나는 액티비티를 체험해 볼 수도 있고, 각국에서 온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있는 
자유로운 휴가. 청소년 자녀가 꿈꾸던 자립적인 휴가를 클럽메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G.O가 머물며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지만 특정 활동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청소년이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01_클럽메드 패스월드

02_스키/보드 강습

리조트에 따라 만 11-17세 연령의 자녀들은 주니어
클럽 또는 패스월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첨단 기기가 갖추어져 있는 전용 공간에서 
자립적이고 재밌는 휴가를 선물하세요. 

수준별로 구성된 다양한 스키 강습을 통해, 알파인 
스키는 물론 새로운 스타일의 스키, 보드에 
도전하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03_저녁 시간

10대 자녀를 위한 이브닝 & 나이트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 영화 감상, 디스코, 엔터테인먼트 쇼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즐거운 계획이 
가득합니다.

      만 4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키즈클럽

추가 요금으로 베이비클럽(생후 4-23개월)과 
쁘띠클럽(만 2-3세)을 등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25쪽 참조) 

http://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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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문 앞에서 바로 연결되는 슬로프와 함께 여러분의 스키 휴가를 바로 시작해 보세요. 
진정한 휴식 또한 보장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각자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은 잠시 내려 놓으셔도 좋습니다. 

01_스키-인, 스키-아웃

02_수준별 강습

리조트에서 슬로프까지 곧바로 연결되는 스키 인/
아웃을 통해 리조트에 머무는 고객들은 더욱더 
편리하게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도착 후 본인의 수준에 맞는 강습을 등록하세요. 
스키 왕초보부터 스키 마니아까지, 전문 자격과 
경력을 갖춘 G.O 강사진이 알파인 스키와 스노보드 
강습을 통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03_전문 G.O 강사

04_스키 패스

올바른 스키 및 보드 자세를 잡아 주고, 실력 향상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클럽메드 스키 스쿨의 
G.O 강사진은 모두 전문 자격과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G.O 강사진은 슬로프를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로도 활약합니다.

스키 패스가 리셉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도착하신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머무는 전 기간동안 스키 패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황제 스키, 스노보드

스키, 스노보드 강습을 

강력 추천합니다. 

리조트에 도착한 직후, 

수준에 맞는 강습을 

등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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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 스키 프로그램

01_신나는 겨울 왕국

스키와 스노보드 이외에도 하이킹, 스노슈즈 워킹, 
아이스 스케이팅 등 올-인클루시브에 포함된
다양한 겨울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2_릴렉세이션

활동적인 하루를 보낸 후 피로를 풀어 주는 진정한 
휴식. 새하얀 눈에 둘러 싸인 야외 캐네디안 배스에
서 몸을 녹여 보세요. 
리조트 내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룸에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을 길러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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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이브닝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그날의 기분에 따라 라운지에서 평온한 분위기를 즐길 수도,  
댄스와 공연으로 가득한 열정 넘치는 저녁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01_클럽메드 앙비앙스

오직 클럽메드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단체 댄스 - 
크레이지 사인.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클럽메드만의 독특한 문화를 즐겨 보세요.

02_이브닝 엔터테인먼트

매일 저녁 깜짝 놀랄만한 이브닝 엔터테인먼트가 
펼쳐집니다. 이브닝 엔터테인먼트의 테마에 따라 
매일 다른 이브닝 드레스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O와 함께, 클럽메드의 밤을 즐기고
싶다면 올 화이트, 올 블랙 또는 엘레강스 등 
어울리는 의상을 준비해 오세요. 물론, 귀여운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03_화려한 무대, G.O 공연 

매일 다른 주제의 공연으로 G.O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프로페셔널한 G.O의 공연은 잊지 못할 
휴가의 밤을 선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모두 공연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키즈클럽에서 연습을 마친 아이들이 
선보이는 저녁 공연은 가족 모두에게 마법같은 
추억을 선물합니다.

http://g.o?/
http://g.o?/
http://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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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G.O가 운영하는 키즈클럽에서 즐거움으로 
가득찬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쁘띠클럽 등록을 위해서 예방접종기록(영문) 및 
건강 진단서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만 4세 이하의 어린이는 특별한 케어가 가능한 전문 
G.O와 시설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베이비클럽 및 쁘띠 클럽 이용시 추가요금이 발생하며, 
베이비클럽 및 쁘띠클럽 등록을 위해서는 예방접종기록(영문) 
및 건강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05_만 2-3세를 위한 
      쁘띠클럽

레스토랑에서 프리미엄 와인 및 샴페인을 
주문하여 즐길 수 있습니다.

06_프리미엄 주류

부티크에서는 클럽메드 45 또는 88 티셔츠 등 
클럽메드 컬렉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기념품, 스키 의류 및 여행 용품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7_부티크

아름다운 순간을 평생 아름다운 장면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클럽메드 전문 포토그래퍼가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포토센터에서 인화된 사진 또는 
사진이 담긴 DVD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8_전문 포토그래퍼

리셉션에서 코인을 구매하시면 세탁기 및 
건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우스키핑을 통해 세탁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세탁물 픽업 및 배달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09_세탁 서비스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휴가에는 소수 정예 
그룹 스키, 보드 강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프라이빗한 맞춤 강습을 원하는 고객님께서는 
스키 센터에서 강습 가능 시간을 확인하여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_스키/보드 개인 강습

클럽메드 외부관광 센터는 이색적인 현지 문화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G.O의 가이드를 통해, 리조트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편리하고 안전하게 현지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03_외부관광

- 전신 바디 마사지

- 발 마사지

- 페이셜 트리트먼트

- 네일 / 페디큐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며 활기찬 하루를 보냈다면,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스파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즐겨 보세요. 

04_스파 트리트먼트

모든 클럽메드 스키 리조트에는 스키 및 보드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렌탈 센터가 있습니다. 
세계 유명 브랜드의 고품격 장비를 직접 보고 선택 
가능합니다. 머무는 동안 다양한 겨울 스포츠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01_스키 장비 렌탈

 스페셜 프로그램 (추가요금)

더욱 특별한 휴가를 위한

http://g.o?/
http://g.o?/
http://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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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행복한 시간, 키즈클럽!
미니클럽에 자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애프터 스키 프로그램 (스키 외 액티비티)

피트니스 프로그램 강습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스포츠

 요가

 스트레칭

 머슬 웨이크 업

 아쿠아 피트니스

 댄스 레슨

 야외 자쿠지에서 휴식

 스쿼시

 탁구

 수영

 피트니스 룸

스페셜티 레스토랑 또는 고메이 라운지에서 즐기는 A la carte(고객 맞춤)식 늦은 점심식사

스페셜티 레스토랑 또는 고메이 라운지에서 즐기는 A la carte(고객 맞춤)식 저녁식사 
- 사전예약 필수

애프터 스키 프로그램 (스키외 액티비티)

피트니스 프로그램 강습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스포츠

 요가

 스트레칭

 머슬 웨이크 업

 아쿠아 피트니스

 댄스 레슨

 야외 자쿠지에서 휴식

 스쿼시

 탁구

 수영

 피트니스 룸

나만을 위한 맞춤 휴가

스노 액티비티

 스키, 스노보드 G.O 강습

 스키, 스노보드 무료 이용

 아이스 스케이트

 스노 트레킹

메인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뷔페식

메인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뷔페식

아침식사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키즈클럽

오전

오후

점심식사

저녁식사

일부 액티비티는 예약이 필요합니다. 현지 리조트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스노 액티비티

 스키, 스노보드 G.O 강습

 스키, 스노보드 무료 이용

 아이스 스케이트

 스노 트레킹

일부 액티비티는 예약이 필요합니다. 현지 리조트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하단의 스케줄을 참고하여 나에게 맞는 휴가를 계획하세요. 
리조트별 이용 가능한 액티비티 및 시설은 상이할 수 있으니 현지 리조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휴가동안 하고 싶은 활동 체크하기!

@메인 레스토랑 스위트룸에 투숙하시는 고객께서는
컨티넨탈 브렉퍼스트 또는 핫 브렉퍼스트를 룸서비스로 미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색다른 테마의 G.O 공연과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Tip: 클럽메드 홈페이지에서 이브닝 드레스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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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체크아웃

클럽메드를 떠나는 날, 리셉션 G.O가 친절히 체크아웃을 도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편안한 휴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체크아웃 당일 무거운 짐은 객실 문 앞에 놓아 주세요. G.O가 출발시간에 맞춰 리셉션까지 가져다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항공포함 휴가(항공+리조트)를 예약하셨다면, 클럽메드 리조트에서 공항까지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02_레이트 체크아웃

늦은 항공 시간으로 레이트 체크아웃을 원할 경우, 하루 전에 미리 리셉션에 문의해 주세요. 
객실 예약상황에 따라 가능여부가 상이하며, 체크아웃 연장은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03_G.M 피드백

여행을 마친 후, 고객님께 클럽메드 만족도 조사 이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솔직한 경험을 떠올리며 
온라인으로 평가에 참여해 주세요. 보내 주신 소중한 의견은 클럽메드 서비스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트립어드바이저(www.tripadvisor.com)에 후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영원히 남을 추억
 클럽메드 떠나기 전

04_소셜 미디어

클럽메드에서의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세요.

‘클럽메드 리조트’ 
앱 다운로드

https://www.facebook.com/ClubMed
https://instagram.com/clubmed
https://itunes.apple.com/us/app/club-med-resorts/id900913496?mt=8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es.mobail.clubmed
http://g.o?/
http://g.o?/
http://www.tripadvisor.com/


G.O 팀은 고객님의 
행복한 휴가를 기원합니다.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