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메드 카니, 몰디브

Club Med 
Kani Premium Resort



A Different Paradise Everyday

Kani Premium Resort 
Maldives
스위트룸 고객을 위한 만타                                                                          가 있는 

몰디브 카니 프리미엄 리조트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휴가.

푸르른 숲과 투명한 에메랄드 빛 바다가 공존하는 프라이빗한 섬에서

하루하루가 새로운 파라다이스를 느낄 수 있는 곳. 

투명한 청록빛깔의 라군에서 수영 후 새하얀 모래사장에 누워 

취하는 휴식… 그릴에 구운 생선 요리 및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칸두 레스토랑… 화려한 해양 생물과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조우하는 진정한 몰디브 체험, 그리고 세계적 명성의

럭셔리 스파 브랜드 MANDARA의 클럽메드 스파에서 경험하는 웰빙...

바다 위에 떠있는 오버워터 스위트룸 투숙객만을 위한 전용 공간, 

만타 EXCLUSIVE COLLECTION by Club Med까지… 

특별한 당신을 위한 특별한 휴가 - 클럽메드 카니



LUXURY ACCOMMODATION 럭셔리한 객실

- 오버워터 스위트룸 투숙객만 이용이 가능한 전용 공간 - ‘만타 라운지’ 

- 객실 내 프레임 침대와 석호가 바로 앞에 펼쳐져 보이는 욕조 구비

- 수상 방갈로식으로 지어진 75개의 독채형 객실

EXCLUSIVE SERVICE 전용 프리미엄 서비스 
- 컨티넨탈 아침식사 또는 아시안식 아침식사를 룸서비스로 제공

- 만타 라운지의 바에서 제공하는 모든 음료 및 주류와 저녁 6시부터 제공되는 글라스 샴페인

- 무료 와이파이, 전용 컨시어지 서비스 (스페셜티 디너 우선예약권, 스파 우선예약권, 외부관광 우선예약권),

   룸서비스(추가요금) 및 다양한 고객맞춤 서비스

오버워터 스위트룸 고객 전용 럭셔리 공간 - 만타 익스클루시브 컬렉션 by 클럽메드 



커플 휴가에 어울리는 단층 건물의 객실. 객실 바로 앞에 해변이

마주하고 있어, 몰디브의 바다를 더 생생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막혀있지 않은 샤워실이 신선한 경험을 선사한다. 

객실마다 포함된 테라스에서 감상하는 오션뷰도 디럭스 객실에서 

놓칠 수 없는 매력이다.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코코넛 숲에 위치한 자연 친화적 디자인의 객실.

1층 혹은 2층에 위치한 클럽룸은 아름다운 정원을 마주한 가든뷰와

청록빛 바다가 창밖에 펼쳐진 오션뷰가 있다.

CLUB 클럽룸

DELUXE 비치테라스 디럭스룸

Kani

평생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한 번의 여행을 꿈꾸는 커플 혹은 

허니무너에게 적합한 객실. 바닷속이 그대로 들여다 보이는

몰디브 바다에 떠있는 방갈로 스타일의 오버워터 스위트 객실은 

각각의 테라스도 포함하고 있다. 프라이빗 테라스에서 누구의 

간섭도 없이 아름다운 전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엔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원목가구로 꾸며진 테라스에서 

바닷속으로 바로 다이빙이 가능하다는 점은 오버워터 스위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이다.

OVERWATER SUITE 오버워터 스위트룸

Manta



다양한 세계요리를 뷔페식으로 매 끼니마다 만나볼 수 있는

메인 레스토랑. 일식, 중식 등의 아시아식 요리는 물론,

몰디브 지방의 현지요리와 이탈리안 및 서양식 등을

전문 셰프의 솜씨로 풍미있게 즐길 수 있다.

클럽메드에서는 레스토랑 운영시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메인레스토랑의 식사 시간을 놓쳤다면, 칸두 레스토랑에서 늦은 아침 및

늦은 점심 식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 저녁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

보다 오붓한 코스요리 스페셜티 디너를 즐길 수도 있다.

VELHI RESTAURANT KANDU RESTAURANT
벨히 메인 레스토랑 칸두 스페셜티 레스토랑



레스토랑 & 바

두 곳의 바에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다양한 주류 및 음료를 즐길 수 있다. 몰디브의 바다 경관이 펼쳐진 테라스 바에서 

각종 칵테일, 맥주, 와인, 생과일 주스 등 다양한 음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 바다가 보이는 수영장 선베드에서도 

선셋 비치바의 시원한 음료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클럽메드 오픈바” 란? 원할때 원하는 주류 및 무알콜 음료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클럽메드만의 특별한 바!

IRU BAR & SUNSET BEACH BAR
이루 바 & 선셋 비치바

비치 바

메인 레스토랑

Restaurant & Bar



Wide Selection of
Activities
몰디브 바다에서 즐기는 다양한 해양 스포츠 및 지상 스포츠

매일 밤 카니 리조트에서는 

다른 테마의 스펙타클한 

이브닝 쇼가 펼쳐진다. 

그날의 드레스 코드로 

맞춰입고 즐기는 

댄스파티도 클럽메드에 

왔다면 경험해야할 

특별한 이벤트.
세일링

스쿠버다이빙 제트스키

NIGHT 
ENTERTAINMENT
밤에도 즐거운 클럽메드

지상 최대의 스포츠 클럽 - 클럽메드 스포츠 스쿨

● 초보자를 위한 강습 : 스노클링, 세일링, 아쿠아 피트니스, 요가

● 모든 레벨을 위한 집중 강습 코스 : 스쿠버다이빙*, 서핑*,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 강습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스포츠 : 비치 발리볼, 비치 사커, 축구, 탁구, 카약, 보체볼, 배드민턴, 워터 폴로, 웨이트 & 심폐트레이닝

* 추가요금 서비스



이 모든 것을 가능케하는

클럽메드의 자산

다양한 국적의 언어가 가능한

리조트 상주직원 G.O는 리조트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물론 낮에는

전문 스포츠 강사, 리셉셔니스트 등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밤에는 

엔터테이너로 변신하여 매일 밤 

다양한 쇼를 선보인다. 

직원 그 이상의 가족이자 친구이다.

G.0

비치요가

INFINITY POOL 인피니티 풀

몰디브의 수평선과 맞닿은 수영장



디파처 라운지

Facilities
기타 편의 시설

DEPARTURE LOUNGE 

2014년 새롭게 리노베이션한 공간으로, 객실 체크인 시간보다 일찍 리조트에 도착했거나, 

항공 시간 때문에 체크아웃 후에도 리조트에 머물러야 하는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객실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과 관계없이 더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고, 리조트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디파처 라운지

BOUTIQUE 부티크

RECEPTION 리셉션

● 체크인 및 체크아웃

● 디파짓 카드 개설 및 결제   ● 환전 및 각종 정보 안내

● 유니크한 클럽메드 컬렉션 판매

● 현지 기념품   ● 악세서리 및 간단한 여행용품 판매
리셉션



EXCURSION*SPA by MANDARA*

전설의 자연 속으로

● 랍스터 피크닉-반나절

● 블루라군 투어-반나절

● 선셋 바베큐-2시간

● 경비행기 투어-20분

● 스노쿨링-1시간30분

● 유리바닥보트-1시간

문화와 만나기

● 말레 관광-반나절

● 잠수함 투어 & 말레 관광-반나절

짜릿한 쾌감을 찾아서

● 페러세일링-15분 ● 전통 줄 낚시-2시간

● 낚시-반나절 ●제트스키-30분

● 플라이보드-30분 ●펀튜브-20분

● 서핑-2시간 ●스탠드업 패들보드-30분

● 워터스키,웨이크보드 & 모노스키-15분

세계적 명성의 스파브랜드 MANDARA가 

스페셜 트리트먼트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웰빙의 

경험을 선사한다.

* 추가요금 서비스

외부관광스파

더 특별한 휴가를 위한 선택 서비스 

Optional Services*

ONLY FOR HONEYMOON
로맨틱한 허니문을 위한 스페셜 서비스

클럽메드의 선택 가능한 2가지 허니문 패키지

* 추가요금 서비스

** 현지 리조트 사정 및 시즌에 따라 변동가능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허니문 패키지옵션2익스클루시브 허니문 패키지*옵션1

●  체크인 & 레이트 체크아웃 우선권** ●  체크인 & 레이트 체크아웃 우선권**

인빌라 (In-Villa) 웰컴 서프라이즈
●  룸 데코레이션 ●  샴페인
●  클럽메드 커플 티셔츠 ●  턴다운서비스

인빌라 (In-Villa) 웰컴 서프라이즈
●  룸 데코레이션 ●  와인
●  클럽메드 커플 티셔츠

추가 혜택
●  고메 라운지 및 스페셜티 레스토랑 예약 우선권
●  사진 1매(18 × 24)인화 및 이메일 발송
●  로맨틱 디너 1회

   (카니 해변 or 피놀루빌라 모투 레스토랑)
●  커플 스파 트리트먼트 50분 바디마사지

추가 혜택
●  고메 라운지 및 스페셜티 레스토랑 예약 우선권
●  사진 1매(18 × 24)인화 및 이메일 발송



www.clubmed.co.kr  |  02-3452-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