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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나 마르베야

• Cool off in one of the five 
swimming pools dotted around 
this lush oasis in the heart of the 
city.

• Try tapas, jamón ibérico and 
oil olive in the contemporary 
atmosphere of our restaurants.

• Explore the natural beauty of 
the region and its rich Arab-
Andalusian heritage.

• Embrace the Spanish way of life, 
surrounded by luxuriant gardens.

Resort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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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페리어룸

 객실 면적 (m2) Highlights 최대 수용인원

슈페리어룸 - 오션뷰 30 바다 전망, Furnished balcony 1 - 2

슈페리어룸 - 오션뷰 커넥팅 60 바다 전망, Furnished balcony 1 - 4

패밀리 슈페리어룸 + 슈페리어룸 커넥팅 75 Furnished balcony 1 - 5

패밀리 슈페리어룸 + 슈페리어룸 커넥팅 75 바다 전망, Furnished balcony 1 - 5

패밀리 슈페리어룸 45 Furnished balcony 1 - 3

패밀리 슈페리어룸 45 바다 전망, Furnished balcony 1 - 3

슈페리어룸 30 Furnished balcony 1 - 2

슈페리어룸 커넥팅 - 휠체어 이용 가능 60 Furnished balcony 1 - 4

슈페리어룸 - 휠체어 이용 가능 30 Furnished balcony 1 - 2

슈페리어룸 커넥팅 60 Furnished balcony 3

슈페리어룸 커넥팅 60 Furnished balcony 1 - 4

Equipment
•  에어컨
•  아기 침대 (요청시)
•  베이비 웰컴 패키지
•  전화기
•  인터넷 이용가능
•  플랫 스크린 TV
•  미니 바
•  주전자
•  금고
•  USB 충전 포트
•  전기 소켓 type E : 220 - 240 V

Bathroom
•  Shower
•  Twin vanity sinks
•  Hair Dryer
•  Magnifying mirror
•  Amenities (shampoo, shower gel, body 
lotion)

Services
•  러기지 서비스
•  세탁 서비스 (추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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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럭스룸

 객실 면적 (m2) Highlights 최대 수용인원

디럭스룸 - 오션뷰 45 바다 전망, 라운지 구역, 
Furnished balcony 1 - 2

디럭스룸 + 슈페리어룸 - 오션뷰 커넥팅 75 바다 전망, 라운지 구역, 
Furnished balcony 1 - 4

Equipment
•  에어컨
•  아기 침대 (요청시)
•  베이비 웰컴 패키지
•  전화기
•  인터넷 이용가능
•  플랫 스크린 TV
•  주전자
•  다리미&다리미판
•  금고
•  Sofa(s)
•  USB 충전 포트
•  전기 소켓 type E : 220 - 240 V

Bathroom
•  Hair Dryer
•  Magnifying mirror
•  Shower
•  Twin vanity sinks
•  Separate toilets
•  Bathrobe
•  Slippers
•  Amenities (shampoo, shower gel, body 
lotion)

•  Amenities : accessories (vanity kit, 
manicure kit, etc.)

Services
•  러기지 서비스
•  Minibar (non-alcoholic drinks) - 
refilled upon request

•  턴 다운 서비스
•  수영장 타올
•  세탁 서비스 (추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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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트

 객실 면적 (m2) Highlights 최대 수용인원

스위트 - 오션뷰 + 슈페리어룸 - 오션뷰 
커넥팅, 호라이즌 90 바다 전망, 라운지, Furnished 

balcony 1 - 4

스위트 - 호라이즌 60 바다 전망, 라운지, Furnished 
balcony 1 - 2

스위트 - 호라이즌 60 바다 전망, 라운지, Furnished 
balcony 1 - 2

스위트 - 오션뷰 + 슈페리어룸 - 오션뷰 
커넥팅, 호라이즌 90 바다 전망, 라운지, Furnished 

balcony 1 - 4

Equipment
•  에어컨
•  아기 침대 (요청시)
•  베이비 웰컴 패키지
•  전화기
•  플랫 스크린 TV
•  블루투스 스피커
•  커피머신
•  주전자
•  다리미&다리미판
•  우산
•  금고
•  Sofa(s)
•  USB 충전 포트
•  전기 소켓 type E : 220 - 240 V

Bathroom
•  Shower
•  Hair Dryer
•  Magnifying mirror
•  Amenities (shampoo, shower gel, body 
lotion)

•  Bathtub
•  Twin vanity sinks
•  Bathrobe
•  Slippers
•  Amenities : accessories (vanity kit, 
manicure kit, etc.)

Services
•  특별 교통편 제공 (현지 교통편 포함 예약 
시)

•  객실 내 러기지 서비스
•  무료 룸서비스 (유럽식 아침식사)
•  클럽메드 스파 우선 예약권
•  프리미엄 와이파이
•  Priority Booking at the Gourmet 
Lounge

•  Minibar (non-alcoholic drinks) - 
refilled daily

•  오후 3시 이후 도착 시, 무료 점심 제공
•  턴 다운 서비스
•  수영장 타올
•  세탁 서비스 (추가요금)
•  청소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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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액티비티**
지상 스포츠 & 그 외 액티비티

그룹 레슨 자유롭게 이용 가능 At extra cost 
class 최소 연령

Golf 모든 레벨 / 초급 / 
초보 / 중급/전문가 8 세 이상

Tennis 모든 레벨 / 초급 4 세 이상

Padel 초보 6 세 이상

Trapeze & Circus 모든 레벨 4 세 이상

수영장 액티비티
모든 레벨을 
위한 그룹강습 (
연령, 날짜에 따라 
이용여부 상이)

16 세 이상

Fitness

모든 레벨을 
위한 그룹강습 (
연령, 날짜에 따라 
이용여부 상이) / 
초보 / 자유이용

16 세 이상

Entertainment ✓

Archery 초보 6 세 이상

Team sports 자유이용 8 세 이상

Mini golf 자유이용

Petanque (boules) 자유이용

Table tennis 자유이용

Excursion* ✓ ✓

*on demand (at extra cost)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 여부 상이

*** 그린피 패키지 예약 가능 (추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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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cine
실외 수영장
Fabulous swimming pool measuring around 
900 m2 located at the centre of the Resort. This freshwater 
pool is equipped loungers, parasols and showers. 

Children a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ir parents or an 
accompanying adult.

젠 풀
실외 수영장

실내 수영장
실내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
실외 수영장

Water games area
실외 수영장

고요한 분위기의 이 수영장은 성인 또는 성인을 동반한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만 이용 가능합니다.

클럽메드 스파에 위치한 수영장입니다.

이 따뜻한 수영장은 미니 클럽 시설 중 하나입니다.

수심 (최소/최대): 0.1m / 0.4m

This is a place where laughter rings out. Splashing 
around with your family is an unmissable part of a fun 
family holiday. Your kids will love the water slides and 
aquatic games. Two slides, all sorts of water jets and spray 
systems... a real treat for kids and grown-ups.

Water jets and spray systems are activated from early 
April to late September.

Children a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ir parents or an 
accompanying adult.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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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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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메드 스파 by CINQ 
MONDES*

고대 세계의 미용 관리 비법에 영감을 받아, Cinq Mondes는 다양한 문화를 결합한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전통 약학에서 비롯된, 자연 재료와 전문 지식을 결합한 
트리트먼트를 누려 보세요. 그 효과는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on demand (at extra cost)

Excursions*

Nature getaways : 
Flamenco evening Chiringuito Estepona / Ronda and the white villages / The 
secret itineraries of Sierra de los Nieves

Connecting with culture : 
Mijas / Ronda / Malaga, the new cultural capital! / Granada and its Flamenco / 
The Alhambra, jewel of Granada

Sense of adventure : 
Sensational Caminito del Rey / Andalusian aromas and flavours / Catamaran on 
the Costa del Sol / Guadalmina, river trekking

*on demand (at extra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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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클럽
키즈클럽

 연령 객실 Included Activities
On demand 
activities (at 
extra cost)

이용가능 시기

만 0-2세 베이비 클럽* Creative workshops, Early 
learning, Walks Always

만 2-3세 쁘띠 클럽® (만 2-3
세)*

Creative workshops, Early 
learning, Walks, Show 
time, Evening

Always

만 4-10세 Mini Club Med +

New fun activities, Archery 
group lessons, Show 
time, Paddle tennis group 
lessons, Tennis group 
lessons, Evening, Flying 
trapeze group lessons

Always

만 11-17세 Club Med 
Passworld

Archery group lessons, 
Show time, Golf group 
lessons, Paddle tennis 
group lessons, Tennis 
group lessons, Aerial 
Fitness, Flying trapeze 
group lessons

최저 11-01-2023 ~ 03-11-
2023

최저 24-12-2023 ~ 05-01-
2024

최저 12-02-2024 ~ 08-03-
2024

최저 31-03-2024 ~ 03-05-
2024

키즈클럽 액티비티
 연령 Included Activities On demand activities (at extra cost)

만 0-2세 Family "Big Snack", 클럽메드 고객 무료 이용

만 2-3세 Club Med Amazing Family!, Family "Big Snack", 
Family show time, 클럽메드 고객 무료 이용

만 4-10세

Club Med Amazing Family!, Family "Big Snack", 
Family Arts & Crafts, Family show time, Family 
tournaments & games, Family water fun, 클럽메드 
고객 무료 이용, Free acces to golf Resort's facilities, 
Free access to padel  courts, Free access to tennis 
courts

만 11-17세

Club Med Amazing Family!, Family "Big Snack", 
Family Arts & Crafts, Family show time, Family 
tournaments & games, Family water fun, 클럽메드 
고객 무료 이용, Free acces to golf Resort's facilities, 
Free access to padel  courts, Free access to tennis 
courts

Family Spa

*on demand (at extra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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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클럽 서비스

 연령 Included activities & facilities On demand activites & facilities (at 
extra cost)

만 0-2세 Club Med Baby Welcome, Facilitate your arrival Baby-sitting

만 2-3세 Facilitate your arrival Evening Service, Baby-sitting

만 4-10세 Facilitate your arrival Baby-sitting

만 11-17세 Facilitate your arrival

*on demand (at extra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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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nos
메인 레스토랑

Tierra Gourmet 
Lounge
고메이 라운지

With a view of the sea from the terrace or air-
conditioned dining rooms, choose from an 
offer of international cuisine or local delicacies 
and watch the chefs prepare gourmet dishes in 
front of you. 
The restaurant also has a Baby Corner, serving 
meals to our youngest diners.

A lively place with a bar, wine cellar, and 
drugstore, as well as a gourmet snack bar, the 
Gourmet Lounge welcomes guests all day long. 
Feel like a late breakfast? Some tapas, dinner 
with table service (reservation required) and 
the best of local cuisine, or a Spanish wine-
tasting workshop (on demand)? Indulge and 
enjoy the space’s lounge ambiance and live 
music.

스페인

마그나 마르베야

바
Rouge Bar
Main bar

Bar Sierra Blanca
Zen Pool Bar

Bar Gourmet Lounge
Gourmet Lounge Bar

레스토랑 & 바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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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정보

Adress
마그나 마르베야
Calle Padre Paco Ostos, S/N, MARBELLA, Malaga
29601, SPAIN

이용가능 최소 연령 없음

 Hygiene & Safety
Safe Together. 클럽메드는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행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위생과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편안한 리조트 도착을 위한 Easy Arrival
"Easy Arrival service *
온라인으로 세부 정보를 등록해두면 도착에 맞추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두는 서비스입니다. 
간편한 체크인 – 체크 아웃
어린이 미니 클럽 등록
클럽메드 온라인 계정
Member Space에서 확인 가능
* 리조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상이할수 있습니다.

 체크인/체크아웃
For all stays, arrival between 4 and 8 pm. G.M®s who arrive early may be able to have 
lunch at extra cost, subject to availability.
Rooms available during the afternoon.
Rooms to be vacated by 10 am on day of departure, for departure from the Resort at 
3 pm (breakfast and lunch included).
Should any of these times change, the revised times will be given in your "Holiday 
Rendez-Vous".

 교통편
Malaga Costa del Sol Airport (40 분.)

 My Club Med App
My Club Med 앱 : My Club Med 앱만 있으면 여행을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리조트 지도, 
시설 및 액티비티들 뿐 아니라 다양한 전용 서비스들을 확인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My Club Med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