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xury
Travel

Experience the Difference
여행의 색을 입히다

파말리칸 아만풀로

KALPAK: The Brand

삶이 다르면 여행도 달라야 합니다

If your life is different, so should be your travels!
KALPAK은 KAL+Package의 의미로, 대한항공과 한진관광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고품격 여행 브랜드입니다.
KALPAK은 세계 럭셔리 호텔그룹과의 협업 및 여행 전문가들의 세심한 준비로 최고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KALPAK is the brand name of luxury travel programs jointly developed by Korean Air(KAL) and HANJIN Travel.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 world’s leading luxury hotel groups and meticulous services by travel experts, KALPAK is able to provide the best travel services.
KALPAK is a globally recognized brand.

Luxury

Private

Trust

Expert

Feel

차원이 다른
럭셔리 여행

나만을 위한
프라이빗한 여행

믿을 수 있는
여행

여행 전문가가 만드는
새로운 여행

보는 여행이 아닌
느끼는 여행

KALPAK: The Brand

KALPAK, 차별화된 여행을 추구합니다

KALPAK, offering its customers truly
differentiated travel
최고의 럭셔리 호텔, 세계 미식가들이 인정한 최고급 레스토랑, 이동 동선과 소요시간을 고려한 여유로운 일정, 개개인의 기호를 반영한 맞춤형 여행⋯
고객이 꿈꾸는 어떤 여행도 현실이 됩니다.

The most luxurious hotels, best restaurants recognized by the world’s gourmets, leisurely schedules allowing for traffic and time constraints,
and customized travel programs designed to your taste⋯ Anything you dream of can become a reality!

KALPAK이 추구하는 여행

Luxury Hotels

Premium Restaurant

Theme Travel

Order Made

Only For You

세계적인 명성의
럭셔리 호텔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경험합니다

그 지역만의 문화를
배경으로 품격 있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체험합니다

그 지역 문화에
흠뻑 취할 수 있도록
여유로우면서 차별화된
코스로 꾸며집니다

고객의 취향에 따라
일정을 자유롭게 구성하는
맞춤형 여행을
진행합니다

직항이 없는 지역에도
대한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모십니다

KALPAK: The Brand

KALPAK, 글로벌 럭셔리 여행 네트워크 Virtuoso 멤버가 되다

KALPAK is a member of Virtuoso,
the leading luxury travel network.
KALPAK은 전세계 2,000개 이상의 파트너와 22,000명 이상의 여행 전문가로 구성된 여행 관련 상위 2%의 업체에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Virtuoso의 회원사로서, KALPAK은 최적의 가격과 고객을 위한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ALAPK is proud to be within the 2% of top travel providers consist of more than 22,000 travel advisors associated with over 2,000 agencies in 50 countries.
As a member of Virtuoso, KALPAK is able to negotiate the best rates, get access to exclusive benefits, amenities and upgrades for our clients at no additional cost.

Hotels, Resorts

Cruise

• Room upgrade

• Ship board credits

• Early check-in / Late check-out

• Complimentary pre/post-trip hotel stay

※ Subject to availability

• Complimentary & exclusive shore excursions
• Private welcome receptions

• US$100 hotel credits for dinning, spa and shopping
• Daily breakfast for two
※ Guaranteed

• Dedicated onboard hosts

Enjoy Luxury Travel
여행의 격이 다르다

홍콩 페닌슐라

Hotel

KALPAK's Mission

누구나 경험하지 못하는 호텔에서의 휴식

Relaxation in special hotels selected just for you!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연합체인 The Leading Hotels of the World 소속 호텔 및 Aman, Four Seasons Hotels and Resorts, The Peninsula Hotels 등
전 세계 최고의 호텔에서 만족스런 경험을 선사합니다.

Starting with The Leading Hotels of the World, to Aman, Four Seasons Hotels and Resorts, and The Peninsula Hotels, etc.,
you can enjoy a lifetime experience in the world's best hotels.

Udai Vilas Palace I India I

Capella Singapore I Singapore I

Aman Venice I Italy I

KALPAK's Mission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오감으로 만족하는 미식의 시간

Enjoy unique gastronomic experiences
in luxurious restaurants

Dining

미슐랭 스타 선정 레스토랑, 유명인사가 방문한 레스토랑, 세계적인 스타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미식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KALPAK will guide you to Michelin star restaurants, celebrities’ favorite hangouts, and restaurants with celebrity chefs to satisfy your culinary desires.

Le Chantecler I France I

Michelin Star Sign I France I

Zirbelzimmer I Austria I

Theme

KALPAK's Mission

스토리가 있는 전문가 동행 테마여행

Themed travel programs with story,
accompanied by experts
KALPAK은 고객의 기호와 취향에 맞춘 다양한 테마여행 상품으로 고객의 지적 만족감과 예술적 감성을 충족시켜 드립니다.
KALPAK satisfies customers’ intellectual and artistic sensitivities by offering various themed travel programs designed to satisfy customers' tastes.

유정우 박사의 음악축제

이원복 교수의 문화탐방

이문열 작가의 역사기행

전문 자문위원
■유정우 박사 |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흉부외과 전문의, KBS 클래식 FM 33주년 기념 서적 <행복한 클라시쿠스> 공저
■이원복 교수 | <먼나라 이웃나라> 저자, 前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회장
■이문열 작가 | <황제를 위하여> <삼국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저자
■정준모 교수 | 문화정책∙미술비평가, 前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정준모 교수의 아트투어

Private

KALPAK's Mission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여행

Travel independently, undisturbed by group tour schedules
KALPAK의 프로그램은 특별합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프라이빗한 식사, 개인의 취향을 고려한 프라이빗한 액티비티⋯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여행의 만족감을 극대화합니다.

KALPAK’s travel programs are very special. Every moment is customized for you, from private dinners with your loved ones, to private activities that suit your special tastes.
KALPAK maximizes the satisfaction in your travel, free from limitations of space and time.

Private Yacht I Amanzoe I

Private Jet I Korean Air I

Private Dining I Four Seasons Resort Mauritius I

KALPAK's Mission

전세기를 이용한 더욱 편안한 여행

More comfortable travel
on chartered flights
직항이 없는 도시에도, 대한항공 전세기로 더욱 편리하게 모십니다.

A chartered KAL flight will transport you to these exotic cities with non-stop flights from Korea.

프랑스 마르세유 전세기 Ⅰ고르드 중세마을Ⅰ

노르웨이 오슬로 전세기 Ⅰ게이랑에르Ⅰ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전세기 Ⅰ하일랜드 전경Ⅰ

Especially for You
오직 당신만을 위하여

발리 아만킬라

KALPAK’s Membership Benefits

KALPAK 멤버십 고객님께 드리는 혜택

Benefits of KALPAK membership
KAPAK 멤버십 가입 대상
1
2

최근 3년 내 KALPAK 이용 고객 or
KALPAK 예약 확정 고객
대한항공 밀리언 마일러(MM) 회원 or
모닝캄 프리미엄(MP) 회원

KALPAK 멤버십 혜택
1

인천국제공항 체크인 우대 서비스 제공
이코노미석 탑승 고객: 프레스티지 체크인 카운터 이용
프레스티지석 탑승 고객: MM 및 MP 체크인 카운터 이용

2

사전 좌석배정 및 수하물 Priority Tag 서비스

3

KAPAK 상품 구매가의 2% 포인트 적립 및 사용
KALPAK 상품 재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
싸이버스카이 기내 면세품 구매 (최대 20만 포인트까지 사용 가능)

4

연간 이용 실적에 따른 추가 혜택 제공
인천국제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프레스티지석 업그레이드

5

맞춤형 여행 컨설팅 서비스 제공

KALPAK's Partners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와의 파트너십

KALPAK has formed partnerships with
famous global brands

Abercrombie & Kent

Aman

Banyan Tree Hotels
& Resorts

Belmond

The Peninsula Hotels

Four Seasons Hotels
and Resorts

The Leading Hotels

One & Only

Relais & Chateaux

Six Senses Hotels
Resorts

KALPAK's Partners

KALPAK의 VIP 제휴사

KALPAK’s VIP affiliates
Mercedes Benz Korea

Shinsegae Department Store

Walkerhill Prestige Club

메르세데스 벤츠 매거진

신세계 VIP 매거진

워커힐 프레스티지 클럽 eDM

KALPAK’s PR Channels

KALPAK만의 커뮤니케이션

KALPAK’s communication

KALPAK CLASS
(Membership Magazine)

Morning Calm
(Inflight Magazine of Korean Air)

Beyond
(Inflight Entertainment Magazine)

Sky News

기타
■Newspaper advertisement
■MMS
■Website
■Mobile Site
■Keyword advertisement
■SNS
KAL Limousine 외부 광고

eDM

Brochure

Name of Company

Inception of Work

Name of President

No. of Employee

Authorized Capital

Main Business

ㅡ

ㅡ

ㅡ

ㅡ

ㅡ

ㅡ

Hanjin Travel Service Co., Ltd.

August 23, 1961

Mr Kyowook, Ahn

150 persons

US $ 3,000,000

Outbound / Inbound
MICE / GSA

서울 중구 서소문로117 대한항공빌딩 6층 KALPAK

6th Floor, Korean Air Bldg., 117 Seosomun-ro, Jung-gu, Seoul, Korea 04515
www.kalpak.co.kr | TEL 02-726-5800 | FAX 02-771-9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