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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ETERNAL
SUMMER
평화롭고 기쁨이 충만한 휴양의 시간.
아난타라 데사루 코스트 리조트 &
빌라에서 보낸 여름날. editor KANG YE SOL

푸르고 평온했던 여름날의 기억. 최상의 휴양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공존
하는 말레이시아의 아난타라 데사루 코스트 리조트 & 빌라(Anantara

Desaru Coast Resort & Villas)에 다녀왔다. 쿠알라룸푸르나 코타키나발
루에 비해 비교적 생소한 데사루 코스트는 남부 조호르바루의 남동쪽 끝
에 위치한 해안 지역으로, 최근 떠오르는 럭셔리 휴양지다. 세나이 국제공
항에서 차로 45분이면 닿지만, 한국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을 경유해 차나 페리로 이동하는 편이 더 용이하다.
싱가포르에서 차로 2시간가량 이동해 당도한 아난타라 데사루 코스트
리조트 & 빌라의 첫인상은 ‘평화로움’이었다. 이곳을 감싸는 바다와 열대 정
원, 오가는 사람들 모두에게서 온화한 기운이 느껴졌고, 이 덕분에 처음 마
주하는 것에 갖는 경계심은 금세 내려놓게 됐다. 그리고 맞은 휴양의 시작
은 그저 쉬는 것이었다. 정원과 석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90개의 딜럭스
게스트 룸과 프라이빗 풀을 갖춘 13개의 풀빌라, 프라이버시를 완벽히 보
장하는 인피니티 풀과 완비된 주방 시설을 갖추고 셰프와 버틀러 서비스까
지 제공하는 20개의 레지던스까지. 총 1백23개의 객실은 고요한 휴식을 바
라는 이들에게 더없이 완벽한 공간이었다. 특히 태양 빛을 막아주며 공기
순환을 돕는 말레시이아 전통 캄풍 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풀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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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지는 초대형 창문이 나 있어 극도로 쾌적했다.

을 만끽하는 신선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호텔에 상주하는 동식물

편안하고 느긋하게 여독을 푼 후 천천히 리조트를 둘러보며 크고 작은

학자, 누르 와유 라마다(Nur Wahyu Ramadah)가 이끄는 자연 탐험에 동

시설을 살폈다. 리조트 중심부에는 수영장 두 곳을 비롯해 아난타라의 시

참하면 아난타라 데사루가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그니처인 스파와 피트니스 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해변에 위치한 그릴 요리

물, 야생동물 등을 눈으로 보며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문화

와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시 파이어 솔트(Sea.Fire.Salt)’ 레스토랑, 말레이

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다면 베룽코 맹그로브 에코 투어에 참여

시아 요리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요리를 제공하는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해 현지 어부의 삶을 엿보며 그들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캄풍 린팅 빌리지

‘터머릭(Turmeric)’, 멋진 전망을 감상하며 칵테일을 음미할 수 있는 ‘인피니

(Kampung Linting Village)를 방문할 수도 있다. 머무는 동안 꼭 하나 이

티 바(Infinity Bar)’와 ‘라군 풀 바(Lagoon Pool Bar)’ 등 레스토랑과 바도

상은 체험하게 된다는 이곳의 프로그램은 자연과 이를 즐기는 이의 마음 모

하나같이 매력적이기 이를 데 없다. 수영장은 이곳에 숙박하는 누구나 이

두를 해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평화롭고, 다정하며, 산뜻하다.

용할 수 있고, 럭셔리 빌라에 2박 이상 투숙 시 데일리 레스토랑에서 조식,

 아난타라데사루

중식, 석식을 제공하며 이 밖에도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었다.

행복한 여름날의 휴식을 떠올릴 때 그려지는 몇 장면이 있다. 드넓은 바
다에 뛰어들거나, 초록 식물로 가득한 숲을 거닐거나, 눈부신 햇빛과 이를

진정한 휴양의 모든 것이 갖춰진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은 리조트 밖

막아주는 그늘에 누워 보내는 유유자적한 시간들. 아난타라 데사루 코스

데사루 코스트 지역으로도 이어진다. 인접한 바다로 나가면 비치 발리볼

트 리조트 & 빌라에 머물며 이 모든 장면의 주인공이 되었다. 사람과 자연

을 비롯해 패들보드, 카약, 윈드서핑, 카이트 서핑 같은 해양 스포츠를 맘

모두에게 무해한 휴양이 이곳에 있다.

껏 즐길 수 있고, 조깅이나 사이클링을 위한 지도를 받아 장엄한 자연을 자

주소 Persiaran Pantai, Desaru Coast, 81930 Bandar Penawar, Johor, Malaysia
문의 +60 7 828 0888
웹사이트 www.anantara.com
인스타그램 @anantaradesaru

유롭게 탐험하는 것도 꽤 흥미롭다. 약 22만 평(약 72만8000㎡) 규모의 과
일 농장 투어를 하며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기한 열대 과일의 맛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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