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at The Brando

format
‘멋있게’ ‘건강하게’ ‘즐겁게’ 살기 위
해 필요한 것은 바로 여유와 여가이
다. 가족 구성원들과 보다 나은 여가
를 통해 고급스러운 레지던스에서 보내
는 여유로운 시간은 당신에게 행복함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풍요로운 삶
을 꿈꾸는 당신을 위해 세계 각국의 럭
셔리 레지던스를 소개한다.

성 은 주 기자

MARLON BRANDO
Tetiaroa is beautiful beyond
my capacity to describe
The Brando is a unique luxury
r e s o r t o n Fr e n c h Po l y n e s i a’s
breathtakingly beautiful private
island of Tetiaroa, once Marlon
Brando’s personal sanctuary. The
all-inclusive resort features 35
deluxe villas each with its own
private beach area and plunge pool
overlooking the most beautiful atoll
in French Polynesia where white
sand beaches are frequented by sea
turtles, manta rays and exotic birds.
Designed to reflect Polynesian
lifestyle and culture, The Brando
is unique in concept and scope,
combining environmental purity,
luxury and Polynesian charm into
an enrich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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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vate atoll of Tetiaroa is just 30 miles north of Tahiti. Tetiaroa is
comprised of a dozen idyllic islands surrounding a spectacular lagoon. The
Brando is located on Onetahi, a small island or motu that is 193 acres. Tetiaroa
has always been a place of stunning beauty, tranquility and rejuvenation — first
for Tahitian royalty, who chose this island above all others for their summer
retreat, and later for Marlon Brando who was passionate about preserving its
cultural richness, natural beauty, and incredible bio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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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폴리네시아에 위치한 럭셔리 리조트 The Brando는 산호초섬 테티아로아(Tetiaroa)의 숨 막힐 듯 눈부신 풍경을 그대로 담고 있다. 폴리네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전경이라 자부할 수 있는 The Brando에서는 35개의 디럭스 빌라와 프라이빗 비치, 수영장이 있어 어떠한 간섭이나 속박 없이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해변에서는 바다거북, 독특한 어종과 조류를 만나볼 수 있어 특별한 자연 그대로를 경험해볼 수 있다. 타히티 섬에서 북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져 있는 테티아로아는 궁극의
프라이빗과 럭셔리를 자랑하며, 수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멋진 라군과 경관을 접할 수 있다. 폴리네시아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전통을 그대로 담은 The Brando는
고급스러운 가구와 시설, 개인 프라이빗 수영장, 햇살을 공간에 가득 유입할 수 있을 만큼 큰 창, 미풍, 라군 뷰를 갖추고 있다. 원목을 사용한 빌라와 주변 경관을 그대로 닮은
자연 정원을 자랑하는 리조트는 문화적 풍요로움과 자연의 아름다움, 믿을 수 없이 다채로운 생명의 다양성을 모두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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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ando에는 사용자의 완벽한 휴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The Brando 스페셜 셰프의 지휘 하에 준비되는 퀴진은 미슐랭 2스타

The Tetiaroa Atoll can be reached by a 20 minute charter flight from a private terminal at Tahiti’s Faa’a International Airport, landing on the resort’s

레스토랑 수준의 고급스러운 맛과 비주얼을 자랑한다. 자연에서 채취한 유기농 과일과 채소로 만들어져 건강까지 생각했으며, 칵테일과 디저트,

own airstrip on one of two 6-passenger Britten Norman airplanes (turboprop twin-engine). After landing at Motu Onetahi on Tetiaroa, guests will

각종 요리까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요리들을 맛볼 수 있다. 또한, 해변 근처에 위치한 The Beachcomber Café에서는 라군과 바다 전망을 바라보며

be greeted by a representative of The Brando and escorted by electric vehicle to their private villa. The 22 villas along West Turtle Beach and 13 along

클래식한 프렌치 스타일의 퀴진을 즐길 수 있다. 코코야자 나무에 자리한 Varua 스파 시설은 폴리네시아 스타일의 테라피와 현대식 트리트먼트가

South Mermaid Bay have been carefully designed to reflect the Polynesian lifestyle and traditions, with luxurious furnishings, deluxe amenities

어우러져 안락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시간을 선사한다. 증기 목욕과 차를 즐길 수 있는 라운지, 휴게실, 요가실, 커플을 위한 스파 스위트가 마련되어

including a private plunge pool, and windows as big as doors that let guests indulge in the sun, the breeze, and lagoon views. The villa’s timbered

있어 휴양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경험을 제공한다.

walls and native gardens are surrounded by exquisite sce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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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Bedroom Villas

약 30평에 이르는 충분한 공간의 One-Bedroom Villa는 내부와 외부가 마치 하나로 연결된 듯 내추럴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
아늑한 분위기와 현대적인 기술이 집약된 이 빌라에는 킹사이즈 침대와 커다란 창이 있어 편히 누워서도 아름다운 라군 뷰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프라이빗 풀로 가는 길에는 커다란 실외 욕조가 있으며, 빌라의 자연적 경계를 넘어 쉽게 화이트 샌드 비치에 닿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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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Bedroom Villas
Each 1,033 square foot villa has been
designed to feel as though indoors
and outdoors have merged together.
The cozy sitting room leads to a modern media room. A walkthrough
dressing area adjoins the bedroom
with a king bed and large windows
with lagoon views. The bathroom features an outdoor bathtub, where a
large deck leads to a private plunge
pool. Just beyond the natural boundary of the villa is private access to the
white-sand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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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Bedroom Villas
75평이 넘는 넓은 공간의 Three-Bedroom Villa는 그 이름처럼 3개의 침실과 넉넉한 생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대가족과 친구들 모임에 매우
적합하다. 세 번째 침실은 메인 빌라와 분리되어 있으며, 공간마다 개인 드레스룸, 욕실, 야외 욕조가 있어 편안한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 천장의
패턴부터 지붕까지 폴리네시아의 전통미가 그대로 느껴지며, 테라스를 지나면 바로 있는 개인 수영장에서 프라이빗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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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Bedroom Villa
This large villa is 2,648 square feet,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friends or a larger family to stay together. This villa has all the
features of the two-bedroom villa but on an even larger scale, the dining area will accommodate up to 8 people. The third bedroom
is separated from the main villa by an above-ground walkway, and includes its own dressing room, bathroom, and outdoor bathtub.
The furnishings are upgraded in the private outdoor space, which includes an expanded deck and a 236 square foot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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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Bedroom Vi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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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all the appointments of a one-bedroom villa—plus many built-in extras—in any of these 1,808 square foot two-bedroom villas. A

2개의 침실과 충분한 생활 공간, 식사 공간, 입구까지 50평이 넘는 공간의 Two-Bedroom Villa는 One-Bedroom

large, airy living room combines features a private dining area with seating for six, a kitchen, and a wide entryway onto a large, two-tiered

Villa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2단 테라스를 특징으로 한다. 푸른 하늘과 야자수 나무로 둘러싸인 개인 수영장은

deck. In these villas, the second bedroom is situated above the first and the upstairs bedroom has some additional features such as sweeping

폴리네시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기 충분하며, 마치 스스로가 자연경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lagoon views and an outdoor bathtub. A large 1,658 square foot outdoor living area features lounging areas, deck, and a plunge pool.

라운지와 테라스, 수영장을 포함한 야외 공간은 약 47평에 이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부신 해변 전경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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