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vanta by Taj - Madikeri, Coorg, 미국, 영국 및 인도에서 전 세계 최고의 신규 호텔을 

선정한 Conde Nast Traveller 핫 리스트 2013 에 올라 
 

(뭄바이, 인도 2013 년 6 월 일 PRNewswire=연합뉴스) Vivanta by Taj - Hotels & 

Resorts 가 가장 최근에 받은 찬사에 대해 발표했다. 바로 Vivanta by Taj - Madikeri, 

Coorg 가 Conde Nast Traveller 미국, 영국 및 인도 핫 리스트 2013 에 오른 것이다. Conde 

Nast Traveller 핫 리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여행객들이 가장 신뢰성 높은 안식처를 선정해서 

발표한다. 매년 발표되는 이 핫 리스트는 전 세계의 잡지 기고가들이 제출한 수백 건의 추천을 

검토해 최종 명단을 선정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1926-vivanta-by-taj-madikeri-coorg-conde-nast-

traveller  

 

이 호텔은 고도 4 천 피트 높이에 면적 180 에이커에 달하는 아열대 우림에 위치하며, 자연을 

사랑하고 사치를 즐기는 이들을 위한 완벽한 휴양지다. 이 호텔은 마치 산맥을 담은 듯한 파노라마 

전망을 제공한다. 호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우거진 우림에는 350 종이 넘는 식물과 동물이 살고 

있다.  
 

이 호텔이 선보이는 3 만 평방피트의 Jiva Grande Spa 는 독특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시그너처 

Jiva 경험을 제공한다. 장작을 때는 Gudda 목욕탕은 쿠르그 지역의 풍토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 

지역의 전통 가옥에서 볼 수 있다.  
 

Nellaki 레스토랑에서는 쿠르그 지역의 특별 요리를 제공하고, 하루종일 서비스가 제공되는 Fern 

Tree 에서는 아름다운 전망을 즐길 수 있다. Dew 에서는 건강에 신경쓰는 고객들을 위해 유기농 

요리를 대접한다.  
 

각 Vivanta by Taj 호텔은 지역 문화에 뿌리내린 시그너처 경험 'Vivanta Motifs'를 제공한다. 

고객들은 Vivanta by Taj - Madikeri, Coorg 에서 2,500 평방피트 면적의 도자기 체험장에서 

직접 도자기도 만들어보고, “우림 인사이더”로 수수께끼에 휩싸인 우림을 해석하며, Kodavas 땅의 

살아있는 연대기 Vivanta 온실을 탐험할 수 있다. 또한 대형 야외원형극장에서 개인화된 101 개의 

촛불을 체험하고, 쿠르그의 유명한 역사학자 Dr. Belliappa 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그가 들려주는 

Madikeri 설화도 들을 수 있다.  
 

올해로 설립 2 년째를 맞은 Vivanta by Taj 브랜드는 2013 세계 럭셔리 지수에서 가장 인기많은 

호텔 브랜드 탑 50 에서 36 위를 차지했다. Digital Luxury Group 이 Ecole Hoteliere 및 

Luxury Society 와 공동으로 작성하는 세계 럭셔리 지수는 럭셔리 산업에서 가장 많이들 찾는 

브랜드를 분석해서 국제적으로 순위를 매긴다.  
 

Vivanta 발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논다. 긴장을 풀고 에너지를 충전한다. 생각하고 의논한다. 진화하고 

변화한다. 예상치 못한 반전을 지닌 정상을 대변하는 정신에 매료된다. 멋지고 세련된 Vivanta by 

Taj 는 상상력, 에너지 및 효율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호텔 경험을 제공한다. 인도와 인도양 

지역에서 27 개의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Vivanta by Taj 는 고아, 케랄라, 스리랑카 및 

몰디브와 같은 인기 많은 휴양지는 물론, 주요 대도시 수도에도 진출했다. Vivanta by Taj 는 

‘쿨 럭셔리’를 상상력이 풍부하고, 활기가 넘치며, 멋진 방식으로 해석하여 제공한다. 혁신적인 

요리, 활기찬 공간, 독특한 문양, 똑똑한 기술 활용 및 끊임없이 참여하고, 상쾌하게 하며, 긴장을 

늦추는 경험을 통해 감각적인 라이프스타일에 흠뻑 빠진 국제적인 여행객들의 흥미를 잡아 끈다.  
 



Vivanta by Taj Hotels & Resorts 

트위터: http://twitter.com/vivantabytaj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vivantabytaj  

유튜브: http://www.youtube.com/vivantabytaj  
 

추가 정보 문의처 
Sushil.Megharaj@edelman.com  

+91-99302-13348 

 

Shona.Dias@edelman.com  

+91-98194-418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