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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a special journey at PARK ROCHE Resort & Wellness

Only for you

큰 바위 밑에서 숙면을 취했다 하여 붙여진 숙암. 

파크로쉬가 위치한 숙암리(宿岩里)는 

지친 이들을 품어 주었던 큰 바위의 품을 느끼게 합니다. 

이곳에서 일상의 짐을 풀어놓고 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강원도 정선에서 느끼는 건강한 공기와 빛, 신선한 로컬 푸드로 만든 음식. 

쉼을 주는 요가와 명상, 나만의 숙면 방법을 찾는 것 또한 

PARK ROCHE에서 즐길 수 있는 웰니스 여정입니다. 

나만의 웰니스 모먼트를 통해 

든든한 에너지를 가득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Awake Healthy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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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바위에 앉아, 짐을 풀다

CHAP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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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가 건네는 첫인사  

파크로쉬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차분한 쉼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돌과 나무, 꽃, 허브의 향은 숲속으로 손을 잡아끄는 것만 같은 기분을 안겨줍니다. 

바위 위에 앉아 바람을 타고 오는 자연의 향을 곳곳에서 느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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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그대로 담은 작품 

영국의 작가 리차드 우즈(Richard Woods) 작품을 

파크로쉬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색채와 자연을 담은 패턴은 마치 안과 밖을 연결해 놓은 것처럼 

자연 속에 머무는 기분이 듭니다.

객실 내부에는 박찬우 작가의 ‘stone’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파크로쉬에 머무는 동안 자연 속에 안겨있는 편안한 기운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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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 충분한 소파 

피곤함에 지친 몸을 달래주는 긴- 소파는 기다란 볕을 닮아 

시시각각 변하는 창밖의 풍경까지 담아냅니다.

아무렇게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소파에 두 다리를 쭉 뻗고 

가장 편한 자세로 누워 내일의 계획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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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주는 한상차림 

언제 먹어도 부담 없는 파크키친의 담백한 요리들은 

오롯이 나를 위한 한상차림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소금과 기름기를 덜어낸 자리에는 느긋한 풍광을 

한 스푼 더 담았습니다.   

자신에게 선물하는 정갈한 한상을 음미해 보세요. 

파크키친에서는 샐러드, 죽, 국물 요리, 고기 요리 등 
한식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더덕 정과, 된장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 파크로쉬 
스타일로 재해석한 한국식 디저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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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물속에서 휴식하기

워터젯, 에어버블, 빗속을 통과하는 느낌의 레인 폴 샤워 등

파크로쉬의 다양한 워터 스파를 통해 쌓여있던 긴장을 비워내 보세요. 

마음마저 트이는 사우나에서는 찰랑찰랑 물소리에 박자를 맞추어 

계절의 리듬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목욕을 즐기고 나면 일상의 피로는 

씻겨 나가고 편안함이 나를 이끕니다. 

HOW TO SAUNA
목욕 시작 전, 물 한 잔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미온수로 샤워한 뒤 온탕‧열탕‧
냉탕 순서로 이용합니다. 열탕과 냉탕은 	
5분 이상 머물지 않는 것이 좋고 전후로 
미온수 샤워를 해주어 자율신경계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아요. 중간중간 사우나 안의 고운 
얼음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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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암미모사는?
유자 또는 오디에 샴페인을 더해 상큼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파크로쉬의 시그니처 칵테일입니다. 

특별함이 필요한 밤 

깊은 밤, 이대로 잠들기 아쉽다면 1층에 위치한 

바에서 색다른 무드를 만들어보세요. 

하나의 문을 지나는 순간, 다른 세계로 초대된 듯 

운치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음식과 주류,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바에서     

파크로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칵테일 

숙암 미모사 한 잔이 특별한 밤을 완성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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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잠에 들다

단단한 풍경을 머리맡에 두다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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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잠에 들다

매일 잠들고 깨기를 반복하지만 알아채기는 힘든 수면 방법.

파크로쉬의 숙암 랩에서 최적화된 나의 수면 방법을 찾아보세요.

아침을 맞는 순간까지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소프트, 레귤러, 하드 3가지 타입의 매트리스와

솜, 오리털, 메모리폼, 워터 젤, 메밀 등 다섯 종류의 베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괜찮은 밤,

파크로쉬에서 나에게 맞는 수면 컨디션으로 깊은 잠에 빠져 보세요.

든든한 바위틈에 담긴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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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기가 담긴 아늑한 방

파크로쉬 객실에는 따스한 빛이 머무르는 것처럼 온기가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따뜻함과 벽에 위치한 조명 컨트롤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단계별 조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단계의 섬세한 조명으로 자신만의 빛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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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DRINK
1. 약 9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티팟의 2/3 정도 붓습니다.
2. 티백을 넣고 약 4분간 우려냅니다. 기호에 따라 시간은 조절하셔도 좋습니다.
3. 티백을 꺼내고 우려낸 차를 마십니다. 

내일을 만드는 차 

평소에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대신

파크로쉬에서 준비한 숙면에 좋은 2가지 허브차를 즐겨 보세요. 

평소와는 다른 선택이 어제보다 건강하고 가벼운 아침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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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의 특별한 트랙

따뜻한 방 안에서 적절한 조명과 차를 준비했다면 

마지막 남은 일은 오늘을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음악을 선곡하는 것입니다. 

이어폰 한쪽씩 나눠 듣지 않아도 객실마다 비치된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여럿이 함께, 혹은 혼자서도 풍부한 음질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남을 순간을 위해 마음을 간질이는 음악을 채워 보세요. 

MUSIC FOR WELLNESS

어떤 음악이 좋을지, 특별한 트랙을 찾지 못한 

분들이라면 파크로쉬에서 제작한 음악을 

즐겨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로 Play 해 보세요. 

HOW TO PLAY
1. 스피커 뒷면의 Power ON!
2. 핸드폰의 블루투스 기능 ON!
3. 연결 완료! 이제 원하는 음악으로 공간을 채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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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마음 깨우기 

맑은 공기로 몸과 마음을 깨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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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안내하는 공기 

아침을 깨우는 정선의 청정한 공기를 느껴보세요. 

객실 창문을 활짝 열고, 혹은 루프 탑에 올라가 깊이 숨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머리칼을 흩뜨리는 상쾌한 공기는 길의 안내자가 되어 산책길로 향하게 할 거예요.

자신만의 속도에 맞추어 파크로쉬의 주변을 찬찬히 걸어 보세요. 

HOW TO BREATH
코끝을 지나 기도와 허파 깊숙이까지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고 
다시 들숨과 날숨으로 돌아옵니다.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리듬을 따라가되 조절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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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를 담은 한 잔 

파크로쉬에서의 아침은 충분한 여유를 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긴 잠에서 깨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 뒤,

습관처럼 마시는 물 한 잔에도 여유를 담아서 곱씹듯 천천히 마셔보세요.  

건강한 맛을 느끼고 싶다면 

신선한 제철 과일과 야채로 주문 즉시 만들어지는 

로쉬카페의 6가지 웰니스 주스를 즐겨 보세요. 

HOW TO DRINK WATER
아침에 일어나면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물을 천천히 곱씹듯이 마십니다.
한 모금 한 모금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에 닿을 때까지 전해지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이어서 마시는 신선한 물로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상상을 해봅니다. 
건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찬 물을 급하게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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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하고 건강한 식사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셰프가 

직접 정선 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대관령 한우 육회, 정선 곤드레 죽, 

강원도 더덕 정과 정선 옥수수 판나코타 등

파크로쉬만의 메뉴를 통해 건강하고 세련된 로컬 푸드를 즐겨보세요. 

파크로쉬에서는 로컬 푸드를 더욱 건강하게 제공하기 위해 직접 담근 장을 사용합니다. 
셰프가 재료 선정부터 꼼꼼히 체크하고 정선의 햇살과 공기로 천천히 숙성시킨 
파크로쉬만의 슬로푸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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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로쉬카페의 창으로 들어오는 

정선의 햇살을 즐기며 느긋한 식사를 즐겨 보세요. 

고유의 재료 맛을 살린, 셰프의 노하우가 담긴 요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미각의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로쉬카페의 모든 메뉴는 테이크아웃이 가능합니다. 
어디서든 특별한 피크닉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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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 깨우기 

커다란 창으로 마중 나온 산, 바람, 나무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지쳐있던 마음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체 에너지까지 깨워줄 파크로쉬만의 웰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나에게 맞는 움직임을 찾아보세요. 

모든 감각에 집중해 천천히, 나를 살피는 오늘을 경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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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ness Program

파크로쉬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나에게 꼭 맞는 건강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Yoga - 바로요가, 카밍요가

경직된 몸과 마음을 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깊은 호흡을 통해 숨어 있던 몸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Fitness - 폼롤러 피트니스, 듀오볼 피트니스

근육의 긴장된 곳을 풀어주고 균형을 바로잡아

몸의 에너지를 돌보며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Meditation - 숙암명상

수면 습관을 개선하여 숙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하루의 끝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Therapy - 힐링터치

스파이키 트윈 롤러를 사용해 쌓인 피로를 풀고

함께하는 마사지를 통해 공감 능력과

차분히 가라앉는 시간을 즐겨보세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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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몸에

아름다움과 건강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보세요.

틀어진 몸을 바로잡는 다양한 요가와 근육을 풀어주는 피트니스.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명상까지.

웰니스 전문가의 세심한 준비로 깊이 있게 채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1:1 클래스, 소규모 프라이빗 클래스 등 맞춤 프로그램은 웰니스 클럽 데스크로 문의 해 주세요.
* 웰니스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 가능하며, 프로그램 시작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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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공간 – 마인드풀니스홀

마인드풀니스홀은 웰니스의 핵심 콘셉트인 ‘마음 챙김’을 상징하고 있는 

파크로쉬의 시그니처 공간입니다. Mindfulness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상을 위해 최적화된 공간은 조명과 

공기, 창을 통해 보이는 풍경까지. 마음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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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의 아웃도어 스파

단단한 바위 사이에서 피어난 푸른 산과 하늘을 배경 삼아 아웃도어 스파를 즐겨 보세요. 

리차드 우즈의 블루 스톤 패턴 위에서 흐르는 물결은 시원한 느낌을 더해주고 

바람과 햇볕이 흠뻑 젖은 몸도 보송하게 말려 줄 것 같은 기분을 줍니다. 

플로팅 요가 등 다양한 아쿠아 웰니스 클래스로 새로운 감각을 깨워보세요.

아웃도어 스파에 마련된 카바나, 선베드에서 로쉬카페의 메뉴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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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끝으로 전하는 치유

지친 시간을 잠시 정지해두고 파크로쉬 2층 트리트먼트 룸에서 향기로움을 

채워보세요. 코끝에 느껴지는 아로마 향, 부드럽고 섬세한 손길, 차분한 

음악으로 그동안 굳어있던 몸이 신체의 긴장을 풀어주는 트리트먼트를 통해 

스르륵 풀려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파크로쉬의 섬세한 손끝에서 만들어 낸 편안함을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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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온전한 쉼 

고요한 바위틈을 거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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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쉬어가는 잠 

일상이었다면 1분 1초를 다투며 쏟아지는 잠을 이기려 애썼겠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파크로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곤해진 몸은 낮잠으로 쉬게 해도 

좋습니다. 온종일 침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 해도 

괜찮습니다. 파크로쉬의 고요한 밤은 더 빛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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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음악의 틈에서 

파크로쉬 2층 라이브러리에서 혼자만의 아늑한 시간을 즐겨보세요.

책을 넘기는 서걱거리는 소리만으로도 좋지만,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담아  

아스텔&컨 오디오 플레이어와 소니 헤드셋으로 최고의 음질을 경험해 보세요.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책을 통해 감성의 틈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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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공간 – 글래스하우스 

파크로쉬의 정원에 위치한 글래스하우스는 전면이 유리로 되어있어 

사계절의 아름다운 낮과 밤을 모두 만끽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생각한 글래스하우스에서는  

풍성한 대화가 오가는 프라이빗 파티를 기획해볼 수도 있어요. 

모닥불 앞에서 핫 초콜릿을 즐기며 따뜻하고 로맨틱한 추억을 남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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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밤을 바라보다

1층 야외에 위치한 파크로쉬의 모닥불존 앞에서

타닥타닥 모닥불이 만드는 풍경을 그대로 두고, 가만히 느껴보세요.

지그시 바라보다 보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깊숙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내려앉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파크로쉬의 모닥불존은 1층 야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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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 정원

파크로쉬의 루프탑에는 비밀스러운 정원이 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깊은 밤이 되면 반짝이는 정원을 만들어 줍니다.

새벽에는 그윽한 안개가, 낮에는 포근한 볕이, 밤에는 별의 정원으로. 

가만히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 파크로쉬에서의 여정이 

오래도록 반짝일 기억으로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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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로쉬를 찾는 모든 분에게    

지친 일상을 큰 품으로 껴안으며     

바위처럼 묵묵한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파크로쉬에서의 여정이 온전한 쉼과 사색, 

다시 돌아간 일상에서도 지지 않을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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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발행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
디자인 	  디자인이음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중봉길 9-12    +82 33 560 1111    www.park-roche.com         @park_roche

이 책자는 버려지는 돌을 원료로 만들어진
친환경 미네랄 페이퍼(Mineral paper)로 제작되었습니다.
미네랄페이퍼는 에너지효율, 분해성, 재활용성이 뛰어난 소재로
지구의 자원 및 환경을 보존합니다.

PARK ROCHE Resort & Wellness 영문, 중문 책자로 연결되는 QR 코드 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파일을 열어보세요.

ENGLISH CHINE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