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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지역에서	실행	중인	TPC의	산림		
유역	보전	노력

	� 태국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세	명의	홍콩인에게	수여되는	태국관광
청의	‘태국의	친구들’		상장

	�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회원	전용	시암	기
프트	카드	리워드

	� 비회원	동반	회원간	네트워킹	행사

	� 2023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얼티메이트	
골프	대회

	� 휴가	이후	웰니스와	건강	회복을		
도와줄	휴양지

인사이드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회원 혜택

타일랜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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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즐거움
의 여운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으며		
삶의 모든 면에 대해 만연한 낙관적인 전망
을 보여준 귀청이 터질 듯한 함성의 울림과	
더불어 자신과 다른 이들의 기대를 뛰어넘
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희망하는 소망과	
함께 지난달에 열린 새해맞이 행사는 마치	
조금 전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제 다시 사랑의 달인	2월이 돌아
와 언제나 그렇듯이 많은 이들을 발렌타인	
데이의 로맨틱한 분위기로 빠져들게 합니
다.	발렌타인 데이는 열정적인 부부나 열애	
중인 커플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만의	
유일무이한 단짝을 찾는 여정에 있는 이들
을 위한 로맨틱한 축제입니다.	저희는 이들
이 간절히 바라는 자신만의 반쪽이 여정의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기를,	그리고 그 여정
의 결승점이 곧 눈에 보이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표현은 반드시		
로맨스의 형태일 필요는 없으며,	타인에 대
한 배려와 연민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번	2월	e-뉴스
레터에서 새해맞이 행사 이후 지쳐 있을		
여러분의 심신을 최적의 상태로 돌려줄 저
희 제휴사가 제공하는 웰니스와 헬스케어	
관련 혜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쇼핑 욕구
를 자극할 회원 전용			시암 기프트 카드를	
통해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회원분들을 위한		
저희의 사랑과 배려를 더 높은 차원으로 확
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2월호에서 저희는	
난주(Nan	Province)에서 실행 중인	TPC
의 산림 유역 보전 노력,	 태국 관광산업
에 크게 기여한 세 분의 홍콩 후원자들을		
위한 태국관광청의	‘태국의 친구들’	시상
식 행사	 ,	 비회원 동반 회원간 네트워킹		
행사(Member-Get-Member),	2023	타일
랜드 프리빌리지 얼티메이트 골프 대회와	
같은 당사 관련 뉴스와 회원분들에게 유용
할 새로운 소식들도 모아보았습니다.

프리빌리지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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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번	2월호
에서 다룬 내용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
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이메
일이나 유선을 통해 회원상담센터로 연
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memberservice@thailandelite.com,	
유선:	02-352-3000)	여러분의 소중한 의
견은 서비스 이용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
희가 회원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
도록 하는데 그리고 전세계의 타일랜드 프
리빌리지 회원 분들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
와 특권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팀

mailto:memberservice%40thailandelite.com?subject=




인사이드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난 지역에서 실행 
중인 TPC의 산림 
유역 보전 노력

TPC, 난 지역의 지속가능한 삶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 유역 보전 노력을 응원하다

	 	 최근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카드사는 허그 므앙 난 재단((Hug	Muang	Nan	
Foundation)과 함께 난주	(Nan	province)	산림 유역과 주변 자연환경 파괴에 대
응하여 이를 보호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길을 닦고자 하는 또 다른 공동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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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게도 이러한 환경 보호 노
력에 대한	TPC의 지지와 응원은 지역 환
경 보호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여기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
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일 경우,	궁극적으
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
어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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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간	 ‘살아있는 둑(the		
Living	Wier)’이라고 하는 남 무압 면
(Nam	Muap	Sub-district)에서 진행 중
인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가 지
역사회로 전수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프로젝트는 난주 위앙사군(Wiang	Sa	
Distric)에서 실시된	9번째‘살아있는 둑
(Living	Wier)	프로젝트입니다.	또 이와	

유사한 다른	5개의 프로젝트는 지역 학
교에 의해 실행되었으며,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영어로“Planting	Trees	in	the	
Children’s	Hearts’라고 번역되는데	’아
이들의 마음에 나무 심기’라는 의미입니
다.	역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 프로젝
트의 목적은 묘목을 재배하고 판매하여	
거둔 수익금으로 지역학교 학생들의 급
식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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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세 명의 홍콩인에게 수여되는  

태국관광청의 ‘태국의 친구들’  상장

인사이드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태국 관광청, 태국 관광산업의 핵심 기여자, 
3인의 홍콩 셀럽에게 상장을 수여하다

	 	 2023년	1월	22일,	신돈 켐핀스키 호텔에서,	유타삭 수파손(Yuthasak		
Supasorn),	태국관광청 총재는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카드사의	‘태국의 친구들’	
시상식을 주관하고 세 분의 유명한 홍콩 셀럽	Michelle	Yim씨,	Simon	Yam	Tat	
Wah씨,	Roger	Wu	Wai	Chung씨에게 상장을 수여하였습니다.	태국과 홍콩 관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헌신과 더불어 지난 수년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태국 관광
산업 발전에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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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동반 회원
간 네트워킹 행사
(Member-Get-Member 

Networking Event)

회원 혜택

	 	 만약 여러분이 해변에서 누군가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음료와 함께 고급스러
운 식사를 즐기는 것을 꿈꿔오셨다면,	이는	
비회원 동반 회원간 네트워킹 행사에 초대
된 저희 소중한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회원
분들에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초대된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회원 분들은	
3월	28일 쉐라톤 후아힌 리조트의 후아힌	
해변에서	TPC의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새로
운 소식들이 소개되는 가운데 한 명의 비회
원 동반자와 함께 이 호화스러운 순간을 즐
길 수 있었습니다.	

비회원 동반 회원간 네트워킹  
모임에서 여러분의 동반자와  

함께 해변 분위기의 고급스러운 
식사를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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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동반자는 각각의 회원당 오직		
1명만 허용되며 태국 여권이 아닌 해외	
여권 소지자여야 합니다.

•	 입장은 선착순 기준이며 참석인원은		
동반자 제외	20명으로 제한됩니다.

•	 해당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사전
에 온라인으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사전 온라인 예약 없이는 행사 참석이		
불가합니다.

이용약관

•	 회원과 동반자 여러분은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카드사가 행사간 여러분의 사진을 촬영
하고	TPC	홍보 목적으로 이를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뉴스 및 공식	SNS	채널에 게시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	 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TPC는 여러분의 인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온
라인 신청 시 제공한 모든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할 것을 보장합니다.

•	 행사에 등록함으로써,	본인(회원)은 상기 약관에 동의하며	2023년	3월	28일 비회원	
동반 회원간 네트워킹 행사 참여를 위해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카드사가 회원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허용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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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혜택

2023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얼티메이트 골프 대회
	 	 1인당 단	1,900밧의 저렴한 참가
비만으로 이 특별 골프 토너먼트에서 럭셔
리하고 스릴 넘치는 골프 경기를 경험해보
실 수 있습니다.	2023	타일랜드 프리빌리
지 얼티메이트 골프 대회는 타일랜드 프리

빌리지 카드사의 주관하에 열리며 잭 니클
라우스(Jack	Nicklaus)	가 디자인한 고급
스럽고 유명한 스프링필드 로열 컨트리클
럽 특별상을 받을 기회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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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스윙을 뽐낼 수 있는 이 회
원 전용 토너먼트는 샷건 방식으로 진행되
며 정오에 시작합니다.	대회 이후에는 즐거
운 야간 파티가 기다리고 있는데 파티 중에
는 우승자를 위한 시상식도 준비되어 있습
니다.	또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행운의 추
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약이 완료되기	
전에 토너먼트에 등록하셔서 전 세계에 여
러분의 골프 스킬을 뽐낼 수 있는 절호의 찬
스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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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랜드 가이드

휴가 이후 웰니스와 건강 회복
을 도와줄 휴양지

포스트 할리데이 건강회복 휴양지에서 여러분의 
심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해보세요.

	 	 길고 긴 새해 휴가 동안,	많은 타일
랜드 프리빌리지 회원 여러분들은 방콕이
나 태국 곳곳의 흥미로운 여행지를 방문하
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몇 분은 여행에
서 피할 수 없는 신체적인 피로와 고통으로	
지치셨을 것입니다.	

	 	 연휴 이후 쌓인 피로를 말끔히 해
소할 수 있도록,	이번	2월호에서는 연휴 동
안 여행으로 지친 회원 여러분들의 활력과	
에너지를 되찾게 도와줄 방콕에 위치한	3곳
의 유명한 홀리스틱 헬스 앤 웰니스 센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는 회원 여러
분이 앞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태국
에서의 흥미로운 모험과 명소를 즐기실 수	
있도록 최적의 심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
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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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싸 웰니스 & 메디컬 리트릿
	 	 락싸 웰니스	&	메디컬 리트릿의 의
료 전문가 팀은 전통 요법,	현대 의학 그리
고 최신 트리트먼트 기술을 조화롭게 융합
한 치료와 고객별 맞춤형 홀리스틱 트리트
먼트 접근 방식을 통해 여러분의 웰빙에 장
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의학적 고민거리도	
정확하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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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웹사이트
https://www.rakxawellness.com

와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RAKxawellness

를 방문해주세요.

	 	 락싸에서는 체중 조절과 디톡스,	심신 밸런스 조절,	웰빙 회복,	또는 고급 미용	
프로그램 등 여러분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다양한 홀리스틱 트리트먼트 패키지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과 웰니스를 최적의 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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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AC-방콕 
안티 에이징 센터

	 	 BAAC-방콕 안티 에이징 센터는 국
제적으로 유명한 항노화 센터로 재생 약품
에 특화되어 있으며,	항노화 분야 최고 수준
의 의료 전문가들로부터 최신 의과학 기술
을 통해 노화의 징후를 제거하고 젊음을 연
장하길 원하는 이들이 언제나 가장 치료받
고 싶어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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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웹사이트
http://bangkokanti-aging.com

와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BangkokAntiAgingCenter

를 방문해주세요.

	 	 여러분의 신체가 최적의 상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BAAC를	
방문해서 전자 대장 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바디스캔으로 여러분의 건강 상태
를 검진받아보세요.	세포,	태반,	오존 테라
피 등	BAAC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항노
화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노화 시계를	
멈추고 세포조직의 재생을 가속하여 가능
한 최고로 젊어질 수 있는 경험을 즐겨보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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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데즈 그룹
	 	 나콘 프라톰 푸타몬톤 사이	4번
가(Phutthamonthon	 Sai	 4	 Road	 in		
Nakhon	Prathom)에 위치한 메데즈 그룹
은 재생 및 줄기세포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의약품 분야에서 세계 최고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줄기세포 테라피 분야의 세계
적으로 명성이 높은 전문가들의 꼼꼼한 관
리 하에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현대의 난치병들을 관리 및 치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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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웹사이트
https://www.medezegroup.com/th

나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MEDEZEGROUP

를 방문해주세요.

	 	 메데즈 그룹에서는 줄기세포 은행,	자연살해세포(NK	cells)	활동 수준을 측정
하는 세포 기반 테스트 등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한 세계 수준의 의학 서비스가 여러분의	
의학적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데즈 그룹은 이러한 최고의 의
학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
와드릴 것이며 건강한 미래를 위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메데즈 그룹에서 최적
의 건강과 웰니스를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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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점에 저희는 여러분이	
아마 어떻게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한 새해맞이 행사 이후 떨어진 활력을 되찾
고 특히 마법과 같은 힐링 터치를 위해 어
디로 가야 할지 생각을 정하셨을 거라고 믿
습니다.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
적인 운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해줄 아
마 가장 간단한 습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
희는 심신 건강의 최적 수준을 갖고자 원하
신다면,	저희가 추천해 드린 헬스와 웰니스	
센터 중 아무 곳이나 방문하셔서 완전히 다
른 수준의 당신을 경험해보세요.	마무리하
기 전에,	3월호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
으로 가득한 이	2월에 태국 어디든 머무르
거나 여행하는 동안 즐거움이 가득하길 기
원합니다.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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