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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Chalet Zannier in Megève, France. Lying in the heart of this 

prestigious ski report, an authentic alpine chalet lends a unique 

charm to this 5-star boutique hotel. Twelve sumptuous rooms 

and suites meet the strictest demands of beauty and good taste. 

F O R M A T
‘멋있게’ ‘건강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여유와 여가다. 가

족 구성원들과 보다 나은 여가를 통해 고급스러운 레지던스에서 보내는 여유

로운 시간은 당신에게 행복함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풍요로운 삶을 꿈꾸

는 당신을 위해 세계 각국의 럭셔리 레지던스를 소개한다.            성 은 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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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our months per year, a relaxation 
centre, a bar/living area with open fire 
and the gastronomic restaurant «La 
Ferme de mon Père» with its spectacular 
view, all make for an unforgettable 
mountain stay at «Le Chalet».

겨울의 낭만과 고즈넉함을 담은 Le Chalet은 프랑스 므제브

(Megéve)의 대형 스키 리조트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5성

급 부티크 호텔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Le Chalet은 호

화로운 객실과 스위트 룸, 아름다운 전경, 편안한 시설, 훌륭

한 레스토랑 퀴진을 갖추고 있다. 산 속에서 즐기는 로맨틱한 

겨울 여행의 완벽한 장소가 되어주는 이곳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순수함과 고급스러움이라는 

상반된 주제를 테마로 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Le 

Chalet의 가장 큰 장점은 정적인 휴식과 활동적인 액티비티

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따뜻한 

벽난로 앞에 앉아 편안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으며, 설원 위

에서 스키와 골프 등 역동적인 액티비티를 즐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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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우수 부티크 호텔 상을 3년 연속 수상할 만큼 최상의 퀄리티와 경험을 선사하는 Le Chalet은 심플함을 추구한 인테리어 디

자인과 건축, 세월의 흐름이 더해져 고급스러운 가구를 기초로 우아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긴다. 자연의 순수함과 5성급 호텔의 

럭셔리함이 더해진 Le Chalet은 전통적인 오크 나무 소재의 마루, 오래된 목재로 제작된 가구, 맞춤 제작의 소파와 커튼, 공간에 산

뜻함과 부드러움을 더해줄 린넨을 통해 머무르기에 편안하고 매력적인 공간이 되어준다. 따뜻한 느낌의 조명과 분위기의 레스토랑 

La Ferme de mon Pére에서는 메인 쉐프의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한 잔의 와인과 함께 하는 식사는 5성급 호텔답게 매우 훌륭

하다.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바(Bar)와 스파 등의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스파는 벽난로가 설치된 아늑한 객실과 함께 겨울에

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긴 후 노곤해진 몸의 피로를 풀어줄 것이다.

A universe of luxury and simplicity

Lying in the heart of the prestigious ski resort of Megève, this 5-star boutique hotel, in a traditional 

alpine chalet has a particular charm. The interior design and architecture is based on a minimalist 

philosophy with touches of simplicity, the imperfection of antique objects and the nobility lent them 

by the passage of time. Natural materials are given their due value. Traditional oak floors, old wood 

fittings and sanded wood furniture polished with lime resin offer a pure framework into which made-to-

measure sofas and curtains, natural cottons and washed linen effortlessly meld. The effect is completed 

by solid and functional furniture, sourced throughout Europe and chosen for their pure simp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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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untains don’t lie. They are as they are: majestic. Both discrete and impressive, they give rise to dreams and invite you 

to adventure. The Zannier Hotels adventure began in the middle of a field of white, high up in Megève. In 2011, Arnaud 

Zannier discovered a superb chalet for sale and did not hesitate one second. For four months of the year, «le Chalet» is now 

renowned for its irresistible charm, its pure luxury, its bounty, all provided by the management of this 5-star hotel, and all 

of which makes you feel at home in these exceptional surroundings. It is an invitation to let go and escape. A true gentle, 

mountainous cocoon that has, for three consecutive years won the prize for the best boutique ski hotel in France!

Le Chalet Zannier: 
as pure and authentic as the mount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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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Ferme de mon Pè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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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Le Chalet은 12개의 호화로운 객실과 스위트 룸을 보유하고 있다. 화려한 가구와 고즈넉함이 

느껴지는 심플한 구조를 기초로 한다. 특히, 스위트 룸은 산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발코니와 

테라스를 갖추고 있어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한다. 객실 내에는 침대와 거실, 사무 공간 및 화실 등이 

있어 휴식과 업무, 취미 생활 등을 오직 객실 안에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이곳에 머무르는 

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직원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ROOM / 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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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tel houses twelve sumptuous rooms and suites that answer to the highest requirements 

of beauty and good taste. The suites are spacious and all enjoy a balcony or terrace offering 

breath-taking views over the village and the mountains. They are fitted with a kingsize 

bed, a living area, an office area and an open fire. The chalet also has four junior suites, two 

prestige rooms and two deluxe rooms. A team of some 40 staff work in the background to 

ensure that each stay at Le Chalet Zannier becomes an unforgettable souvenir.

Suite 4

Suit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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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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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e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