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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VILLAGE RESORT 

 

TEMBOK BALI                                       

 
 
리조트 개요 및 안내  리조트 주소 및 연락처  Spa Village Resort Tembok, Bali Jalan Singaraja-Amlapura No. 100 Desa Tembok Tejakula Buleleng, Bali, Indonesia  GPS: S 8˚ 18’ 36.84”, E 115˚ 37’ 19.05”  www.tembokbali.com   예약처  본사 예약부 | YTL Travel Centre Tel: +60 3 2783 1000 Fax: +60 3 2148 7397 Email: travelcentre@ytlhotels.com.my  한국 영업사무소 | YTL Hotels 담당자: 김정임 Email: joanne_kim@ytlhotels.c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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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목적지              위치             
    

쪽빛의 별빛장막이 걷히고 동이 틀 무렵 연초록의 대지를 지나 발리 해와 입맞춤을 하는 흑빛 화산모래로 이어지는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가 보인다. 스파 빌리지 리조트 템복 발리의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수상 경력이 있는 스파 빌리지 팡코르 라웃트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진 새로운 스파 빌리지 리조트 템복 발리는 현지문화를 축하하고 지역의 고대치료법을 존중하면서 모든 것들은 주변경관의 본질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치유정신의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스파 빌리지 리조트 템복 발리는 아름다운 환경에서 오는 치료적 가치와 고대의 풍성한 문화유산이 있는 평화롭고 고요한 곳이다. 오래 된 발리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이 곳은 부드럽고 고요하다. 일에 시달린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정을 가져다 주고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에게는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이 곳, 스파 빌리지 리조트 템복 발리에서 자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찾아볼 수 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위치한 31 채의 객실로 이루어진 리조트에서는 세상의 근심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심신의 회복을 위해 마련 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섬의 온화한 정신을 느끼기 위해서는 스파 빌리지 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독특한 전신체험 프로그램인 스파 빌리지 템복 발리의 스파 트리트먼으를 경험해 봐야 한다.   스파 빌리지 리조트 템복 발리의 모든 부분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다. 스파 빌리지에서의 평화로운 휴식을 위해 리조트는 만 16 세 이상의 투숙객을 환영하며 공공장소에서의 휴대폰 사용자제를 권장한다. 리조트 내에서는 금연이며 객실에는 텔레비전이 없다.   스파 빌리지 리조트 템복 발리는 신체를 치유하고 영혼을 풍요롭게 하며 정신을 고무시킴으로써 섬의 아름다운 경관만큼이나 심오한 자아발견의 여정이 가능하다. 발리 동북부의 이국적인 검은모래 해안에 자리잡고 있는 스파 빌리지 리조트 템복 발리는 이 곳 신비한 섬의 온화한 정신을 담고 있는 고립된 천국과도 같다. 이 곳의 모든 장소와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발리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다.   발리 자체의 정신은 새로운 스파 빌리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솟아있는 화산봉우리가 신비로움을 더하고 섬의 고대 민간치료법이 모든 트리트먼트에 깃들어 이 안식처의 숭고한 고요함은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될 수 없는 낙원을 느끼게 한다.  아름다운 템복 마을에 위치한 스파 빌리지 리조트는 오염되지 않은 북섬에 지어진 전통가옥단지 형태로서 발리인들의 삶의 예를 보여준다. 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하나가 되어 있는 스파 빌리지 리조트의 구조는 한 마디로 전통 발리가옥에 서양적 우아함이 어우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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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방법     객실                            객실 편의시설 및 서비스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응우라라이(Ngurah Rai) 국제 공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공항에서 리조트로 운행하는 프라이빗 송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amar Rooms, 27 채  스파 빌리지의 27 채 Kamar 실은 간결한 우아함이 기본이다. 우아한 발리의 전통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 각각의 객실은 이국적인 우아함과 현대적인 편안함이 잘 융화되어 있다.  스파 빌리지의 생명력 넘치는 경관을 배경으로 넓은 대리석 욕실로 이어지는 침실이 있는 객실은 마치 개인천국과 같다. 각 방의 미닫이식 문 너머에는 정원을 향해 있는 넓은 테라스 혹은 발코니가 있다.  Suites, 2 채  스위트는 2 채로서 스파 빌리지의 상층부에 자리 잡고 있는 넓은 객실이다. 하나는 수리야(Surya) 스위트로 빛을 발하는 수영장 가까이에 있고 또 하나는 푸르나마(Purnama) 스위트로 화려한 색채의 정원이 앞에 있다. 일침실형으로 된 두 채의 스위트 모두 부겐빌레아와 프렌지파니가 흐드러진 정원에서부터 발리해의 청명한 푸른빛에 이르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발코니 전망을 가진 넓은 거실 공간을 갖추고 있다.  Villas, 2 채  야자수 그늘 아래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일침실형의 2채의 바루나(Baruna)와 사무드라(Samudra) 빌라는 독립된 입구와 탁 트인 바다전망을 가진 개인 야외 수영장이 있는 평화스런 안식처다. 전통 발리식 디자인을 따라 현지 예술가에 의해 사랑스럽게 만들어 진 킹사이즈의 넓은 침대와 높이 솟은 지붕 내부의 잘 짜여진 천장은 스파 빌리지 리조트의 고요함이 가득 차 있는 채광이 좋고 통풍이 잘 되는 실내의 분위기를 화려하지만 편안하게 만들고 있다.   객실 편의시설  •개인 화장실 용품 •유카타(가벼운 면으로 만든 기모노) •스파용 의복 •슬리퍼 •헤어 드라이어 •iPod 도킹 스테이션 •전화 •커피 및 차(tea) •개인금고 •책상 •식수 무료제공/매일 •개인 발코니의 실외용 일광욕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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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 편의시설 및 서비스        레스토랑 및 바                                    

 서비스  •공항 송영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팩스 또는 우편서비스) •로비 무선 인터넷 제공 •신문 •세탁 및 다림질 •의료 지원 
 

 

 

The Wantilan 레스토랑 
 해변을 따라 바다 위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레스토랑은 아름다운 바다경관을 자랑한다. 지붕은 넓게 짚으로 이어져 있고 벽이 없는 독특한 구조는 부드러운 바람을 통과시켜 최상의 요리를 편안하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게 한다. 현지 장인이 만든 등나무 가구 및 티크나무 테이블과 함께 전통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실내는 편안한 식사를 위한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복장 코드는 캐주얼이다.  매일 조식.중식.석식을 제공하며 인도네시아 퓨전요리에서부터 가벼운 서양식 요리까지 a-la-carte 메뉴이다. 매일 현지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과 현지 농장에서 구입하는 과일 등 모든 요리의 재료는 가장 신선한 것만을 사용한다. 특별한 다이닝의 경험을 위해 레스토랑의 특별 메뉴는 매일 바뀐다.  발리 해의 빠져들 것 같은 경관과 함께 청회색의 해변 위에 자리잡고 있는 Wantilan 옥외 레스토랑에서는 리조트 부주방장 데니 라우(Danny Lau)의 창조적인 지휘하에 흥미롭고 맛있는 현지 및 인터내셔널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최상의 신선함을 위해 주방장 데니는 항상 발리의 현지 농장에서 구입한 제철 식재료에 맞추어 그날의 요리를 조절한다. 제대로 된 커피와 농산물, 향신료를 찾기 위해 발리의 유기농 농장을 방문하는 주방장은 농가들과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해 왔으며, 구입이 가능한 유기농 농산물이 바로 그의 첫 번째 선택이다.  스파 빌리지의 철학과 발리 사람들의 따뜻한 친절함이 베어있는 Wantilan 의 음식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우며 풍부한 토착 과일과 향을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메뉴의 이국적 음료 또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최대수용인원: 45 명   
Taman Gili 

 Taman Gili 에서는 오후 6시 30분 칠아웃 세션에 식전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최대수용인원: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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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시설            리조트 액티비티                                   

 •TV 시청실 •Boutique •수영장 •룸바-룸바(레크리에이션 및 다양한 운동을 위한 장소) •스파 트리트먼트실 •Taman Gili (모임 및 집합 장소) •피트니스 센터 •수상스포츠 센터      •예술마을(Art Village) 투어 •발리 댄스 •카낭(Canang:꽂의 일종)으로 배우는 만들기교실 •요리교실 •다이빙 / 스노클링 •서킷 피트니스 (순환식 운동법) •자무와 보레 만들기 교실(Jamu&Boreh:인도네시아 전통 약재 및 성분) •야자수 잎(Lontar)에 그림그리기 •펭리푸란(Penglipuran) – 구 발리 투어 •펜칵 실랏(Pencak Silat) – 인도네시아의 무술 •전통 주콩(jukong:전통 발리 선박)에서의 오징어잡이 •전통 주콩(jukong:전통 발리 선박)에서의 일출/일몰 크루즈 •별 구경 •테갈라랑(Tegalalang) 및 킨타마니(Kintamani) 반나절 투어 (수제품 거리 투어) •티르타강가(Tirtagangga) 수상 궁전 한나절 투어 •우버드(Ubud) 및 푸라 거넝 카위(Pura Gunung Kawi) 한나절 투어 (발리 절 투어) •폭포유람 •직조교실 •직조 반나절 투어  •급류 래프팅 한나절 투어  •목조조각 •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