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바 짐바란 발리 아야나 정유년 맞이 고급 중식 메뉴 선보여

발리 – 짐바란, 2016 년 12 월 16 일 - 아야나와 림바는 정유년을 맞이하여 1 월 27 일부터 2 월 11 일까지
아 얏 아발론 씨푸드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세트 메뉴로 게스트를 유혹한다. 이 메뉴는 아 얏 아발론의
화려한 다이닝 룸 또는 프라이빗 VIP 룸에서 즐길 수 있다.

림바 짐바란 발리 바이 아야나의 숲 속에 자리잡은 아 얏 아발론 씨푸드 레스토랑은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분위기에서 고풍스러운 중국식 환대와 요리를 선보인다. 아 얏 아발론은 미식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식가들을 위한 천국이다. 아 얏 아발론은 2016 헬로 발리 매거진 어워즈에서 베스트 캐주얼 다이닝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음으로써 중식 요리의 품격을 한층 더 높였다.
2017 년, 화려한 수상 이력을 가진 아 얏 아발론의 요리팀의 격조 높은 설날을 맞이하려는 노력은 세
가지의 훌륭한 세트 메뉴와 함께 계속된다. 게스트는 점심과 저녁에 제공되는 군침이 도는 정통 광동
요리와 구운 새끼돼지 요리와 남아프리카의 싱싱한 전복 스튜, 홍콩식 농어찜, 왕새우튀김 등과 함께
친절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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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 인부터 최고급 세트 메뉴를 즐길 수 있으며, 1 인당 가격은 888,000++루피아(택스 및 서비스세
불포함)이다.
리조트의 모든 투숙객은 1 월 28 일 림바의 메인 로비에서 진행되는 설날 맞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10.00am

라이언 댄스 공연

10.45am

대형 이상(Yee Sang) 음식 섞기 (새해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행사 중 하나)

예약은 이메일(fb.reservation@rimbajimbaran.com) 또는 전화(+62361.846.8468)를 통해 가능하다.
***

아야나 리조트 앤 스파 발리와 더 빌라스 앳 아야나, 림바 짐바란 발리 바이 아야나
발리 남단에 위치한 아야나 리조트는 조용한 여가를 꿈꾸는 커플들과 환상적인 가족여행, 각종 행사와
비즈니스를 위한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어 휴가와 출장 여행객 모두를 위한 최고의 장소이다. 아야나는
산스크리트어로 ‘도피처’라는 의미로 아야나 리조트 앤 스파 발리의 규모는 90 헥타르에 달하며,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약 10km 떨어진 짐바란 베이의 절벽 위에 위치한 세계적 수준의 리조트다.
세련된 분위기의 림바 짐바란 발리 바이 아야나 리조트는 ‘숲’이라는 뜻으로 아야나 리조트와 같은 지역에
20 에이커에 달하는 무성한 열대 정원 내 자리잡고 있다. 발리의 통합형 리조트인 아야나와 림바는 총
78 채의 프라이빗 풀빌라, 693 개의 객실과 스위트룸, 11 개의 수영장, 17 개의 레스토랑과 바, 11 개의
결혼식장, 11 개의 비즈니스 회의실 및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게스트는 멋진
리조트 디자인과 우수한 서비스 및 시설, 다양한 트리트먼트를 갖춘 스파와 레크레이션 시설 등 양쪽
리조트 모두를 무료 셔틀 버스를 타고 즐길 수 있다.
아야나 리조트 앤 스파 발리는 짐바란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전화(+62-361702222)나

홈페이지(www.ayanaresort.com)를

통해

확인하고,

예약을

원할

경우

이메일

(reservation@ayanaresort.com) 로 문의하면 된다. 림바 짐바란 발리 바이 아야나 역시 짐바란 지역에
위치해있으며, 더 많은 정보는 전화 (+62-361-8468468)나 홈페이지 (www.rimbajimbaran.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약을 원할 경우 이메일(booking@rimbajimbaran.com)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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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나는 인도네시아 호스피탈리티 산업을 대표하는 고품격 리조트로서 기존의 인터컨티넨탈 미드플라자
자카르타 호텔을 리브랜딩한 아야나 미드플라자 자카르타 호텔을 2017 년 4 월 1 일 선보인다. 회사와
쇼핑센터, 레스토랑 밀집 지역으로 유명한 자카르타 시내 잘란 수디르만(Jalan Sudirman)에 위치한 아야나
미드플라자 자카르타는 수카르노 하타(Soekarno-Hatta) 국제공항에서 45 분, 플라자 인도네시아(Plaza
Indonesia)에서 2 키로 남짓 떨어진 곳이다. 366 개의 객실과 스위트룸을 보유하고 있는 5 성급 호텔
아야나 미드플라자 자카르타는 감각적인 숙박시설과 세련된 다이닝 장소, 현대적인 스파 시설 등 도심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제공하게 된다.
발리 아야나의 유명한 호스피탈리티의 영감을 받은 아야나 미드플라자 자카르타는 인 하우스와 워크 인
게스트 모두 이용 가능한 네 개의 독특한 시그니처 레스토랑과 아름다운 자연이 보존된 생츄어리, 회의 및
결혼식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프라이빗 연회장을 선보인다. 아야나 미드플라자 자카르타는 18 홀 파 72 의
챔피언십 코스를 보유한 리버사이드 골프 코스(Riverside Golf Course)에서 차로 한 시간 반 거리에
위치하여 자카르타에 머무는 이들에게 특별한 휴식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보도 문의:
Lindsay Grace Kinniburgh
홍보∙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T: +62 361 702222 / lindsay.kinniburgh@ayanaresort.com
PRESS INFORMATION:
Lindsay Grace Kinniburgh
Director of Public Relations & Marketing Communications
T: +62 361.702.222
lindsay.kinniburgh@ayanares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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