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크에서보내는기분좋은일요일

림바짐바란발리바이아야나(RIMBA Jimbaran BALI by
AYANA)의유니크루프탑바앤레스토랑(UNIQUE Rooftop Bar &
Restaurant)이매주일요일오전 11 시부터오후
3 시까지다채로운멕시칸일요브런치를선보인다.
울창한숲이내려다보이는유니크의게스트는루프탑수영장에서의여유로운시간과라이브라
틴뮤직, 뛰어난맛의멕시칸요리, 다양한마가리타를즐기며여유로운일요일을보낼수있다.
멕시칸브런치는음식만주문할시 RP 380.000++, 와인또는프로즌마가리타포함시 RP
460.000++로즐길수있다. 미식가들은폭립,멕시칸라이스, 그린살사,
작은호박샐러드&콘칩이제공되는인상적인양념맛의발바코아(Barbacoa)소혀,병아리콩과
치폴레소스가제공되는렝구아살사치폴레(Lengua En Salsa Chipotle), 가리비,문어, 새우,
칵테일소스, 살사브루자, 피코데가요, 치비제공되는부엘브알라비다(Vuelve A La
Vida)를한껏즐길수있다.

유니크는환상적인맛을자랑하는음식과더불어분위기를한층돋우는라이브밴드,
더위를식혀주는루프탑수영장이있어즐거운주말을보낼수있는완벽한장소이다.

10 월말까지이용가능한멕시칸브런치를꼭즐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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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개의 수영장, 19 개의 레스토랑과 바,
16 개의 결혼식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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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나 자카르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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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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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디르만(JalanSudirma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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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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