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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니즘과 모던함이 공존하는 지상낙원
                     발리 전통 문화, 함께하는 소중함, 영원히 간직될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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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니즘과
모던함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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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블러스 초이스, 
  트립어드바이저, 2016-2014
• 인도네시아 가족 호텔 부문 5위 수상, 
   트립어드바이저, 2016
• 인도네시아 가족 호텔 부문 4위 수상, 
   트립어드바이저, 2015
• 아시아  TOP 10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부문 5위 수상,
   트립어드바이저, 2014
• 트래비 어워즈 아시아 베스트 리조트 수상, 
   트래브알리앙스미디어, 2015
• 우수인증상 수상, 
   트립어드바이저, 2014
• 에코 리조트 인증, 
   그린 글로브, 2015 & 2014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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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완벽히 조화를이루는
발리니즘과 모던함
몸과 마음 속 가득히 차오르는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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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에서 
현대로의 여행

열정 가득한 
액티비티

예술 속으로 발리에서 느끼는
즐거움

활기를 되찾아주는
안식처

발리의 자연 탐험

must try
experiences

- 새롭게 레노베이션 한           
  디럭스 룸
- 모던한 발리 스타일의 객실

- 메인 레스토랑에서 맛보는 현지식
- 고메 라운지 스페셜티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해산물

- 아트&크래프트*
- 이브닝 발리니즈 쇼
- 현지 기념품 마켓
- 인도네시아어 바하사 강습

- 젠 풀
- 클럽메드 스파 by Mandara*  
- 선셋 요가

- 서핑강습*
- 윈드서핑

- 코끼리를 타고 떠나는 
  정글탐험*
- 화이트 워터 래프팅*
- 우붓 마을 계단식 논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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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요금

5

발리에서 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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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액티비티
- 라이브 뮤직
- 이브닝 쇼 및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 보드게임
- 당구*

- 아트 & 크래프트 스튜디오*: 
   공예품 만들기, 바틱 페인팅
- 발리 댄스 강습 (주 1회)
- 바하사 강습 (주 2회)

키즈클럽
- 미니클럽: 만 4-10세 어린이 프로그램
- 주니어클럽: 만 11-17세 어린이 프로그램
- 베이비 웰컴: 
  생후 0-23개월 아기용품 구비 (예약필수)
- 베이비클럽: 
  생후 4-23개월 유아 프로그램*
- 쁘띠클럽: 만 2-3세 어린이 프로그램*
- 파자마클럽: 만 2-10세 저녁 프로그램*
- 베이비 시팅 서비스 (외부업체)*
- 쁘띠 셰프 프로그램: 
  만 4-10 세 어린이 요리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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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액티비티**

* 추가 요금 서비스
** 리조트 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 상이

스포츠 아카데미
- 골프
- 공중그네

초급자 강습
- 윈드서핑 
- 서핑* 
- 양궁
- 요가
- 스노클링

강습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스포츠
- 비치발리볼
- 스쿼시
- 테니스
- 탁구
- 발리볼
- 농구
- 보체볼

- 카약
- 배드민턴
- 피트니스 룸
- 패들 보드
- 축구
- 수상폴로

- 아쿠아 피트니스
- 번지 바운스
- 파워워크

must try

must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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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 바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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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수영장
- 33m X 14m
- 운영시간: 09:00 - 21:00
- 안전요원 근무

미니클럽 수영장
- 5.8m X 4.8m
- 운영시간: 미니클럽 운영 시
- 안전요원 근무

젠 풀
- 성인 전용
- 33m X 7.5m
- 운영시간: 09:00 - 19:00
- 안전요원 없음

사우나 & 터키식 배스
- 운영시간: 14:00 - 20:00

아궁 
메인 레스토랑
- 뷔페식 매일 운영
- 일식, 한식, 인도네시아 현지식, 
 중식 및 양식

- 냉방 완비석: 350 석
- 냉방 비구동 좌석: 320 석
- 아기 음식 코너

더 덱 
고메 라운지
- 매일 운영
- 냉방 완비석: 80 석
- 냉방 비구동 좌석: 44 석
- 늦은 아침, 늦은 점심, 늦은 저녁 식사
- 코스식 저녁 식사 (예약 필수)

킨타마니_알프레스코 바 (실외오픈 바)

투파이 투파이_비치 바 

덱 바_고메 라운지  

젠 바_젠 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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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
출발

기타
서비스

부티크*
클럽메드 컬렉션, 의류, 현지 기념품,
선크림 등 간단한 여행 용품 판매

의무실*
상담 및 처방 
진료 시간: 08:00 -  23:00

포토 센터*
사진 인화 및 DVD 제작

세탁 서비스*
- 공용 세탁기 & 건조기  
 (리셉션에서 코인 구매를 통해 이용 가능)

- 세탁 서비스

택시 서비스*
리조트 입구에서 이용 가능

객실

클럽룸 발코니 

스위트 
발코니

커넥팅룸 이용 가능: 
 •  스위트 발코니 + 클럽룸 발코니 커넥팅룸 

커넥팅룸 이용 가능: 
 •  클럽룸 발코니 + 클럽룸 발코니 커넥팅룸
 •  클럽룸 발코니 + 클럽룸 커넥팅룸  
 •  클럽룸 (휠체어 이용 가능) 2개 커넥팅룸

커넥팅룸 이용 가능: 
 •  디럭스 테라스 + 디럭스 테라스 커넥팅룸
 •  디럭스 테라스 + 클럽룸 발코니 커넥팅룸
 •  디럭스 테라스 + 클럽룸 (휠체어 이용 가능) 커넥팅룸

디럭스
테라스

클럽룸
발코니

클럽룸

      면적    최대 수용 인원

발코니 포함
47 m2 

(실내: 40 m2)

발코니 포함
32 m2 

(실내: 25 m2)

25 m2 
(실내: 25 m2)

전망

가든뷰

성인 2인 
+

만 12세 미만
어린이 1인
(소파베드)

성인 2인 + 
 만 12세 미만 어린이 1인

(소파베드)

성인 2인

성인 2인 
+

만 12 세 미만
어린이 1인
(소파베드) 

발코니 포함
71 m2 

(실내: 64 m2)

스위트 발코니

- 미니 바 (알코올 제외, 도착 시 1회 제공 - 리필 가능*), TV, 
 샤워룸, 헤어 드라이어, 다리미 & 다리미판, 금고, 전화기, 
 전기 주전자, 생수, 에어컨

- 무료 Wifi 

- TV, 샤워룸, 헤어 드라이어, 금고, 전화기,  
 미니 냉장고 (리셉션에서 음료 주문 가능*),  
 전기 주전자, 생수, 에어컨 

- 무료 Wifi

객실 편의시설

- 미니 바 (알코올 제외, 음료 무제한 제공), 
 에스프레소 머신, 평면 TV, CD & DV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목욕가운 & 슬리퍼, 비치타월, 샤워룸, 
 헤어 드라이어, 다리미 & 다리미판, 금고, 전화기, 
 전기 주전자, 생수, 에어컨

- 무료 Wifi 
- 턴다운 서비스
- 조식 룸서비스

스위트

디럭스

클럽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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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요금 
- 2-pin / Type A 전기 플러그 이용 가능
- 커넥팅룸: 인접한 2개의 객실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타입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 상이

공항 - 리조트 간 교통 스케줄
출발 일정에 따라 상이
(디파쳐 보드 확인)

공용 샤워 시설
늦은 출발 고객을 위한 
락커와 샤워 시설 서비스

체크아웃 / 결제
출발 2 시간 전 리셉션에서
결제 및 카드 반납

레이트 체크아웃*
이용 가능 여부 상이

지역 정보
시차 한국보다 1시간 느림

기후 건기: 5-10월 
 우기: 11-4월

통화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언어 인도네시아어 바하사

리조트 도착
- 항공 포함 예약 시: 왕복 교통편 포함
- 숙박만 예약 시: 추가 교통 비용 발생
- 공항 내 도착 게이트에서 만나 리조트로 출발

리셉션 체크인
- G.O 팀의 환영 인사
- 웰컴 책자
- 클럽메드 팔찌
- 디파짓 카드: 쉽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
- 체크인 시 룸 에스코트

공항 
응우라라이 국제 공항
(리조트까지 차로 30분 소요)

리조트
정보

세부사항 

14 헥타르
1986년 오픈 
2016년 리노베이션
2개의 휠체어 이용 가능 룸
10개의 리조트 내 주차 구역

위치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11

디럭스 테라스

결제 방법
- 사용 가능 화폐: EUR, USD, JPY, SGD, AUD,
                                  GBP, HKD,  IDR, etc. 

- 사용 가능 카드: AMEX, VISA, MASTER, JCD,  
                                  UNION PAY

체크인 / 체크아웃 
체크인: 오후 3시 / 체크아웃: 오전 10시

리조트 전화번호 
+62 361 7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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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스포츠 및 액티비티

- 60여 가지의 스포츠 및 액티비티(1): 공중그네,    
 골프, 세일링, 카약, 양궁, 스노클링 등
 다양한 스포츠

- 액티비티별 전문 G.O가 제공하는 수준별 강습
 부터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고급 시설 및 장비

+ 액티비티 후 즐기는 웰니스 프로그램
   & 휴식
- 세계적 스파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클럽메드 스파*
- 수영장, 자쿠지, 터키식 배스** 또는사우나**
  에서 누리는 휴식

풍미 넘치는 식사와 무제한 
음료, 주류 및 스낵서비스

- 하루 종일 현지 요리는 물론 세계 각국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메인 레스토랑과 
 스페셜티 레스토랑

- 달콤하고 풍미있는 스낵 서비스

- 생과일 주스, 소프트 드링크, 커피, 차, 등의  
 음료와 맥주, 와인, 위스키, 칵테일 등의 각종 
 주류를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오픈바

- 5    고객을 위한 샴페인 서비스(3)

모든 연령대를 위한 키즈클럽

- 전용 시설에서 숙련된 담당 G.O가 진행하는
 맞춤 액티비티
 
- 연령별로 세분화된 클럽메드 키즈클럽
   (베이비클럽*, 쁘띠클럽*, 미니클럽, 
   주니어클럽 및 패스월드)

모든 교통편이 한 번에 
해결되는 편안한여행

- 왕복 항공권 (공항세, 유류 할증료 포함)

- 공항-리조트간 교통편

안락한 객실

- 선택 가능한 다양한 리조트: 3     리조트,
   4     리조트 (프리미엄 리조트), 
   5     익스클루시브 컬렉션 리조트,
   5     익스클루시브 스페이스 및 빌라

- 다양한 타입의 객실(1)(2): 
  클럽룸, 디럭스, 스위트 등
  예산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한 객실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 파티
- 매일 밤 다른 테마로 펼쳐지는 이브닝 G.O쇼
  & 파티 

- 클럽메드 만의 독특한 분위기로 즐기는 
 매일 밤 색다른 축제

독특한 현지 문화 체험 
-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관광 프로그램*
- 창작 활동(1) : 현지 무용 배우기,
 요리 수업 및 다양한 문화 액티비티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클럽메드는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휴가의 시초입니다. 

전세계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황홀한 휴가를 만끽해 보세요.

행복한 휴가를 위한 모든 것이 포함된 올-인클루시브 휴가! 

* 추가 요금      ** 리조트별 추가요금 발생 여부 상이
(1) 리조트별 운영 여부가 상이합니다.
(2) 객실 타입별 요금이 상이합니다.
(3) 본 서비스는 저녁 6시부터 제공 되며, 과음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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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프로그램이 가득한
연령대별 키즈클럽

다양한 스포츠 및
액티비티

왕복 항공권 및
공항-클럽메드 간 교통편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 파티

고품격 식사 및 종일
제공되는 음료, 주류 및

간식 서비스

안락한 객실

꿈꾸던 휴가
그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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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전통 공연

데브단 쇼 관람

                      클럽메드에서 5분거리에 있는 누사두아극장에서
             펼쳐지는환상적인 데브단쇼를 보며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시간을 보내세요. 데브단쇼는 인도네시아
전통문화를 볼 수 있는 마법같은 여행이 될 것 입니다.
멋진 배우들의 화려한 공연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월, 수, 금, 토 / 만 2세이상 이용 가능 / 최소 1인이상 출발 가능)
              

PRICE
- 성인 (만 12세 이상): 57 euros | 어린이 (만 4-11세): 28 euros
- 만 2-3세 무료 이용 가능 (별도로 좌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외부관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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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리조트 현지 외부관광 센터에서 확인 요망 

- 리조트 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 상이

2
HOURS

따나롯 왕실사원

방문

                        따나롯 사원은 발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노라마뷰를
              감상할수있는곳입니다. 바다의 신께 바쳐졌다고 알려진
              이 사원은 바다 한 가운데 있는 바위에 지어졌으며
환상적이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맹위에 위치한 타만아윤 사원에서 눈부신 광경의 가든을 방문 해
보세요. 
(매일 운영 / 만 2세이상 이용 가능 / 최소 4인이상 출발 가능)
              

PRICE
- 성인 (만 12세 이상): 36 euros | 어린이 (만 4-11세): 25 euros
- 만 2-3세 무료 이용 가능 (별도로 좌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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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OURS

클럽메드
스파

스릴 넘치는

아융강 래프팅

                        발리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스릴 넘치는
              아융강 래프팅을 떠나보세요. 
              흠뻑 젖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융강의 아름다운
풍경 또한 놓칠 수 없는 관광 포인트 입니다.
(매일 운영 / 만 8세이상 이용 가능 / 최소 2인이상 출발 가능)
              

PRICE
- 성인 (만 12-65세): 60 euros | 어린이 (만 8-11세): 50 euros

1/2
DAY

고대 치료술의 신비로움을
그대로 간직한 스파 브랜드
Club Med Spa by MANDARA

발리니즈 마사지
BALINESE MASSAGE 
100% 퓨어 오일을 사용한 최상의 릴렉스 전신 마사지

PRICE 50 euros

50
MIN

스톤 마사지
WARM STONE MASSAGE 
따뜻한 스톤을 활용하여 근육을 이완시키는 전신 마사지

PRICE 60 euros

50
MIN

항산화 페이셜 마사지
WARM STONE MASSAGE 
얼굴 피부에 생기를 되찾아주는 항산화 페이셜 마사지

PRICE 50 euros

50
MIN

풋 마사지
FANCY FOOT-WORKE 
발의 피부 재생과 에너지 회복을 위한 풋 마사지

PRICE 45 euros

50
MIN

- 스파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리조트 현지 스파 센터에서 확인 요망 

- 리조트 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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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 MORE ABOUT
CLUB MED RESORT 

DOWNLOAD APP
‘Club Med Resorts’

@CLUB MED BAL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