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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츠칼튼 발리의 키즈 고 글램핑 

 

 

 

2018 년 1 월 8 일 발리, 누사두아- 행복한 아이는 행복한 부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잊지 못할 휴가를 맘껏 즐기고 더 리츠칼튼 발리에서의 재미있는 활동 목록에 

완전히 새로워진 리츠키즈 나이트 사파리 경험을 추가해 보는 것은 어떠세요. 

  

이 이상적인 가족친화적 누사두아의 야자수가 우거진 모래사장 위에 펼쳐진 비치프론트 

리조트는 최근 월드 럭셔리 호텔 어워즈에서 ‘럭셔리 패밀리 리조트 어워드, 아시아’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리츠키즈의 프로그램과 환상적인 시설을 갖춘 플레이 하우스는 아이들이 

낚시, 댄스, 음악, 예술 및 공예에 이르기까지 섬의 강력한 문화와 전통에서 영감을 얻은 

리조트에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독특하고 혁신적인 활동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부모는 풀 옆의 안락한 의자에서 햇볕을 쐬거나 

요가 수업에 참여하거나 또는 럭셔리한 리츠칼튼 스파 발리에서 마음껏 즐기며 리조트의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에서 휴식을 취하고 긴장을 풀고 즐겁게 시간을 할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조트는 또한 가족들에게 연 날리기 및 바다 거북 보호 프로그램과 같은 가족 중심 

활동과 함께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리츠칼튼 발리에서 우리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손님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츠키즈 나이트 사파리는 자신의 스위트 룸이나 빌라의 안락함과 

안전성 안에서 즐거운 글램핑 경험을 만들어 모험을 하는 느낌과 멋진 야외 활동의 스릴을 

선사합니다. "라고 총지배인 Karim Tayach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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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키즈 나이트 사파리는 귀하의 자녀의 창의력과 자연스러운 장난기와 에 도달하며, 리츠 

키즈 카운슬러가 텐트를 설치하고 이 작은 친구들이 몇 시간 동안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재미있는 것들로 이를 채울 것이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습니다. 

 

럭셔리 텐트, 나침반, LED 손전등, 라이온 인형, 미니 토트 백 및 리츠키즈 패스포트를 

포함한 맞춤형 글램핑 편의 시설 덕분에 리조트 객실이 이처럼 재미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아이들이 절대 떠나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리츠키즈 나이트 사파리에는 매일 무료 아침 식사 (6 세 이하), 리츠키즈 일일 프로그램 

이용, 편의 시설 및 자기 전 동화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 요리 수업 및 폴라로이드 

사진 등의 선택 활동은 추가 요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글램핑은 4 세에서 8 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권장됩니다. 객실 내 설치할 경우 스위트 또는 

빌라에서 박당 IDR 800,000와 21 % 세금 및 봉사료가 부과됩니다. 

 

# # # 

 

About The Ritz-Carlton, Bali. 

더 리츠칼튼 발리에 대해 소개합니다. 

우아한 열대의 분위기를 제공하는 더 리츠칼튼 발리는 멋진 절벽과 인도양의 푸른 바다 와 해변을 

배경으로 하는 럭셔리 리조트입니다.  

인도양의 푸른 바다와 313개의 최대규모의 스위트, 빌라와 더불어 리조트 투숙객들은 

자연친화적인 로맨틱함은 가족여행 또는 기업행사에도 적합 합니다. 해안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 더 

리츠칼튼 클럽은 6개의 멋진 레스토랑, 평화롭고 아름다운 스파, 로맨틱하고 이국적인 웨딩 채플, 

재미있고 신나는 리츠 키즈, 일생 동안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호화로운 분위기의 연회장, 평생 

기념할 수 있는 행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bout The Ritz-Carlton Hotel Company, LLC 

 

더 리츠칼튼 호텔 회사를 소개 합니다. 

더 리츠칼튼 리워드는 리츠칼튼 호텔의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더 리츠 칼튼과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전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리워드 프로그램은 현재 31개국과 100여 개의 

호텔과 리조트 에서 반영하고 있으며, 멤버에 한하여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더 리츠 칼튼과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뿐만 아니라 members.marriott.com 에서 스타우드 

프리퍼드 프로그램과도 연동 가능하며, 다양한 추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웹 

사이트 www.ritcarlton.com 에서 추가 문의 및 예약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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