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츠칼튼 발리 리워즈 상품으로 발리를 즐기다

발리 리워드 경험 제안을 즐기십시오.

DENPASAR, BALI, INDONESIA, March
12, 2019 /EINPresswire.com/ -- 2월 14일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새로운 리워드 프로그램인 Marriot
Bonvoy 출시를 기념하여 리츠칼튼 발리에서는 발리 리워드
상품을 발표했습니다. 회원 전용으로 제공되는 이 특별 상품은,
고급 발리 해변 리조트에서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으로
'생명의 원천'으로 알려진 인도양에 손님들을 더 가까이서 즐길 수
있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무료 웰빙 활동에는 매일 요가, 명상,
서프 시작은 물론  하이드로 바이탈풀과 성인 2인의 데일리
아침식사가 포함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는 가족들은
리츠키즈를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또한 3월 31일까지 유효한 이 프로모션을 통해 가장
좋은 요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10%까지 절약 할 수
있습니다.

.   

Marriot Rewards, The Ritz-Carlton
Rewards, Starwood Preferred Guest
(SPG)를 대체하는 Marriot Bonvoy는 여행이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회원권은 자동으로 교체된 프로그램인 Marriot Bonvoy으로 변경됩니다.

반짝이는 인도양의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리츠칼튼 발리의 해변은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Marriot
Bonvoy프로그램과 함께 리워드 회원들은
메리어트 전체 브랜드에서 포인트를 획득하고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arim Tayach

" 반짝이는 인도양의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리츠칼튼 발리의 해변은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Marriot Bonvoy프로그램과 함께 리워드 회원들은 메리어트
전체 브랜드에서 포인트를 획득하고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Karim Telton
총지배인은 전했습니다.

신의 섬으로 잘 알려진 발리는 야자수가 많은 해변, 매력적인 문화, 높은 종교 의식, 오랜 전통
문화를 따르는 힐링 장소로 유명합니다. 리워드 회원들은 사파이어 빛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무료
선라이즈 요가 수업과 해질 무렵의 고요한 명상 수업, 재미있는 서핑 입문 수업등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츠칼튼 발리 스파 내 깊은 밀림과 같은 풍경 속 자리한 독특한 형태의

하이드로 바이탈풀 이용 또한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신체 부위를 마사지하는 강력한 기능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리츠키즈 클럽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이 곳에서 다양한 체험 및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행자들은 거북이 보호 체험 및 예술과 공예, 음악, 춤 레슨,
연날리기 등 많은 엑티비티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리츠칼튼 발리는 섬과 그 독특한 유산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발리 요리교실에서부터 영혼 정화 의례에 이르기까지 영감을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합니다. 특히, 독특한 사롱 컨시어지 프로그램은 직물 장인들의 작업장을 방문하는 것처럼 반나절 동안 여행자들이 손으로 직접 짜는 직물 체험과
함께 발리인만의 문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육지투어를 통해 가파른 계단식 논에서부터 푸른 우림, 역사적인 사원, 전통적인 마을들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Ritz-Carlton 컨시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발리 체험 보상 상품 또는 Marriot Bonvoy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c.dpssw.reservation@ritzcarlton.com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리츠칼튼 발리에 대하여

http://www.einpresswire.com
http://www.ritzcarlton.com/ko/hotels/indonesia/bali/area-activities/ritz-kids#fndtn-Monday
http://www.ritzcarlton.com/ko/hotels/indonesia/bali/dining/bejana/dining-events/market-to-table


리츠 어린이 전용 키즈 풀

영혼 정화 체험

발리 요리교실

아름다운 해변과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는 리츠칼튼 발리는 우아한
열대지방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럭셔리 리조트입니다. 인도양의
에메랄드 푸른 빛 바다의 조용한 전망을 자랑하는 리츠칼튼 발리는
279개의 스위트 룸과 발리 최고의 빌라로 손꼽히는 만큼
34개의 넓은 빌라로 구성되어 있어, 현대적인 발리의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해변을 바라보는 리츠칼튼
클럽, 6개의 세련된 식사 장소, 이국적인 해양 스타일의 스파,
그리고 모든 연령의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는 리츠키즈클럽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가에 위치한
웨딩채플은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다양한 야외 행사 장소와 화려한 이벤트공간은 발리에서의
축하행사와 결혼 피로연 등을 위한 완벽한 장소입니다. 잘 정돈 된
회의장, 럭셔리한 미팅 공간, 맞춤형 패키지 및 숙련된 이벤트
주최자들이 발리에서 MICE 관광 행사를 기획 하시는 분들께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비즈니스, 휴양, 로맨스와 같이
어떠한 여행에도 리츠칼튼 발리는 인생에서 항상 기억에 남을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 드립니다.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 (Instagram),
트위터 (Twitter), 유튜브(Youtube),
링크드인(LinkedIn), 구글 플러스(Google+),
wechatid:ritzcarltonbali 에서 저희를 팔로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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