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대 해변 도시 싼야의 정취를 느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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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단 끝에서 만나는
열대의 낭만
싼야는 중국 남단에 위치한 베트남과 광동성 해안의 하이난 섬에 있
는 열대 휴양지입니다. 남중국해 청정수의 부드러운 물결과 쾌적한
기후, 산호 해변에서 갖는 휴식 그리고 수상 스포츠를 일년 내내 만
끽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는 국제 수준의 골프장과 이국적인 열대 다
우림과 소수 민족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우지산(五指山), 급류타기
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만천하(万泉河, Wanquan River) 계곡
과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온천 등 다양한 관광명소가 자리잡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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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에서 감상하는 아름다운 일몰
297개의 모든 객실에는 정원이나 남중국해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실외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코코넛으로 엮은
침대머리판과 다채로운 색상의 수예품 등으로 장식되어 있어 싼야의 고유한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첨단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대리석 욕실 및 야외 수영장 등 모든 근대적 설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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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의 스위트 및 빌라
모든 스위트에는 넓고 쾌적한 욕실이 있고, 듀플렉스 빌라에는 매우 넓은 개인 수영장과 정원이 있습니다. 개인 스파 시설을 갖춘 2 베드
룸 빌라 또는 1 베드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의 빌라에서 투숙객은 빌라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버틀러 서비스 및 무료
다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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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미각에 맞춘 요리
모든 레스토랑과 바에는 해변 또는 수영장이 보이는 야외 좌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변가에 위치한 Fresh는 세련된 디자인의 오픈 야외 레스토랑으로
당일의 신선한 해산물 재료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품격 있는 Yi Yang에서는 맛있는 광동 요리와 해산물을 제공합니다. 수영장 근처
Pavilion과 Wave에서 지중해 음식을 음미하고, 전문 누들바, 썬킨 풀바 및 재즈바 등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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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스파 체험
만다린 오리엔탈의 아름다운 스파는 개별 정원이 있는 스파 빌라와 두 개의 VIP 빌라 내의 프라이빗 럭셔리 스위트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 마사지 라운지에서 중국 전통 요법과 반사 요법을 이용한 다양한 마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전통의약전문의사(TCM)가 현장에서 개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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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가 선사하는 만다린 오리엔탈 서비스
만다린 오리엔탈에서는 최대 450명까지 수용 가능한 Coral Bay Ballroom과 8개의 야외 연회장 포함해서 중소규모 행사 및 미팅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모임 공간을 제공합니다. 세심한 서비스와 다양한 시설을 통해 열대낭만을 즐기는 휴식, 팀워크 구축,
인센티브 프로그램 및 특별 행사를 위한 이상적인 장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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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행사
싼야 만다린 오리엔탈은 근교에서 가장 빼어나기로 명성이 자자한 몇몇 행사 장소를 제공합니다. 저희 리조트에서는 화려한 연회장에서
갈라 디너를 개최하거나 아름다운 정원에서 호화 결혼식을 올리거나 또는 해변에서 오붓하게 낭만적인 식사를 즐기고 싶은 분들께 특별
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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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고 신나는 레저 활동
투숙객은 이곳에 머무는 동안 1.2km에 달하는 전용 해변, 3개의 야외
수영장 및 실내/외의 많은 여가 활동 구역에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럴 베이에서 카약과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고 태극
권과 요가를 비롯한 웰빙 활동을 매일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적
선 테마 키즈 클럽은 가족 고객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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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오리엔탈, 싼야
위치:
• 전용 해변의 12헥타르(약 3만6천평) 공간, 싱그러운 초록의 비탈과 향기
로운 열대 정원의 조화
• 싼야 봉황 국제 공항(Sanya Phoenix International Airport)에서
18분 거리
• 대동해(Dadonghai) 쇼핑가에서 5분 거리
• 인접한 위치의 3개의 골프 코스에서 10-25분 거리

객실:
•
•
•
•

바다 전망과 정원 전망이 보이는 297개의 객실
해변 바로 옆에 위치한 68개의 파빌리온 룸
식품 저장실, 개별 테라스 또는 발코니가 있는 18개의 스위트
개인 수영장, 테라스, 정원 및 야외 식사 장소가 갖추어진 15개의 듀플렉
스 풀 빌라

레스토랑 및 바:
•
•
•
•
•
•
•
•
•

Fresh – 해변가에서 즐길 수 있는 해산물 그릴
Yi Yang – 광동 요리
Pavilion – 종일 식사 제공
Mee & Mian – 전문 누들바
Sunset Bar – 칵테일 및 스낵
MO Blues – 와인 저장고와 시가가 있는 재즈바
Wave – 수영장 근처에서 즐길 수 있는 가벼운 식사
Breeze – 로비 라운지에서 즐길 수 있는 다과
Phoenix Tea House – 중국 전통차

모임 및 비즈니스:
•
•
•
•
•

8곳의 넓은 야외 행사 공간
450명 수용 가능한 연회장
자연 채광이 가득한 5개의 독립형 미팅룸
비즈니스 센터
무선 인터넷

스파:
•
•
•
•
•
•

3,200평방미터의 스파 빌라
18개의 프라이빗 스위트
개인 스팀 샤워와 야외 욕조 시설이 완비된 스위트
사우나와 스팀 시설이 완비된 커플 스위트
사우나, 스팀 및 정원이 구비된 VIP 스위트
상담 서비스 및 중국 전통 의술로 치료를 제공하는 중국전통
의약전문의사(TCM)
• 발 마사지 라운지
• 스파 부티크

레저:
•
•
•
•
•
•
•

6,400평방미터 이상에 달하는 3개의 야외 수영장
산호초로 덮힌 12km의 전용 해변
키즈 클럽
휘트니스 센터
사우나 및 스팀 룸
태극권, 기공 및 소림 쿵푸 강습
쌍방향 Wii TV 게임, DVD 대여, 탁구,
당구 및 비치 발리볼
• 성인 및 아동을 위한 요리 강습
• 인접한 위치의 3개의 골프 코스

호텔 주소:
12 Yuhai Road, Sanya City 572000, Hainan, PRC China
전화 +86 (898) 8820 9999
온라인 예약

mosan-reservations@mohg.com
mandarinoriental.com/sanya

온라인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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