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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정보

이상적으로 하노이와 호치민시 사이에 위치한 The Ocean Resort의 The Ocean Villas는 동해에 면한 무성한 열대 풍경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의 유명한 관광 명소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The Ocean Suite의 2개의 타워, 레스토랑, 
바, 수영장 및 스파에 110개의 아파트가있는 오션 스위트의 서비스 및 시설은 독특하고 잊을 수 없는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을 위해 독점적으로 설계되었다.

도착지
다낭 (Da Nang)은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중부 연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다낭 국제 공항에서 단 
30 분 거리에있는 The Ocean Suites의 The Ocean Suites
는 이 나라의 유명한 명소들과 편리하게 인접한다. 해변, 
아름다운 섬, 후에 및 호이안과 같은 고대 도시는 세계적 
수준의 문화 유산이며 관광객들은 베트남의 풍부한 
문화를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으며 베트남의 정체성이 
있는 문화에 더 깊이 빠질 수 있다.

스타일
The Ocean Resort 의 The Ocean Suites는 2 개의 건물에 
지어진 1, 2 베드룸이 있는 아파트를 포함한 110 개의 
아파트가 있으며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자연의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디자인이다. 이러한 디자인은 친밀감을 조성하기 위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만 고급스럽고, 날카롭고, 
개인적임을 느낄 수 있다.

서비스
White Caps Bistro & 바 :
유명한 요리사가 준비하는 아시아 또는 유럽 요리를 
맛보실 수 있다.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줄 것이며 다낭의 
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해변을 감상할 수 있다.

풀 바
신선한 과일 주스, 칵테일을 마시며 갈증을 돋우거나 
White Caps 바에서 수영장 옆에서 간식을 즐길 수 있다.

기타 서비스

• 24 시간 보안

• 교통 서비스

• 정보 및 여행 서비스

• 하루 중 세탁 서비스

• 룸 서비스

• 인터넷

• 선택할 수 있는 2 개의 리조트 수영장

교통 수단
항공편 이용 : 호치민시와 하노이에서 약 1.5 시간 정도 

걸린다. 다낭 국제 공항에서 30 분 거리에 편리하게 
위치하여 고객의 요청시 셔틀 서비스를 제공한다.

룸 서비스
모든 빌라에는 전용 수영장과 자체 조절 에어컨을 
갖춘다.

1 베드룸 아파트
1 베드룸 아파트는 56 평방 미터 크기이며 킹 사이즈 
침대가 있는 침실과 넓은 전용 욕실을 갖추고 있다. 모든 
아파트는 에어컨, 온수 / 냉수 시스템, 완비 된 주방, 
냉장고 / 냉동고, 스마트 TV, 무선 오디오 시스템, DVD 
플레이어, 세탁기, 무선 인터넷, 미니 바, 차 / 커피 
메이커, 목욕 가운 및 슬리퍼, 안전 금고, 헤어 드라이어, 
생수, 전용 발코니, 전기 (220 볼트)를 갖춘다.

2 베드룸 아파트
2 베드룸 아파트에는 2 개의 유형이 있다. 85m2 
아파트에는 2 개의 완비된 침실, 1개에는 킹 사이즈 
침대가 있는 침실과 넓은 전용 욕실을 갖추고 있다, 또 1
개에는 공동 생활용 거실이 있는 더블 침실이 있다. 
100m2 아파트에는 대형 침대가 있는 침실 2개와 전용 
욕실이 있는 침실 1개가 있다. 이 아파트들은 위에 
언급된 모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타이드 스파
타이드 스파 (Tides Spa)의풍부한 치료법으로 건강 
관리-해변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긴장을 풀 수 있는 
완벽한 방법.

기타 서비스

• 견학 & 관광

• 사이클링

• 골프 - BRG 다낭 골프장과 Montgomery Links는 모두 

리조트 근처에 있음.

• 바다 스포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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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정보

이상적으로 하노이와 호치민시 사이에 위치한 The Ocean Resort의 The Ocean Villas 는 동해에 면한 무성한 열대 
풍경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의 유명한 관광 명소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114 개의 빌라, 레스토랑, 바, 수영장 
및 스파를 갖춘 The Ocean Villas 서비스 및 시설은 독특하고 잊을 수없는 경험을 원하는 관광객을 위해 독점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도착지
다낭 (Da Nang)은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중부 연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다낭 국제 공항에서 단 
30 분 거리에있는 The Ocean Suites의 The Ocean Suites
는 이 나라의 유명한 명소들과 편리하게 인접한다. 해변, 
아름다운 섬, 후에 및 호이안과 같은 고대 도시는 세계적 
수준의 문화 유산이며 관광객들은 베트남의 풍부한 
문화를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으며 베트남의 정체성이 
있는 문화에 더 깊이 빠질 수 있다.

스타일
The Ocean Resort의 The Ocean Villas는 114개의 1, 2, 
3, 4 및 5 베드룸 빌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아름다운 해변에서 생활공간을 제공한다. 
리조트의 편의시설은 매우 편안한 스타일로 설계되어 
있으며 개인적인 흔적에 있는 서비스는 장기적인 인상을 
남길 것이다.

서비스
White Caps Bistro & 바 :
유명한 요리사가 준비하는 아시아 또는 유럽 요리를 
맛보실 수 있다.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줄 것이며 다낭의 
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해변을 감상할 수 있다.

풀 바
신선한 과일 주스, 칵테일을 마시며 갈증을 돋우거나 
White Caps 바에서 수영장 옆에서 간식을 즐길 수 있다.

기타 서비스

• 24 시간 보안

• 교통 서비스

• 정보 및 여행 서비스

• 하루 중 세탁 서비스

• 룸 서비스

• 인터넷

• 선택할 수 있는 2 개의 리조트 수영장

교통 수단
항공편 이용 : 호치민시와 하노이에서 약 1.5 시간 정도 
걸린다. 다낭 국제 공항에서 30 분 거리에 편리하게 
위치하여 고객의 요청시 셔틀 서비스를 제공한다.

룸 서비스
모든 빌라에는 전용 수영장과 자체 조절 에어컨을 
갖춘다.

1 베드룸 빌라
1 베드룸 빌라 (220 평방 미터)는 킹 사이즈 침대 또는 2 
개의 싱글 침대가 있는 침실이 있다.

2 베드룸 빌라
275 평방 미터의 빌라는 대형 침대가 있는침실과더블침대가 
있는침실또는2 개의 싱글침대가 있는침실

3 베드룸 빌라
3 베드룸 373 평방 미터의 빌라는 킹 사이즈 침대가있는 
침실, 더블 침대가 있는 침실 및 2개의 싱글 침대가 있는 
침실로 구성되어 있다.

4 베드룸 빌라
433 평방 미터의 4 베드룸 빌라는 대형 침대가 있는 
침실, 더블 침대가 있는 침실 및 2 개의 싱글 침대가있는 
침실로 구성되어 있다.

5 베드룸 빌라
5 베드룸의 바다 경관 빌라는 대형 침대와 싱글 침대가 
있는 침실을 포함하여 670-1,100 평방 미터의 크기이다.

Dune 빌라
3 베드룸 377 평방 미터의 Dune 빌라는 대형 침대가 
있는 침실, 더블 침대가 있는 침실, 2 개의 싱글 침대가 
있는 침실로 구성되어 있다.

엔터테인먼트
타이드 스파
타이드 스파 (Tides Spa)의풍부한 치료법으로 건강 
관리-해변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긴장을 풀 수 있는 
완벽한 방법.

기타 서비스

• 견학 & 관광

• 사이클링

• 골프 - BRG 다낭 골프장과 Montgomery Links는 모두 

리조트 근처에 있음.

• 바다 스포츠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