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낭 가족원들이 다낭 Ocean Villas에서 상류 생활을 
경험할 때 당신의 휴가 및 가족은 의미가 있다.

동해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열대 풍경 사이, 베트
남의 유명한 해안에 자리 잡고있는 The Ocean Resort
의 유명한 빌라는 관광객에게 평화로운 휴가를 보내
기에 이상적인 곳이다. 빌라는 총 면적이 275m2인 
빌라, 수영장, 2 베드룸에서 총 면적이 1100m2인 바
다 앞에 있는 5 베드룸까지 모든 관광객의 필요를 충
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설로 호사스럽게 비치된다. 
각 빌라의 공간은 가족을 위해 잘 비치되며 인테리어
이 주방, 전용 수영장 등 고급 서비스로 고급스러운 
디자인된다. 특히, 정원은 야외 파티를 하기에 적합
한 신선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근무일 이후 조용한 공간을 제공한다.

각 빌라는 열린 공간으로 설계되고 Greg Norman이 
설계한 유명한 골프장인 다낭 BRG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를 갖추고 있다. The Ocean Villas에서 편안한 
시간을 즐기시거나 열정적인 스포츠 팬을 위한 도전
적인 골프 코스를 체험할 수 있다.

The Ocean Villas에서, 관관객들은 레스토랑에서 맛
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을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파
티를 준비할 수 있다. 베트남 중부의 땅을 발견하기 
위해 휴가를 계획한다면 The Ocean Villas는 당신과 
가족을 위한 이상적인 기착지이며, 잊지 못할 체험과 
완벽한 서비스를 약속한다.

가족을 위한 이상적
인 휴양지

THE OCEAN 
VILLAS



베트남 중부 해안의 최대 통합적인 리조트 중에 하
나이며 VinaCapitol한테 상을 받은 고급스러운 휴양
지인다. Ocean Villas는 고급스러운144 채의 빌라 및 
166채의 스위트룸이 있으며 세계급 골프장과 여러 
가지의 오락시설가 있으로써 고객을 위해 베트남의 
장관한 동해를 볼 수 있는 편하고 교모한 보호장지를 
제공한다. 베트남관광총국 (VNAT)한테 5성급을 취
득하지기 인해 모든 빌라 및 스위트룸은 우아한 인테
리어를 장치해지며 24/7 국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편함으로써 휴양지는 모든 필요한 것을 모으
다. 휴양지가 2개의 노천 수영장, 노천 놀이터, 해안
클럽, 스파, 바, 식당을 포함하며 국가의 유명한 관광
지의 유리한 사이가 있는 장지에서 위지된다. 해안, 
섬, 국가공원부터 Hoi An옛날거리 My Son성지, Hue
옛도시 등의 UNESCO의 인정을 받은 장지까지 고객
들은 베트남의 독특한 문화를 알아낼 수 있는다.

The Ocean Villa의 서비스 및 개인적인 편리는 맑은 
공간, 평안과 리얼의 리렉스를 찾고 있는 고객을 위
해 디자인되였다.

고급 해변 휴가 경험



빌라 및 아파트



가정들이나 친구들과 함계 여행을 떠나가기의 이
상적인 선택이다. 빌라 및 아파트는 편의적이며 사
적인 공간이다. 침방의 1-2개 사적인 수영장 아파
트로부터 침방의 5개 바다 아파트까지 다양적인 
형태로 모든 형태가 넓은 침방 및 오픈 공간으로 
디자인된 객실, 식당 및 편의적인 부엌인 뿐만 아
니라 자연빛을 많이 이용하며 노천 수영장으로 5
성급 호텔과 같이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별장
&

아파트 탐방



가정여행이나 친구과 함깨 여행을 위한 완벽한 선택
인다.  2층 2개의 침실 및 275m2(902ft2) 수영장가 
있는 빌라는 넓은 침실가 2개 있으며 각 침실에 따로 
욕실이 있는다. 화려한 1층에서 편리한 부엌 및 통합
된 대기실 및 접대실가 충분히 있으며 편리하고 사
적인다. 모든 빌라는 열대정원으로 둘러싼 개인 노
천 수영장이 있는다.

빌라의 특점:
• 개인 수영장
• 에어컨
• 대형 냉장고를 포함한 편의시설가 있는 부엌
• 무선 인터넷
• 텔레비전및DVD PLAYER
• 무선 스피커 시스템
• 세탁기 및 다리미
• 충분한 상품가 있는 미니형 냉장고 (실체 사용량
대로 정산)
• 개인 발코니과 벤치
• 실내 무료 차과 커피
• 무료 500ml Aquafina 4병/날 
• 실내 금고

2개의

침실 및 수영

장 빌라



3개의 침실 및 수영장 빌라는 개인적이며 고급스러
운 쉰 장지이다. 각 침실에 따로 욕실이 있는 넓은  3
개의 침실가 있는 2층373m2 (1,223ft2)의 넓은 빌라
가 가정이나 친구과 함깨 여행을 위한 이상적인 장
지니다. 빌라의 아랫층에서 편리시설가 있는 부엌 및 
접대실가 있는다. 둘리싼 유리창문은 열릴 수 있으나 
밖의 장면을 볼 수 있거나 밖의 베란다에 나가며 개
인 수영장에 몸을 던질 수 있는다.

2층 433m2 (1,420ft2)의 넓은 4개의 참실 빌라는 개
인적인 편한 곳이다. 각 침실은 자연 광선이 가득하
게 자연스럽게 장치하며 각 침실이 따로 욕실이 있
으므로 이 빌라는 대가정이나 사람이 많은 친구팀을  
위한 완벽한 곳인다. 아랫층에서 편리한 부엌, 접대
실이나 밥 드신 방은 넓으며 개인 수영장으로 조명
한다. 본 빌라의 베라다은 책을 즐기거나 다 같이 저
녁을 드시는 것에 완벽한다.

3개의 

침실 및 수영

장 빌라



바다를 조명한 5개의 침실 빌라는 자유럽고 여유하며 동해과 Cham
섬을 조명하고 5개의 침실, 670-1100m2 (2,198 – 3,608ft2)의 넓은  2
층이 있으므로 고객한테 최대의 편리를  제공한다. 5개 침실의 인테리
어는 넓고 우아한 공간이며 모든 침실에 따로 욕실이 있는다. 부엌으
로 완성된식당과 접대실이 열린 공간이며 매 아침에 Non Nuoc 해안
의 아름다운 새벽 장면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넓은 발코니으로 유
리 창문과 개인 노천 수영장은 대가정한테 어울리며 외부의 식당 및 
자연 공간으로 빌라가 인테리어의 확대부분을 보일 수 있는다. 미팅
이나 대가정의 파티과 어울린다.

바다뷰 5개의 침

실 빌라



Da Nang BRG 골프그럽에 The Dunes Course의 모
든 수로 특기로 둘러싸지며377m2(1,236ft2)의 낣은 
3방Dunes는 골프를 친 사람이나 독특한 피신 곳을 
찾고 있는 가정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다. 세련된 
10지리 식당 구역에서 친구들과 함깨 식사를 즐기며 
개인 수영장에서 수영하며 이 빌라에 고요한 공기를 
즐긴다 간막이가 최대 줄린 스타일로 디자인으로써 
빌라 안에 공기가 넓고 빛이 다득한다. 생활공간은 
Golf Course의 섬세하게 가꾸된 풀밭으로 조명하게 
된다. 열린 공간에서편리한 접대실, 현대 부엌 및 유
리적인 오락공간과 함깨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모든 
장벽을 사라진 듯인다. Dunes 빌라의 공간은 현대적
이며 편리하고 세련한다.

THE

DUNES 
VILLA



보편적인 56m2를 넓은 1침실 아파트는 완벽한 여
행을 위한 고객의 모든 필요한 것이 모은다. 짐을 풀
린것만으로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의 아파트에즐길 수 
있는다. 킹 사이즈 침대로 열린공간과  접대공간, 충
분히 용품이 있는 작은 부엌, 개인 발코니 등 본 아파
트는 고객한테 고급스러운 유향지는 적당히 가격으
로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다.  독신이나 커
플이나 사업가 고객과 완전히 어울린다.

단독 디자인으로 고객은 대양과 산으로 보일수 있는 
이 스타일 아파트는 2가지의 형태가 있는다. 첫째 형
태는 면적이 85m2 (278ft2) 및 편리한 2개의 침실, 그 
중에 한 침실에 킹 사이즈 침대과 개인 욕실이 있으
며 다른 침실에 더블베드가 있는다. 둘째 형태는 면
적이 100m2 (328ft2)이며 두 침실에 킹사이즈 침대
가 있으며 한 침실에 개인 욕실이 있는다.  여유하게 
즐긴 가능한 공간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열린 접대
실과 생활 구역 및 작은 부엌과 밖에 개인 발코니가 
있는다. 전부 아파트는 중성 색갈로 현대적으로 디
자인함으로써 바다 위에 집인 느낌이며 근열대 천국
에서 시원하고 쾌적한 느낌을 가져간다.

1침대 아파트



음식



White Caps식당에서 그림처럼 아름다운 바닷가로 평범한 점심부터 
바닷에 바베큐 저녁까지 저희의 다양한 음식서비저로 베트남음식에 
대한 완벽한 경험을 드린다

WHITE CAPS식당
간다하지만 편한다. White Caps식당은 간단한 디자인으로 DaNang
의그림처럼아름다운 해안 뷰를 보일 수 있는다.  지역 원천과 싱싱한 
원료에 강조함으로써 매뉴는 아시아식이나 유럽식이라서도 만든다.

해안에 즐긴 저녁식사 
천국에서 자신의 특별한 순간을 가정이나 다른 중요한 사람과 나눔; 
독점한 “별 아래”라는 식사 서비스를 즐긴다.  당신의 신발을 벗어 앉
으며 즐기면서 저희의 구운 마스터는 지역의 특산물을 뜨거운 불위
에 구운 음식을 서비스한다.  그 모든 것은 세계적 유명한 Non Nuoc
바닷가에서 즐긴다. (기존의 빈 자리는 최대 10명의 고객)

빌라의 바베큐
우리 빌라의 바베큐는 자신의 주방장과 직원이 제공되고 빌라의 개인 
공간에서 당신, 당신의 친구 및 가족을 위한 제공하도록 설계됩니다.

조리수업
바닷뷰으로 식당에서 처희의 전문 요리사과 함깨 2시간 걸린 베트남 
음식 조리수업을 참가해보세요!  베트남 음식의 맛있는 향기, 원료과 
요리레시피에 대한 알아내어봅시다! (커플이나 팀에 위함)

수영장 술바
신선한 과자 에드이나 칵테일으로 당신의 갈증을 풀인다.  White 
Caps Bar에서 수영장 곁에 당신은 맛있는 간식을 즐긴다.

WIN
AND

DINE



자연 에센스로 밸런스과 여유감을 유지한다.  베트
남의 전통적 건강관리 방식과 현대 스파 방식의 통
합 요법을 참을 수 없을까? Tides Spa Menu 앱을 다
운로드하면서 제공된 모든 세트나 치료방식의 정보
를 충분히 있는다. 피부와 몸을 위한 건강과 행복 세
트, 생활방식, 긴장과 힘넘어심 및 독성탈출과 정리
세트가 있으모로 당신의 세롭게 자유함과 에너지를 
다시 느낄 수 있는다.

건강관리서비스
Tides Spa에서 더 좋은 음료일 수록 더 좋은 건강을 
갗기 위해 더 노력한다. 저희의 건강에 좋은 음료를 
드시면서 좋은 느낌을 느낀다… 음료 종료, 맛있는 
주스로 자연스럽게 건강을 늘었으며 하루 종일 엔
너지를 넘친다.

건간

TIDES 

SPA



검색 및 이동



독특한 지방에 대한 궁금가득한 고객들만에게 옛날거리 – Hoi An부터, My Son 성지, Hue
유적지역까지 등의 가장 유명한 구역 관광지로 배치할 가능하거나 바닷가에 휴양지에서 
단순히 쉬어도 저희 휴양지는 고객의 편안를 위한 모두를 제공한다.

장소지도
다낭 (Da Nang)도시는 베트남의 가장 세째 큰 도시이며 동해에 유명한 중부 연해 지역에
서 위치된다. 다낭역과 다낭국제공항에부터 25분의 반경안에서 위치된 The Ocean Villas
는 국가의 몇 유명한 관광지에 쉽게 찾아낸 위치한다. 해안, 섬이나 국가공원부터 Hoi An
옛날거리나 My Son성지나 Hue옛수도 등 UNESCO한테 인정을 받은 세계유산까지, 관광
객은 발건하고 알아본 가능하고 베트남의 독특한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다. 저희는 My 
Son과 BaNa Hills을 포함된 지역의 인기가 끓은 관광지의 개인 관광투어를 배열할 가능
한다.

교통서비스
•  Da Nang공항: 자동자로 25분걸림/ 15km/ 9.3 영국식미일
•  Da Nang역: 자동차로 27분걸림/ 159km/ 9.9영국식 미일 

유명한 관광지
•  Ngu Hanh산: 자동차로 8분걸림/ 4.5km/ 2.8 영국식 미일
•  용다리: 22분결림/13.2km/8.2영국식 미일
•  아시아파크: 20분걸림/ 11.5km/7.1 영국식 미일
•  Son Tra반도: 30분걸림/ 18km/ 11.2 영국식 미일
•  BaNa산: 1사8분걸림/ 40km/ 24.9영국식 미일
•  Hai Van고개: 1시12분걸림/ 42.1km/ 26.2 영국식 미일
•  My Son성지 (세계유산): 1시11분걸림/ 41.9km/ 26영국식 미일

골프장
•  Da Nang BRG골프자: 2분걸림/ 0.9km/ 0.6미일
•  Montgomerie Links골프장: 3분걸림/ 1.6km/ 1미일
•  BaNa 골프장: 59분걸림/ 34.6km/ 21.5미일

쇼핑
•  Vincom쇼핌센터: 23분걸림/ 13.5km/ 8.4미일
•  Tha Parkson: 25분걸림/ 14.7km/9.1미일里
•  Con시장: 25분걸림/ 14.7km/9.1미일
•  Han시장: 24분걸림/ 14.4km/ 8.9미일

근처 장지
•  Hoi An 옛날거리 (세계유산) 25분걸림/14.4km/8.9미일
•  Hue: 2시30분걸림/108km/67.1미일

탐험 해보세요



끌린 관광지
Da Nang 시
세계적 Top 10 바닷가중에 한 개가 연결하는 Dan 
Nang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다. 지역
시장이 Con시장, Han시장 Moi시장 및 DongDa시장을 
포함된 80개를 넘어 온 도시를 발견한다. 4가지의 시
장은 1975년 전에 활동되어 지역의 수공상품이나 기
념품을 위한 완벽한 장소다. Vincom Plaza, Indochina 
Riverside Towers 및 Parkson 등 에어컨이 있는 현대 
쇼핑센터는 음식이나 영화관이나 쇼핑점을 제공한다.

Hoi An
모든 고객을 위한 진정한 기쁨. Hoi An은 호롱등으로 
빛낸중국, 베트남과 일본의 고건물 거리과  옛날에 아
름다움을 다 보여준다. 밖에 전통음식과 쇼핑을 추가
해서 옛날거리를 관광한 경험이 더 즐겁다.

Ngu Hanh산 
여기는 대리석 원료기 때문에 특별히 유명한 5개의 
석회암 야산 을 모와서 명명한다. 산으로 오랫시간 중
에 새기되며 불교사원,  절이나 동굴 등은 인기를 끌
인 점이다.

Cham군도
바다의 활발한 생활과 완벽한 프른 바다를 즐기며 
Cham군도는 고객한테 바다안에 잠수한 기회를 제공
한다. 하루 관광투어를 예약해서 태양아래에서 도시를 
탈출해봅시다!

My Son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고고장소다. 옛 Champa왕국의 
수고이며 오랫시간이 지나가서도 대부분 절과 신조상
은 아직 완벽하게 남아있는다. 잔재에 찾아가는 행정
중에 볏다발을 가끔이 나타나서 행정 중에서도 구경
할 가능한다.

Hue
옛날수도는 국가의 가장 감흥이 가득한 검축을 유지
란 장소다.  훙서왕의 무덤으로 모험하고  상징적인 성
루에 찾아낼 수 있는다. Hue의 궁전 음식, 굽이흐르는 
Huong강, 절은 낭만적인 도시가 된 요소이고 관광할 
만한다.

서비스 및 오락시설
호이안에 데려간 서비스
교통서비스를 몇가지 제공한다. 그 중에 개인 공항버
스나 택시 및 무료 왕복 Hoi An옛날거리로 버스나 택
시를 제공한다. 개인차나 택시를 배열해도 저희 직원
은 자유 선택, 편리함으로써 항상 선뜻게 준비한다.. 

수영장 
2개의 노천 수영장에 하나 중을 선택하며 마음대로 즐
겁다. 아침 6:30부터 오후 18:00까지 열리며 Da Nang (
다낭)의 열대후기로 아침이나 오후라서도 좋았다.
수영장 근처에서 바다를 보인 Whitecaps식당이였다. 
수영장에 수영하는 다음에 맛있는 음식 및 매력있는  
칵테일과 함께 평온한 황혼을 즐긴다.
둘번째 수영장은 The Oceans Suites과 마주 대한다. 아
이를 위한 구역은 2개의 수영장에서 다 있는다.

Golf
골프에 빠진 고객을 위해 Da Nang BRG 골프장은 
Greg Norman가 디자인되고 유향지과 통합해서  당신
의 빌라나 아파트에서 직접 데리고 온 서비스로써 골
프장을 즐기는 것은 더 이상 편할 수 없는다.  DaNang 
BRG 골프장의 구성은 베트남에서 가장 좋은 골프장이
라는  지위하게되고 동시에 세계적 신 골프장 중에 선
도 골프장이라는 지위된다. The Ocean Villas는 국제수
준에 따라 디자인된 Montgomerie Links골프장에 근
처에 위지되고 IMG Worldwire는 Vinperal 남호이안 
(Nam Hoi An) 골프장과 호이안의 Robert Trent Jones 
II골프장 (건설중인)을 디자인한다.

테니스코트
흥이 넘친 테니스를 치는 것으로 건강과 능동적인을 
유지한다. 휴양지의 테니스코트는 밤에도 칠 수 있기 
위해 광선을 충분히 제공한다.  가격에 대한 자세 정보
를 위해 리셉션을 연략해주세요.

메디아
The Ocean Villas 및 The Ocean Suites 및 The Ocean 
Resort는 인상이 좋게 언급되였다. 당신의 선호하는 신
문에 클리과며 제목 및 내용을 읽으면서 최신 신문에 
대한 알아보신다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용 약관 또는 기타 정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아래 정보로 문의하십시오.

영업 및 예약 부서  

E: sales@theoceanvillas.com.vn | reservations@theoceanvillas.com.vn

T: +84 (0) 236 396 7094               | F: +84 (0) 236 396 7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