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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현대시대 의 삶속에서 의 스트레스 를 벗어나서 모래가
많은 황금빛 나는 해변을 따라 풍부한 산호초군 도 ,
넘실거리 는 코코넛 나무와 푸른빛 바다가 있는 목가적인
섬입니다 ..
피지언 가족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 말롤로는
스트레스 가 없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섬입니다 ." 코코넛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와 철썩거리 는
바다 , 너무나 푸른 하늘 아래에서 밤에 많은 별들을

RESORT FACT SHEET

위치 & 접근성
말롤로 아일랜드 리조트는 마마누다 군도에 위치해 있는 말롤로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난디 국제 공항으로 부터 25km/16miles 떨어져
있습니다. 매일 3 번 사우스 시 크루즈 일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데나라우 항구에서 개인 차량이나 바다비행기 또는
스피드보트를 옵션으로 더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저희는 아침
8 시 이전에는 바다 비행기의 도착 또는 출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후
봄/여름엔 (9 월~2 월-습기 시즌, 12 월~3 월) 평균 온도 32 도(92°F)를
전후로 한 열대성 기후와 가을/겨울(3 월~8 월) 평균 온도
27 도(82°F)를 전후로 한 날씨가 있습니다. 11 월부터 2 월 동안에는,
우기시즌인데 29 도(84°F),의 높은 온도와 6 월과 10 월 사이에는 평균
온도는 24 도(79°F)입니다.
숙박
오션 뷰, 딜럭스 오션 뷰, 오직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위한 가족 &
탄드라 비치 부레를 포함한 4 개의 다른 카테고리의 방이 있으며 그
가운데에 바람이 잘 부는 천장, 아득한 농장, 콜로니얼 풍의 방/부레가
있습니다. 모든 방에 에어컨, 냉장고, 커피머신 과 티 메이커 설비기계,
다리미, 헤어드라이기, 욕조, 팬과 특별한 베란다가 있습니다.
28 오션 부레 - 평방 33 스퀘어 미터 (355 스퀘어 피트)
각 부레는 하나의 킹 사이즈 침대와, 화장실에 접해 있는 욕조 그리고
2 개의 싱글 침대가 제공 됩니다. 4 명의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12 딜럭스 오션뷰 부레 - 평방 50 스퀘어 미터 (538 스퀘어 피트)
각 부레는 하나의 킹 사이즈 침대와 메인 화장실에 인접해있는 욕조화
함께 분리되어있는 화장실이 딸려 있고 매력적인 거실에 2 개의 싱글
침대가 있습니다. 4 명의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또는 아이가
있는 5 명의 사람들일때 간이 침대가 제공 됩니다.)
2 탄드라 비치 부레 - 50 스퀘어 미터 이상 ( 538 스퀘어 피트)
바다로부터 몇 발자국 떨어진곳에 있으며, 수직으로 뻣은 차양으로
이루어진 4-포스터 킹 사이즈 침대가 제공되며, 욕조, 특별한 베란다가
있습니다. 호주식 스파클링 와인 한병과 도착후에 열대 과일 접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인 가족 부레
방 크기는 100 스퀘어 미터 (1076 스퀘어 피트)이며 20 스퀘어
미터( 215 스퀘어 피트) 크기의 베란다가 부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방은 2 개의 침대로 구성이 되며 각 방마다 킹 사이즈 침대, 거실에서
떨어져있는 접근 할수있는 메인 화장실이 있고, 3 개의 싱글 침대가
또한 거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2 개의 다른 부레는 92 스퀘어미터
(990 스퀘어 피트) 이며 2 개의 침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방은 킹
사이즈 침대와 거실에 인접해 있는 욕실, 그리고 3 개의 싱글 침대,
더하여 18.75 스퀘어미터 크기의 베란다 (202 스퀘어피트) 가 있습니다.
7 명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다이닝 & 바
다이어트 중이시면 사전에 최소 24 시간전에 요정하시기 바랍니다.
3 개 식당: 해변 바( 점심 11 시 반부터 오후 4 시까지 매일,
저녁은 오후 6 시부터 9 시까지. 토요일은 저녁때 문 닫음);
• 테라스 (아침은 7 시부터 10 시까지, 점심은 11 시 반부터 오후
2 시 반까지, 그리고 저녁은 6 시 반부터 10 시까지);
다이닝(포함내역)

• 식당 (포함): 트리탑스 (저녁에 오직 6 시 30 분부터 10 시까지 일
주일에 6 번, 토요일은 문 닫음. 13 살과 과 그 이상 게스트)
• 월요일,수요일 & 토요일은 뷔페 테마 (테라스)
• 식사 계획
• 피크닉 바구니
• 어린이 무료 뷔페
• 해변가 & 제티에서 개인 저녁
• 3 개 바: 수영장 바는 아침 10 시부터 저녁 6 시까지 (오직 성인);
• 해변 바는 아침 10 시부터 저녁 11 시까지 매일;
• 트리탑스 바는 저녁 6 시 반부터 11 시까지 (오직 성인)
특별한 외부활동
게스트 라운지
무료:
스노클링 장비
패들보드
윈드서핑
카야킹
세일링
숲 걷기
키즈 클럽
비치 발리볼
•

•

•

요금 지불 :
•
낚시
•
다이빙
•
피지언 빌리지 투어
•
섬 산책 투어
•
돌고래 관광 투어
•
스노클링 여행
•
파라세일링
•
제트스키투어/사파
리

탈레이 라운지:
18 살 이상 게스트를 위한 유용한 라운지이고 책 도서관,
보드 게임, 위성 티비, 씨디 그리고 디브이 플레이어,
무료 와이파이 접속, 에이컨 구비.
카일스 클럽: 13 살부터 18 살까지 십대를 위한 곳. Bean
bags 를 이용한 긴장 해소를 제공, 위성 티비,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선별된 게임과 에이컨이 구비.
티아스 트리하우스 키즈 클럽: 진정한 말롤로 주민들
처럼 삶의 체험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린이 클럽. 개장은 매일 아침
9 시부터 저녁 9 시까지 이며 나이대는 4 살~12 살까지
입니다. 4 살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의 감독이 요구
됩니다. 아기 의자는 유용하며 한 시간당 10 피지달러를
리셉션을 통해 추가하시면 제공 받으 실수 있습니다.

레이라니 스파
평온한 열대 우림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거친 열대 정원이 있습니다.
3 개의 트리트먼트 부레가 있으며 특히 한 방은 커플을 위한 방이
있습니다. 특별한 긴장 완화 트리트먼트가 제공 되고, 우리의 검증된
치료법은 리뉴얼 된 퓨어피지 제품과 외국의 나무열매를 결합하여
버진 코코넛 기름과 신선한 코코넛 우유를 비롯하여 혼합된 꽃에서
추출한 것을 혼합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룹 & 이벤트
말롤로는 장려 그룹을 위한 이상적인 곳이고, 결혼과 50 명 정도의
소규모 미팅도 할 수있습니다. 개인 장소는 특별한 행사시에
유용하며 리조트는 또한 100 명까지 전세로 사용 할 수있습니다.
조건 적용과 좀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events@ahuraresorts.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O Box 10044, Nadi Airport, Fiji Islands Tel: +679 672 4275 Fax: +679 672 4299 Reservations Tel: +679 672 0978
or malolores1@ahuraresorts.com. Information current as at June 2016 and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리조트에서 옷 갖춰 입기
옷은 캐쥬얼식으로 자유롭게 갖추시기 바랍니다. - 불라 스타일.
저희는 게스트들에게 저녁에 캐쥬얼 복장과 함께 매 시간마다 식당과
바에서 셔츠 작용 그리고 저희의 지역 문화를 존중을 위해서
요청합니다. 또한 모든 사항들은 해변과 섬 산책에서 신발에도 적용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