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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가제보에서 보내는 느긋한 오후 

1 일 1 팀 한정 ‘차밀란 가제보’ 개최 

 (호시노야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위치한 체류형 리조트 호시노야 발리에서는 2019 년 10 월 20 일부터 2020 년 3 월 

31 일간 카페 가제보에서 느긋한 오후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 ‘차밀란 가제보’를 1 일 1 팀 한정으로 

개최한다. 캐노피가 씌워진 특별한 공간에서 호시노야 발리의 특제 과자와 가벼운 식사인 차밀란과 음료를 

제공한다. 부드럽게 비추는 볕, 계곡에 부는 바람을 기분좋게 느끼며 심적으로 릴렉스할 수 있는 오후 

시간대의 프로그램이다.  

 

 

 

개발 배경 

깊이 170 미터에 달하는 계곡 지역에 세워진 호시노야 발리의 카페 가제보. 소파에 앉아있으면 마치 공중에 

떠있는듯한 기분까지 드는 이 공간. 오후가 되면 시원하게 불어오는 계곡 바람과 눈앞에 펼쳐지는 열대의 

수림, 대자연을 느끼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고, 자연의 경치를 바라보다 

낮잠에 들기도 하며 하고싶은것을 맘껏 해 나가기에 딱 좋은 절호의 공간이다. 이 특별한 공간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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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게 하기 위해 차밀란을 생각 해낸 이곳 스탭들. 차밀란이란, 인도네시아어로 가벼운 식사나 간식, 

과자를 의미한다. 투숙객들이 차밀란을 즐기며 마음이 가는대로, 생각이 이끄는대로 스테이 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특징 1. 부드럽게 비추는 햇빛과 계곡을 가르는 바람이 기분좋은 카페 가제보 

15 시가 지나면 오전동안 열대의 강한 힘을 느끼게했던 태양도 서서히 저물기 시작하며 햇빛은 상냥하게 

바뀐다. 쨍쨍한 태양이 바로 내리쬐는 아침의 카페 가제보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된다. 오후의 카페 

가제보는 계곡을 가르는 상쾌한 바람이 통과하는 곳으로, 저무는 태양과 함께라면 그 바람은 더욱이 

청량하게 느껴진다. 새들의 지저귐, 계곡의 물이 흐르는 소리, 대자연에 몸을 맡기고 릴렉스 할 수 있다. 

 

 

특징 2. 캐노피가 바람에 살랑이는 특별한 공간 

이 프로그램 한정으로 카페 가제보에 캐노피가 설치되었다. 

캐노피는 다른 투숙객들의 시선을 신경쓸 필요가 없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서 카페 가제보를 연출 해 준다. 또한, 

계곡 바람에 살랑이는 캐노피로 청량함이 배가된다. 그밖에도 

가제보에서의 시간동안 즐길 수 있도록 책이나 스케치북, 

쌍안경도 준비되어있다. 

 

 

특징 3. 투숙 타입에 맞춰 고르는 코스 

이 프로그램에는 호시노야 발리만의 특제 차밀란과 음료가 

포함된 세종류의 코스가 제공된다. 코스의 이름은 

인도네시아어로 산타이(santai; 한가함), 폭스(fokus; 집중), 

레핫(rehat; 휴식)이다. 각 코스는 3 종류의 가벼운 식사, 과자, 

드링크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참가자는 각자의 투숙타입에 

맞춰 원하는 코스 1 종류를 고를 수 있다.  

 

 

■산타이(santai; 한가함) 

정오부터 호화롭게 알콜을 즐기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제공되는 드링크가 전부 주류이며, 스파클링 와인을 

사용한 오리지널 칵테일이나 오크통에서 숙성시킨 발리 디저트 와인도 준비되어있다. 

 

■폭스(fokus; 집중) 

독서, 스케치 등 무언가에 집중하고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제공되는 드링크는 호시노야 발리 오리지널 

블랜드 커피콩으로 내린 커피다. 함께 제공되는 꿀을 바른 달콤한 로스트 포크 샌드는 커피와 딱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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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핫(rehat; 휴식) 

자연속에 몸을 두고 태평하고 한가롭게 휴식하고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오렌지나 레몬등의 

시트러스계열의 프룻 티, 레드와인 칵테일이 제공된다. 특히, 이 레드와인 칵테일은 생강등의 스파이시한 

향을 가진 와인으로, 릴렉스하는 가제보 안에서의 시간에 산뜻함을 더해준다. 

 

차밀란 가제보 개요 

날짜: 2019 년 10 월 20 일부터 2020 년 3 월 31 일까지  

요금: 1 인당 Rp 360,000 (통화: 루피아, 10% 세금/서비스 요금, 숙박요금 별도) 

예약: 공식 사이트를 통해 숙박일 1 일 전까지 예약 가능 

대상: 투숙객 한정 

정원: 1 일 1 그룹 한정 (최대 2 인) 

비고: 입고 상황에 따라 요리 내용이 일부 변경 될 가능성 있음. 

날씨에 따라 개최가 불가능한 날 있음. 

 

 

호시노야 발리 

소재지: Br.Pengembungan, Desa Pejeng Kangin, Kecamatan, 

Tampaksiring, Gianyar 80552 Bali, Indonesia 

전화번호: +81-50-3786-1144 (호시노야 통합예약센터) 

URL: https://hoshinoya.com/bali/en/ 

요금: 1 객실 1 박 Rp 8,250,000 부터 (세금 및 봉사료 별도, 

식사 별도, 화폐단위: 인도네시아 루피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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