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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무용 감상에 직접 체험까지 

‘발리무용&뷰티 리추얼 스테이’ 연중 개최 결정 
(호시노야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위치한 체류형 리조트 호시노야 발리에서는 2018 년 11 월 1 일부터 단발적으로 

개시했던 웰니스 프로그램 ‘발리무용&뷰티 리추얼 스테이‘를 오는 2019 년 8 월 1 일부터 연중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른 아침의 요가 클래스로 시작되며 인도네시아의 식사, 발리 전통무용 레슨, 스파 트리트먼트, 

발리 전통무용 감상을 통해 이너뷰티와 아우터뷰티를 동시에 이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소 신경 

쓰기 어려웠던 바른 자세를 의식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발리 전통의상을 입고 무용을 하는 것이 즐거웠다 

등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끌어낸 프로그램인 만큼, 보다 많은 투숙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중 개최의 이유다. 

 

 
  



 

 

 

 

 

이 보도자료에 관한 취재 및 문의사항은 

아래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global@hoshinoresort.com 
 

 

 

Hoshino Resorts Press Release 

 

아름다움과 유연함을 위한 발리 전통무용  

발리의 무용은 댄서의 화려한 화장과 의상, 그리고 대담하게 움직이는 눈과 세밀하게 움직이는 손가락이 

특징이다. 댄서는 손끝까지 신경을 쓰며 전신의 관절과 근육을 천천히, 때로는 빠른 템포로 춤을 춘다. 본 

프로그램에는 여성의 신체가 유연하고 아름다워지도록 구성된 프라이빗 레슨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견갑골 

주위를 움직이는 동작은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의 라인을 의식함으로서 등 쪽까지 다듬어 준다. 또한,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나 감각도 되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총 120 분의 발리 전통무용 체험에는 

60 분의 무용 레슨, 실제 댄서가 무대 위에서 사용하는 의상 및 메이크업 체험이 포함되어 있다. 

 

 

밤의 우붓에서 전통 발리무용 감상 

발리에서 예술의 마을로도 잘 알려진 우붓. 이곳에서는 매일 

밤 다양한 무용 공연이 펼쳐진다. 프라이빗 레슨을 통해 오전 

중에 익힌 발리무용의 기본 움직임과 포즈는, 전통 발리무용 

감상 시 즐거움을 한층 더해준다. 

 

 

스파 트리트먼트로 윤기있는 피부까지 

무용 레슨을 마친 뒤에는 푸르른 신록으로 둘러싸인 스파 

룸에서 180 분간의 홀리스틱 트리트먼트&마사지를 받아 

레슨으로 긴장되었던 몸을 풀어준다. 정성스런 트리트먼트로 

심신이 느긋하게 풀어지며 릴랙스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왕족의 여성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루룰 이라고 하는 

스크럽과 생약 성분이 배합된 제품을 사용한 트리트먼트로 

피부를 환하고 윤기 있게 가꿔준다. 

 

 

인도네시아 전통식으로 이너뷰티를 서포트 

인도네시아 전통식에는 남쪽 나라에서만 자라는 과일과 

스파이스가 사용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과일이 듬뿍 들어 

있는 조식, 여러 종류의 스파이를 인도네시아 전통 

배합법으로 섞어 만든 자무(인도네시아 생약 음료), 위에 부담 

없는 부부르(인도네시아식 죽) 등을 하루의 식사에 

도입함으로써 몸속까지 정갈하게 가다듬는 것을 서포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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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예시 

7:30 선라이즈 요가 

8:30 조식 (과일과 프레시한 허브티) 

10:00 발리 전통무용 레슨 

12:30 중식 (과일 또는 베지터블 커리) 

13:30 자무 체험, 스파 트리트먼트 

17:00 석식 (소또 아얌; 닭고기 누들 수프) 

18:00 우붓 시내에서 전통무용 감상 

 

발리무용&뷰티 리추얼 스테이 개요 

날짜: 2019 년 8 월 1 일부터 연중  

개최 요일: 매주 월요일, 토요일 한정 

요금: 1 인당 Rp 6,500,000 (루피아) (10% 세금/서비스 요금, 숙박요금 별도) 

포함사항: 선라이즈 요가, 발리 전통무용 레슨(의상, 메이크업 포함) 120 분, 조식, 중식, 석식, 스파 

트리트먼트 180 분, 발리 전통무용 감상, 호텔↔발리 전통무용 감상 장소까지의 택비 수배(편도 약 40 분 

소요) 

정원: 1 일 1 그룹 한정 (최대 2 인) 

예약: 공식 사이트를 통해 숙박일 3 일 전 17:00 까지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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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