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 한국보다 1시간 느림
면적 33,920km² (남한의 1/3 면적 ｜ 제주도 19.5배)
인구 약 900만 명
항공 직항 노선 다수 운항
비자 면비자 또는 현지공항 도착비자 가능
하이난은 중국 최남단 섬이자 연중 온화하고 쾌적한 기후를 자랑하며
세계 2대 청정구역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지정되어 있는 특별한
섬입니다.
특히 싼야(Sanya)지역은 중국 유일의 열대 해안관광도시로서 뉴욕타임즈
선정의 꼭 가봐야 할 세계 명소에 선정되었고 천혜의 자연 환경과 함께
휴양은 물론 중국의 문화유산과 현대 도시가 조화로운 복합관광지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싼야 해변은 세계 최고수준의 초특급 리조트와 골프장등의 럭셔리 여행지
로서 세계적인 부호, 중국 상류층, 유럽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출발하는 다수의 직항 노선 운항으로 편리한 교통편이 제공
되고 있어 언제든지 가족, 허니문, 싱글, 골프, 인센티브 그룹 등 다양한
목적의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국 최고의 휴양관광지입니다.

통화 위안/CNY (1위안 = 약 170원)

가는 길
인천공항(김해/대구)
하이난 싼야 공항

(직항 약 4시간 30분)
(차량 약 50분)

하이난 싼야 공항
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

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 & 스파는 트로피칼 파라다이스로 불리는 하이난
링수이 해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350개의 객실은 딜럭스룸과 스위트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객실에서
180도로 탁 트인 오션뷰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본 딜럭스룸도 70㎡
넓은 공간과 프라이빗 발코니가 갖추어져 있으며 웨스틴 호텔그룹의 독자적인
침구 브랜드인 헤븐리 베드(Heavenly® Bed)에서 더욱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하이난의 랜드마크이며 세계적인 LPGA 지정의 18홀 챔피언십
골프장인 지안 레이크 블루베이 골프코스(Jian Lake Blue Bay Golf
Course), 2개의 수영장, 4개의 미식레스토랑, 헤븐리스파, 피트니스센터,
요가 룸 등 리조트 휴양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600명 수용 가능한 그랜드볼룸 포함 4개의 연회장, 7개의 미팅룸
등이 준비되어 있어 국제적인 그룹행사 및 웨딩 행사에도 고품격의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 & 스파의 객실 디자인은 매우 이국적이며 품격있는 기대 이상의 안락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딜럭스 룸도 70㎡ 로 타 리조트의 스위트룸 크기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모든 객실에서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남중국해를 감상할 수 있으며 현대적이면서 럭셔리한 고급 인테리어, 최상의
어메니티와 서비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객실 타입 (Room Type)

사이즈 (㎡)

객실 수

딜럭스 오션프론트 (Deluxe Oceanfront Room)

70

47

프리미엄 오션프론트 (Premium Oceanfront Room)

70

108

그랜드 오션프론트 (Grand Oceanfront Room)

70

118

오션프론트 스튜디오 (Oceanfront Studio Room)

103

38

딜럭스 오션프론트 스위트 (Deluxe Oceanfront Suite)

150

7

리뉴얼 오션프론트 스위트 (Renewal Oceanfront Suite)

150

7

그랜드 오션프론트 스위트 (Grand Oceanfront Suite)

155

3

엠버서더 오션프론트 스위트 (Ambassador Oceanfront Suite)

210

2

프레지덴셜 스위트 (Presidential Suite)

700

1

엑세서블룸 (Accessible Room)

70

3

웨스틴 빌라 (Westin Villa)

260

15

로얄 빌라 (Royal Villa)

922

1

총 객실 수

350

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 & 스파의 모든 객실은 통유리창을 통해 탁 트인 오션뷰 전망을 볼 수 있으며
전 객실 거실과 방이 분리된 구조로 현대적이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자연스러운 컬러의 세련된 가구,
헤븐리 베드, 프라이빗 발코니, 욕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 & 스파 에서 이국적이며 품격 있는 휴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
Restaurants

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 & 스파의 다양한 레스토랑은 정통 항저우 요리,
신선한 해산물, 전 세계의 다양한 미식의 향연을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푸드 알엑스 브랜드 인증을 통해 선정된 슈퍼푸드(Super FoodsRX™) 의
품격 높은 미각의 힐링 여행을 선사합니다.

레스토랑
시즈널 테이스트
(Seasonal Taste)
파이브 센스
(Five Sen5es)
누들볼
(The Noodle Bowl)
로비 라운지
(Lobby Lounge)

위치

운영시간

1F

06:30 - 23:00

메뉴

특징

씨푸드, BBQ 등

오픈키친,

세계각국요리

키즈메뉴

11:30 - 14:30

항저우, 상하이

프라이빗 룸

17:30 - 22:00

스타일

(10개)

2F

11:30 - 21:00

각종면요리및딤섬

2F

09:00 - 23:00

1F

180도 오션뷰
조망

샌드위치, 페스트리,

매주 라이브공연

음료 / 다양한 와인

(월요일 제외)

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 & 스파 레스토랑에서는 신체 및 정신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영양과 맛을 모두
갖춘 특색 있는 슈퍼푸드 메뉴를 선보입니다.
잘 알려진 슈퍼푸드로는 아보카도, 시금치, 귀리, 토마토, 연어 등이 있으며 슈퍼푸드의 조화가 푸드시너지를
높여 최상의 영양 효과와 건강한 식이요법, 면역력 증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 & 스파는 비즈니스 미팅, 컨퍼런스, 웨딩 및 각종 모임의 목적에 맞게 최고의 장소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개의 회의실과 3개의 연회장, 2,624㎡의 그랜드 볼룸, 대기실 등을 갖추고 있어 귀하의 성공적인 마이스 행사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 & 스파는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행사를
위한 최고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랜드볼룸은 연회장 600명, 극장 900명, 리셉션 1,000명 등 행사 목적에 따라 맞춤 연회는 물론 전문적인
서비스로 성공적인 인센티브 그룹 행사가 가능합니다.

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 & 스파는 리조트 고객의 각종 편의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 헬스 트레이닝 프로그램, 요가 클래스, 가족여행객을 위한 키즈 클럽, 세계적 수준의 럭셔리 스파, 각종 외부 투어
프로그램, 면세점 쇼핑, 무료 셔틀버스 등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화이트 샌드 비치가 펼쳐져 환상적인 경관을 만날 수 있으며, 야자수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조트 내에 자전거 렌탈숍이 있어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으며 요가 클래스, 수영,
피트니스 클래스 등을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 & 스파의 헤븐리 스파는 2,800sqm(약 840평) 규모의 럭셔리 스파로 13개의 프라이빗
트리트먼트 빌라를 갖추고 있으며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스파 빌라는 독특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며 샤워시설, 스팀룸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헤븐리 스파에서 완벽한 휴식, 다양한 문화권에서 유래된 전통적인 트리트먼트로 지친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골프장 설계 회사인 JMP 사의 Mark E. Hollinger가 설계한 챔피언십 골프 코스로
약 86만평에 총 18홀(파 72, 755야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초특급 ‘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 & 스파’에서 5분 거리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유일의
세계적인 LPGA가 열리는 최고의 골프장입니다.
블루베이 LPGA는 총 상금 약 210만 달러의 김세영, 이민지의 우승과 박인비, 박성현,
미쉘위 등 많은 여성 골퍼들이 매해 참가하는 최고의 축제로 2015년 김세영 선수, 2016년
이민지 선수를 비롯해, 2017년 펑샨샨, 2018년 가비 로페즈 등 세계적인 골프여제들이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지안 레이크 블루베이 골프코스 시그니처홀은 3번 홀(파 5, 589야드), 16번 홀(파 4, 485야드), 17번 홀
(파 3, 232야드) 그리고 18번 홀(파 5, 551야드) 총 4개 입니다.
그 중에서 짧지만 아름다운 홀로 손꼽히는 17번 홀은 비치 사이드에 위치해 있으며 독특한 지형으로
공략하기 쉽지 않은 홀입니다. 그린은 2개의 퍼팅면이 연결되어 있으며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진
거대한 U자 형태를 띠고 있으며 2개의 깊은 벙커, 둘로 나뉘어진 지형, 바닷바람으로 인해 점수 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챌린지 코스입니다.

원숭이섬 셔틀버스 스케줄

CDF(China Duty Free) 셔틀버스 스케줄

Monkey Island Shuttle Bus Schedule

CDF Shuttle Bus Schedule

웨스틴 호텔 → 원숭이섬

원숭이섬 → 웨스틴 호텔

웨스틴 호텔 → CDF

CDF → 웨스틴 호텔

07:26

07:07

08:20

12:50

07:56

07:37

09:10

15:45

08:26

08:07

12:05

17:20

08:59

08:37

14:40

19:15

09:29

09:07

09:59

09:37

10:29

10:07

14:59

14:37

15:29

15:07

15:59

15:37

16:29

16:07

17:01

16:37
17:07
17:37

* 셔틀버스는 씬춘 (Xincun Market) 마켓에서 하차하며,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의 승차 장소는 하차한 장소와 동일합니다.
* 호텔에서 원숭이섬 이동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 CDF 셔틀버스는 이용 하루 전 컨시어스 데스크 (로비)에서
예약하셔야 하며, 예약 완료 후 스크린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드라이버에게 보여준 후 차량 탑승 바랍니다.
* 호텔에서 CDF까지 이동시간은 약 40분입니다.

원숭이섬

남산사 / 해수관음상

1965년 원숭이 자연 보호구로 3천 마리의 야생 원숭이가

하이난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인 남산사(南山寺)에

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공연장에서 쇼도 관람

위치한 세 명의 부처가 서로 기대서 있는 모습인

가능하다.

해수관음상은 3면으로 각각 다른 모습을 지닌 부처

섬까지 바다와 산을 건너 케이블카로 이동하면서 바다를

조각상으로 108m의 높이를 자랑하며, 이는 세계

메운 수천 채의 수상가옥들을 볼 수 있으며, 웨스틴

최대규모 입니다.

블루베이 리조트에서는 리조트 고객들에게 원숭이섬
왕복 무료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맨스파크 / 송성가무쇼

면세점 CDF(China Duty Free)몰

로맨스파크는 하이난의 역사 관광지로 각종 먹거리,

국제면세점 하이난CDF몰은 연면적은 7만2000㎡

현지 쇼, 동물원 등이 다채롭게 준비된 멀티 테마파크

아시아 최대 크기로 독특한 돔 형태로 약 300여개의

입니다.

브랜드, 푸트코트 등이 입점해 있는 하이난의 쇼핑명소

특히, 로맨스파크에서 벌어지는 송성가무쇼는 베이징

입니다.

올림픽 개막식 연출자 장이모 감독이 연출을 맡은 세계

또한 웨스틴블루베이 리조트에서는 리조트 고객들

3대 쇼중 하나로 하이난 원주민 소수민족 역사와 문화,

에게 면세점 왕복 무료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교를 첨단 기술과 결합시킨 하이난 대표공연입니다.

있습니다.

분계주도

대소동천

하이난 동남해면에 위치한 아름다운 외딴섬으로 배를

도교에서 신선이 사는 별천지라는 뜻으로 열대 원시림

타면 편도로 약 15분정도 소요되며, 2013년 중국에서

으로 둘러싸인 800년 역사의 도교 명승지로 아름다운

섬으로는 유일하게 국가 관광국에서 ‘국가 5A급 관광구’

경관 때문에 허니문 스냅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로 선정하였습니다.

중국 국가 여행국으로부터 최초로 역사성과 자연관광

희귀한 해양생물과 특색 있는 해양관광 프로그램을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5A)을 취득해 매년 백 만명

체험할 수 있으며, 웨딩/영화 촬영 명소로 잘 알려져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열대천당삼림공원

녹회두 공원

하이난 최고의 명소로 손꼽히며 168m의 산중턱에는

하이난 소수민족인 여족 설화의 전설이 깃든 공원

영화와 웨딩 촬영 명소인 출렁다리와 산 정상의 바위

으로 유명하며, 여족 사냥꾼 청년과 처녀로 변한 사슴

‘유리잔도’, 400미터 구간의 스카이워크에서 야롱만

조각상, 정상에서 탁 트인 하이난의 전망을 한눈에

비치와 열대우림을 한 눈에 감상 가능합니다.

볼 수 있어 야경명소로도 유명합니다.

가파른 산 정상까지 24인승 오픈 버스를 이용하여
절경을 감상하며 이동합니다.

www.westinbluebay.co.kr
웨스틴 블루베이 리조트 & 스파 하이난 한국사무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14층 (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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