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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m Tree Court & Spa
보고서

Dubai’s Only True Resort

이름 :
주소 :
전화 :
팩스 :
이메일 :
웹사이트 :

Palm Tree Court & Spa
P.O. Box 9255, Dubai, United Arab Emirates
+971 4 883 6000
+971 4 883 5543
jagrs@jaihotels.com
www.jebelali-international.com

위치 :

두바이 시티 센터와 국제공항으로부터 차로 40분거리 이며 두바이 미디
어 시티와 두바이 인터넷 시티로부터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Jebel Ali
Free Zone에 인접한 두바이 시내로 무료 셔틀버스 가 매일 운행됩니다.

GDS 코드 :

Sabre LW 07718, Apollo/Galileo LW 08510, Worldspan LW 6201,
Amadeus LW DXB201

호텔 등급 :

★★★★★

객실 :

해변가에 저층으로 지어진 6개동의 빌라에, 주니어스위트 134실, sea
front 주니어스위트, Palm Tree Court스위트, Royal Jasmin 주니어 스위트,
Royal Jasmine 스위트로 나뉘어있습니다. Royal Jasmine 스위트와 주니
어스위트는 요청에따라 담당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개별적 조식공간제공
과 에어포트리무진, Royal Jasmine 라운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요 :

Jebel Ali Golf Resort & Spa는 128 에이커에 달하는 넓이를 자랑하며 열대
정원, 산책로, 수영장, 진기한 인공폭포 등을 갖춘 최상급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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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내부시설 :

•
•
•
•
•
•
•
•
•
•

리조트 레저시설 :

• 아라비아만을 굽어보는 야자수가 늘어선 800 미터 길이로 조성된 해변
• 온도조절이 가능한 3개의 야외수영장 (두곳의 바를 운영하며 2개의 담
수수영장과 1개의 해수수영장)
• ‘ Leading Spas” 의 일원인 The spa 는 해변을 조망하며, 남녀 모두를
위한 Elemis 와 Wild Earth 제품을 이용하는 40개 이상의 다양한 얼굴
과 바디트리트먼트를 제공합니다.The Spa 에는 또한 Hammam 스크럽
룸, 자쿠지 ,샤워. 증기 탕, 사우나, 여성 전용 라운지 등이 있습니다.
• 투광 조명 연습장, 퍼팅과 피칭 그린이 있는 최고수준의 9홀 골프코스
• PGA수준의 프로그램을 가진 골프아카데미
• 승마, 낙타타기
• 항구를 출발해 두바이만을 나는 수상비행기
• 미용실
• 투광조명이 있는 네 개의 테니스코트, 스쿼시, 배드민턴 장
• 체육관
• 보트와 레이저
• 수상스키, 윈드서핑, 수상 자전거, 바다낚시
• 비치 발리볼, 비치사커
• 쇼핑 아케이드
• 인터넷 코너
• Jebel Ali International Shooting Club 과 Centre of Excellence가 리조트로
부터 차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리조트 어린이시설 :

•
•
•
•

리조트 식당과 바 :

격조 있는 식당과 바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 La Fontana – 아침식사, 점심식사, 테마 저녁 부페
• Signatures – 프랑스 풍의 식당
• White Orchid Restaurant, Lounge & Terrace – 동양과 일식 퓨전
• Shooters – Shooting Club에 있는 스테이크하우스
• The Anchor – 비치바와 식당
• Sports Café – 특유의 pub음식과 퓨전요리
• Clipper Bar – 이브닝 바와 라운지
• Palm Tree Court & Spa에서도 또 다른 식당들 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리조트 사설공간
연회와 모임시설 :

•
•
•
•

야외 시설 :

2500명을 수용 가능한 정원과 해변

미니 바
금고
목욕가운
슬리퍼
위성 텔레비전
라디오
직접 발신 가능한 전화
차 와 커피포트
헤어드라이어
넓은 발코니

온도 조절 가능한 어린이와 유아용 수영장
운동장
어린이 클럽 – 매일 운영됨
베이비시팅 (요청에 따라)

비즈니스 서비스
7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미팅 룸
광역 오디오/비디오 설비
팁 연수 시설

Dubai’s Only True Resort

Jebel Ali International Hotels L.L.C. Representative Office, Germany: Tel: +49 6102 7996810, Fax: +49 6102 7996820
Jebel Ali International Hotels L.L.C. Representative Office, Russia: Tel: +7 926 844 2839, Fax: +7 495 202 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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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el Ali International Hotels L.L.C. Sales & Marketing: P.O. Box 26500, Dubai, U.A.E., Tel: +971 4 315 4350/4351, Fax: +971 4 399 3101/2625
Jebel Ali International Hotels L.L.C. Representative Office, UK & Ireland: Tel/Fax: +44 1737 6455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