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메이라 그룹, 국제 포트폴리오에 이탈리아 카프리 팰리스 추가 

 

(두바이 2019년 12월 6일 PRNewswire=연합뉴스) 세계적인 고급 하스피탈리티 기업이자 

두바이홀딩(Dubai Holding)의 자회사인 주메이라 그룹(Jumeirah Group)이 이탈리아의 유명한 

카프리 팰리스(Capri Palace)의 운영 및 관리 업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659651-jumeirah-group-adds-capri-palace/  

 

2020년 4월에 '주메이라 카프리 팰리스(Capri Palace, Jumeirah)'로 재개장하는 이 아름다운 

이탈리아 호텔은 카프리섬에서 가장 독점적이고 훼손되지 않은 지역 중 하나인 아나카프리의 

목가적인 곳에 위치한다. Tonino Cacace가 설립한 이 호텔은 나폴리만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곳에 

위치하며, 이탈리아의 감미로운 생활을 완벽하게 구현한다. 이 호텔은 정통 카프리 스타일과 바다 

전망을 선보인다.  

 

18세기 나폴리 궁전 양식으로 설계된 카프리 팰리스는 1960년에 처음 개장한 이후 수많은 고객을 

유치했으며, 카프리에서 가장 상징적인 호텔로 자리 잡았다. 카프리 팰리스는 주메이라의 방향에 

따라 흥미진진한 업그레이드와 재단장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전망이다. 

 

개방된 공간의 우아한 인테리어는 68개 객실로 이어진다. 흰색, 파란색 및 무채색 톤이 지중해 

분위기를 연출하고, 세라믹 타일과 맞춤 가구가 이탈리아 가족 주택과도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키며, 고객들이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한 요리 체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주메이라의 열정에 따라, 주메이라 카프리 팰리스는 

카프리섬에서 미슐랭 별을 받은 세 개의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다. 이 호텔을 대표하는 레스토랑 

L'Olivo는 고전적인 지중해 요리를 제공한다. 이 호텔의 전용 해변클럽 Il Riccio는 미슐랭 별을 받은 

세계 유일의 해변 클럽이다. 

 

https://www.multivu.com/players/uk/8659651-jumeirah-group-adds-capri-palace/


주메이라 카프리 팰리스는 웰빙 호텔로도 인정받고 있다. 독점적인 Capri Beauty Farm은 

충성스러운 국제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다. 첨단 의료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스파시설인 Capri Beauty Farm은 존경받는 Francesco Canonaco 교수의 지휘 하에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은 'Leg School(R)'과 'Metabolic Response' 같은 고도로 전문적인 시그너처 트리트먼트를 

제공한다.  

 

주메이라 카프리 팰리스는 2020년 4월 23일에 2020년 시즌을 시작한다. 주메이라 카프리 팰리스가 

추가되면서 기존 주메이라 국제 포트폴리오는 주메이라 프랑크푸르트, 주메이라 포트 솔러, 

주메이라 론데스 호텔, 그로스브너 하우스 스위트 주메이라, 주메이라 칼튼 타워를 포함해 총 

6개의 유럽 호텔을 포함하게 된다. 주메이라는 중동에 위치한 자사의 호텔 포트폴리오 외에 중국과 

몰디브에서도 호텔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와 오만에서도 호텔을 추가할 

예정이다.  

 

주메이라 카프리 팰리스에 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www.capripalace.com을 참조한다. 

 

사진 - https://mma.prnewswire.com/media/1040567/Jumeirah_Group_Capri_Palace.jpg  

 

문의: miet.saelens@jumeirah.com  

 

출처: 주메이라 그룹(Jumeirah Group) 

 

 

CONTACT:  Miet Saelens, Senior Director of Brand Communications & PR, T: +971-4-366-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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