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메이라 그룹, 몰디브에 환상적인 새 리조트 개장 

 

-- 주메이라 몰디브, 특별 설계된 해변 및 수상 빌라를 바탕으로 10월 1일부터 손님맞이 

개시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21년 9월 6일 PRNewswire=연합뉴스) 세계적인 고급 

하스피탈리티 기업이자 두바이홀딩(Dubai Holding)의 회원사인 주메이라 그룹(Jumeirah 

Group)이 오늘 새로운 국제 리조트인 주메이라 몰디브(Jumeirah Maldives)를 발표했다. 

주메이라 몰디브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첫 손님을 맞이할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945951-jumeirah-group-announces-the-

opening-of-stunning-new-address-in-maldives/  

 

주메이라 몰디브는 말레 공항에서 쾌속정이나 수상 비행기를 타고 쉽게 찾아갈 수 있으며, 

북말레 환초의 수정처럼 맑은 청록색 바닷물 사이에 숨어있는 빌라형 고급 리조트다. 

목가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낭만적인 휴가객에게는 프라이버시를, 친구와 가족 

휴양객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섬 휴가를, 더욱 활동적인 여행객에게는 그에 맞는 체험을 

선사한다.  

 

주메이라 몰디브의 놀라운 파노라마 건물과 차분한 인테리어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우아한 현대적인 기풍을 풍기며, 현대적인 지중해 시크를 연상시킨다.  

 

주메이라 그룹 CEO Jose Silva는 "주메이라 몰디브는 디자인, 요리 및 서비스 

전문지식의 한계에 도전하는 한편,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재주를 바탕으로 최상의 

하스피탈리티를 제공한다는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있다"라며, "자사 포트폴리오에 

추가된 진정으로 놀라운 이 리조트는 자사의 새로운 몰디브 홈으로서 고객이 현대적인 이 

신규 리조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완벽한 고객 경험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메이라 몰디브는 1침실, 2침실, 3침실 구조로 된 67개의 침실을 갖춘 해변 빌라와 수상 

빌라로 구성된다. 모든 빌라에서 환상적인 인도양 전경을 볼 수 있다. 각 빌라에는 전용 

인피니티 풀과 대형 옥상 테라스가 마련됐다. 전용 식사 공간이 구비된 옥상 테라스에서는 

맛있는 요리를 즐기거나, 그림처럼 완벽하고 영화처럼 반짝이는 체험을 즐기면서 긴장을 

풀며, 환상적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주메이라 그룹은 항상 그래 듯이 이번에도 훌륭한 식사 경험에 초점을 맞췄다. 주메이라 

그룹은 수상 이력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두 레스토랑 Shimmers와 Kayto를 통해 몰디브 

체험에 정교한 지중해 맛과 닛케이 맛을 넣어, 진정으로 기억에 남는 숙박을 선사한다.  

 

여섯 개의 수상 트리트먼트실을 갖춘 The Talise Spa는 웰빙과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치료 및 원기 회복 트리트먼트를 제공한다. 손님들은 매일 진행되는 요가 수업, 수상 

스포츠, 비치 발리볼, 당구 및 테니스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거나, 수상 사진 촬영부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945951-jumeirah-group-announces-the-opening-of-stunning-new-address-in-maldives/
https://www.multivu.com/players/uk/8945951-jumeirah-group-announces-the-opening-of-stunning-new-address-in-maldives/


코코넛 나무 심기와 코코넛 기름 만들기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체험에도 참여할 수 있다. 

생기 넘치는 해양 서식지를 탐험하는 독특한 잠수함 투어가 모든 숙박 체류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추가 정보 및 예약은 웹사이트 Jumeirah.com/Maldives를 참조한다. 

 

인스타그램 

@JumeirahGroup 

#TimeExceptionallyWellSpent 

 

www.jumeirah.com  

 

문의: Miet Saelens, Senior Director - Communications, Jumeirah Group 

Miet.Saelens@Jumeira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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