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 JABULANI
특별한 아프리카 체험

위치
캠프 재 울 라 니는 호 스프루 잇, 림 포포 주 (근처 그레이터 크루 거 국립 공원)에서 16 000 하 빅 5 카파 마 개인 게임 예약에 위치 해 있습니다.
일일 한 시간 항공편은 요하네스 버그 (올리버 탐 보 국제공항)와 호 스프루 잇 (케이프 타운 국제공항)과 호 스프루 잇-비행 기간을 02 h 40
사이에 남아 프리 카 공화국 익스프레스에서 운영 하 고 있습니다. 캠프 재 울 라 니와 호 스프루 잇 이스트 게이트 공항 (hds) 사이 무료 25
분도로 전송이 제공 됩니다. 캠프 재 울 라 니 요하네스 버그에서 5 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로지
캠프 재 울 라 니를 지탱 하 고 지원 하기 위해 개념화 했다 12 구조 코끼리. 별장은 식민 작풍 decor와 더불어 확실 한 아프리카 느낌을,가지고
있다. 숙박 시설은 (총 18 명)에 대 한 6 개의 스위트룸과 진도 빌라, 구성 된 드라이 리버 침대, 각 객실은 완전히 한적한과 토착 덤 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갤러리는 호화로운 선물가 게, 사파리 부티크, 지역 미술 전시 및 와인 저장 고를 제공 합니다. 공용 공간, 스위트룸과 진도가 빌라에서
무료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로는 다 이닝 룸, 라운지, 노천 스파 (테라피 라 푸), 기본 피트 니스 센터 및 사우나, 야외, 캠프
야 루 니의 워터 홀의 전망, 그리고 알 프레스코 식사를 위한 거 대 한 리드 나무 나무 그늘에 광대 한 나무 갑판을 포함 합니다. 식도락의 우수성은
캠프 재 울 라 니의 핵심 브랜드 약속 중 하나 이며, 그것을 획득 하는 특유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ZINDOGA빌라
Zindoga Villa는 2 개의 호화로운 스위트 룸 (그 중 하나는 인접한 트윈 룸과 실내 욕실을 갖추고 어린이에게 이상적입니다)은 공동 라운지와
식당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블 스위트 룸은 넓은 침실 (추가 데이 베드 포함), 실내 욕실 및 유리 샤워, 전용 라운지 공간, 커다란 목재
데크 및 전용 온수 플 런지 풀을 갖추고 있습니다. 독점 단위로 판매되는 Zindoga Villa는 모든 연령대의 소그룹 또는 가족에게 호소합니다. The
Team Tusker Program은 Zindoga Villa에 머물고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빌라는 레인저, 주방장 및 집사를 포함한 전담
운영 팀이 제공합니다. 손님께서는 전용 게임 시청 차량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Wi-Fi는 독점적 인 유닛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스위트
캠프 재 울 라 니의 스위트는 라운지 공간, 화재 장소, 오버 사이즈의 자유-서 있는 목욕, 더블 화장 대, 그리고 유리로 둘러싸인 샤워는 아프리카
덤 불에 의해 외딴와 대형 오픈 플랜 단위입니다. 각 스위트룸은 목재 데크를 갖춘 전용 온수 플런지 수영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편의 시설로는
직통 전화, 무료 무선 인터넷, 음료, 차/커피 메이커 (네 스 프레소), 에어컨, 선풍기, 객실 내 금고 등이 갖춰져 있는 미니 바가 있습니다.

서비스 하이라이트
캠프 재 울 라 니에 정해진 여정은 손님의 특정 관심사에 따라 맞춤 제작 경험을 제공 하는 것이 없습니다. 손-관리 팀은 개인적으로 별장에
손님을 환영 하 고, 시계 주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드라이브에 경험이 풍부한 레인저스 호스트 손님 및 야생 동물의 다른 아이코 닉
아프리카 종족을 살고 있는 숲을 산책 하는 동안 주변. 캠프 jabra (모든 맛 환경 설정 및 식이 요구 사항에 대 한 케이터링), 고급 와인과 다양
한 식사 장소, 실내와 실외 모두와 함께 뛰어난 요리를 자랑 합니다.

독특한 측면
캠프 재 울 라 니 남아 프리 카 공화국에서 코끼리 상호 작용 작업에 대 한 벤치 마크를 설정 했습니다. 최대한 중요성의 관심과 함께 코끼리
치료에 대 한 그들의 초점 이다, 존중과 배려. 오늘 방문자가 가까이에서 무리를 관찰 하는 독점적인 기회를가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 한 자세한
학습, 자신의 독특한 캐릭터 특성,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와 그 게 그들을 돌 봐 걸립니다. 코끼리는 그들의 자연 환경에 있는 동안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시 대통령에, 예비 또는 수영을 통해 물 웅덩이를 걷고 있다. 코끼리를 가진 사진 기회는 또한 여유 있다. 호 스프루 잇을 방문 멸종
위기 종 센터는 멸종 위기의 동물 들과 독특한 상호 작용을 제공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보존에 기여 하 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무리 또는
코뿔소 (밀렵의 피해자)에서 코끼리를 육성 하거나, 치타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 고 있음, 그들은 그 동물의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
합니다. 열기구 타기는 화려한 이른 아침 소풍에 마련 되어 있습니다. 헬리콥터 항공편 및 골프 여행도 요청 시 제공 됩니다.

ADDRESS & CONTACT DETAILS
Kapama Private Game Reserve, Hoedspruit, Limpopo Province, South Africa,1380
PO Box 25745, Monument Park, 0105, Pretoria, South Africa
+ 27 12 460 5605 (ext. 1) / + 27 12 460 7348 (direct); + 27 15 793 1265 (lodge)
+ 27 12 460 7573 (reservations); + 27 86 686 4976 (lodge)
+ 27 82 922 0120
reservations@campjabulani.com
www.campjabulani.com
Eastgate Airport
R40
Owner, Managing Director - Adine Roode
Marketing - Mari Theunissen
Eastgate
Gate
Kapama
Reservations - Adele Welgemoed
Private
Game
General Manager - gm@campjabulani.com
Reserve
Sales - Anke Paterson - African Sy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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