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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Africa

Camp Jabulani

위치

캠프

진도가  빌라  

스위트룸

서비스  하이라이트  

자불라니  캠프만이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  

주소  &  연락처

자불라니 캠프는 남아공 림포포지방 크루거국립공원근교의 훗스프레이트에 위치해 있는 빅5 게임리저브 (사설 사파리공원)입니다.  
요하네스버그의 올리버탐보 국제공항과 훗스프레이트를 잇는 남아공 익스프레스는 하루 한번 운행됩니다. 훗스프레이트 이스트게이트 
공항에서 자불라니 캠프까지 무료 교통 서비스가 운행중이며 시간은 20분이 소요됩니다. 요하네스버스에서 자불라니 캠프까지는 자동차로 
5시간 소요됩니다.

이 빌라에서는 두개의 스위트룸이 라운지와 다이닝룸에 연결되어 있음. 각각의 스위트룸에는  커다란 침실, 샤워 부스를 갖춘 욕실, 넓은 
나무데크, 온탕이 있음. 개인 욕실을 갖춘 트윈룸이 있는 스위트룸도 있음. 이 빌라는 단독으로 예약가능.
진도가 빌라는 특히 소그룹이나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이용하기 좋음.
젊은 손님들은 그들에 맞춰진 ‘팀터스커’ 프로그램을 즐길수 있음.
이 빌라 전담 서비스팀이 있으며 여기에는 사파리 안내자, 요리사, 집사가 포함됨.

16,000헥타르에 달하는 사설 사파리공원인 빅5 
게임리저브 안에 위치
버려진 코끼리 12마리를 돌보도록 만들어짐
마른 강바닥끝에 6개의 럭셔리 스위트룸을 갖춤
기념품 샵 갖춤
공공장소에서 무선네트워크 사용가능

식당, 라운지, 노천스파,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강바닥을 
내려다 보는 나무데크 시설을 갖추고 있음
최고의 요리를 제공 
Relais & Chateaux 멤버쉽
비즈니스센터 갖춤

- 

- 
- 
-

스위트룸들에는 라운지, 벽난로, 돌로된 욕조, 화장대, 사워부스가 설치됨.
각 스위트룸에는 강바닥을 내려다보는 개인 전용풀과 나무 데크가 있음.
직통전화,  미니바, 티와 커피 만드는 기구, 에어콘, 선풍기, 금고가 제공됨.

- 
- 
- 

서비스 관리팀은 호스트처럼 캠프에 오는 손님들을 일일이 맞이하고 환대하며 그들이 기억에 남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사파리와 산책을 할때는 경험이 많은 레인저가 손님들을 안내.
유명 요리사가 특별한 음식을 맛볼수 있게 하며, 다양한 맛과 특별한 식단을 요구해도 제공가능.

- 
- 
- 

자불라니 캠프는 코끼리 등에 타서 하는 사파리 투어의 기준을 세웠음. 가장 중요한것은 코끼리를 존중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 (낮에 
하는 사파리는 코끼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야생자연 서식지을 탐색하며 시간을 보냄.
손님들은 코끼리 등에 타는 사파리와 오픈카에 탑승하는 사파리를 모두 즐길 수 있음.
자불라리 캠프만이 전세계에서 밤에 코끼리 등에 타고 하는 사파리를 제공.
손님들은 자불라니 캠프에서 6마리의 아기 코끼리를 포함해서 일대일로 코끼리를 만나게 됨.
훗스프레이트 멸종위기종센터를 방문하면 멸종위기 동물들을 만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동물들의 보존에도 기여하게 됨. 
일년동안 치타도 입양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역 사회의 개선에도 도움이 됨.
특별한 이른 아침을 맞이하는 방법으로 열기구를 타는 것도 가능.  

Online Image Galleries:
www.campjabulani.com/image_downloads.html username: jabu101
password: elephant_bliss
www.hesc.co.za/image_downloads.html username: sebeka101
password: cheetah_bliss

Kapama Private Game Reserve, Hoedspruit, Limpopo 
Province, South Africa, 1380
PO Box 25745, Monument Park, 0105, Pretoria, South Africa 
+ 27 12 460 5605 (reservations) ;  +27 15 793 126 (lodge) 
+ 27 12 460 7573 (reservations) ; + 27 15 793 1261 (lodge) 
+ 27 82 922 0120
reservations@campjabulani.com 
www.campjabulani.com 
Managing Director - Adine Roode
Reservations – Adele Welgemoed 
Marketing – Mari Theunissen
General Manager – gm@campjabula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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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coordinates:
S24°25’45.08” E31°00’4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