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 버스

세 개의 별다른 호텔.
항성의 목적지.

황금의 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바이는 관광객을 상대로 비즈니스와 관광업을 개방해 ����년 
엑스포를 통해 세계에 독특한 경관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관광와 탐험
두바이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완벽한 목적지입니다.미식가, 자연 
애호가, 비치 애호가, 스포츠 애호가, 패션 애호가, 자동차 애호가, 아이 
등 이상적인 아드레날린 구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당신의 숙소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우리의 특선 파트너와 
호텔 내의 모든 활동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 해브도어 궁전, LXR호텔과 리조트
호텔은 독특한 스위트룸 ��개를 포함해 ���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
층 윈스턴 처칠 재즈 스위트룸을 비롯해 이 지역 첫 번째 벤틀리 
스위트룸과 침실 한 개의 로열 스위트룸에는 자체 스파룸이 있습니다.

두바이의 첫 번째 쇼 드래곤볼
Al Habtoor시티호텔은 화려한 라스베이거스 스타일로 혁신적인 
수상무대, 용감한 퍼포먼스와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기원입니다.이것은 놓칠 수 없는 시각적이고 강렬한 수상 공연입니다.

위치
두바이 도심에 위치한 상업 걸프 지역은 도시의 주요 이슈에서  몇 분 
걸린 거리에 있어 쉬이크 자이드로를 통해 쉽게 연결된다.육해공간의 
교통이 편리합니다 다.
• ����년 엑스포: ��분
• 부르즈 칼리파 (Burj Kha)lifa): �분
• 두바이몰과 두바이 분수대 : �점종
• 두바이몰 지하철역: �분
• 개인 해변 진입 : ��분
• 비즈니스 베이 지하철역 : �분
• 두바이 국제공항 : ��분
• 두바이 시내 : ��분
• 골드&amp;향료 시장 : ��분
• UAE 쇼핑몰 (Mall of the Emirates)와 두바이 스키(Ski Dubai): ��분
• 두바이 파크&리조트 : ��분

두바이 V호텔, 힐튼 소장 골동품
두바이 V호텔은 과감한 디자인으로 유명하며 오픈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공간 개념과 회전 원침대 스위트룸은 몽상가 집이자 
허브입니다.술과 음식, 사교활동으로 일과 오락의 경계를 흐리는 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두바이 알하토르 힐튼 호텔
����개의 객실과 스위트룸이 잘 설계되어 있어 레저나 비즈니스 여행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Al Joud Ballroom은  별도의 
출입구와 사전 행사장이 있는 대형 행사를 개최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귀하가 두바이를 방문할 때, Al Habtoor 시티 호텔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Sheikh Zayed길과 두바이 물운하 둔치에는 �개의 �성급 
호텔과 더할 나위 없는 시설이 제공될 것입니다.

����개 객실 및 스위트룸 | ��개의 레스토랑과 주랑 | �개의 연회장 | 
��개의 회의실과 �개의 야외장 | ����제곱미터가 넘는 회의공간 | �
개의 수영장 | �개의 스파센터 | 놀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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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도착, 비자 발급, 렌터카 대여
Al Habtoor에 있을 때시티호텔 예약 시 호텔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필요하다면 관광비자를 발급해 드리고 공항까지 
모시고 렌터카 서비스도 해드리겠습니다.

음식
저희 요리 전문가는 도시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든 음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뉴와 서비스부터 모든 가구 설정까지 당신의 모든 
요구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부스, 개인 패키지, 러닝 부스, 일일 
메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수당
• 힐튼 명예상, 무료 회원 자격, 구독하는 순간부터 추가 수당 지급
• Al Habtoor City 수상식당, 휴게실, 바, 나이트클럽의 맛있는 여행
• 현장테니스학원 실외 및 실내에어컨테니스장 제공
• 무료비치로 이동, 무료교통 포함
• ��시간 헬스장과 요가센터
두바이 V호텔서 반려동물 환영
• 특별집단금리

회의와 행사
����제곱미터가 넘는 행사공간, �개의 연회장, ��개의 조정 가능한 
회의실, 놀라운 야외장, 라펠 극장의 독특한 디자인.

교통
• 의전부에서 당신을 위해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두바이 알하브톨 힐튼 호텔에서 바로 탑승수상택시를 탑니다 
• Careem App 클릭 몇 번만 하면 바로택시 및 자동차 주문 가능 
서비스
• 두바이 V호텔 현관문 Careem Bike Electric Station
• RTA 호텔 앞 택시 있습니다 
• 두바이 하부투르궁전 (Habtoor Palace Dubai) 의 헬기장, 거창한 
입구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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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Trade Center

Emirates Tower
DIFC

Jumeirah Beach

Al Quoz Alserkal Avenue 

The Dubai Fountain

City Walk Al Habtoor City
Business Bay

Downtown

Medicare Hospital

Safa Park

Business Bay Metro Station

Dubai Bowling Centre

Coca Cola Arena

Mall of the Emi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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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부르즈 칼리파의 경관이 있는 회의실

로열 스위트룸

실크 스파 드라곤의 La Perle

두바이 해브도어 궁전 정면

V 라운지

옥상 수영장

迪拜 Habtoor Palace , LXR Hotels & Resorts

V 호텔 두바이, 큐리오 컬렉션 바이 힐튼

두바이 알하버 투르 힐튼 호텔

알 하브도어 시티호텔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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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lhabtoorcity.com/hotels/en-us/habtoor-palace-dubai/home
https://www.alhabtoorcity.com/hotels//en-us/habtoor-palace-dubai/rooms/royal-suite
https://www.alhabtoorcity.com/hotels//en-us/v-hotel-dubai/rooms/valor-suite
https://www.alhabtoorcity.com/hotels//en-us/v-hotel-dubai/dining/v-lounge
https://www.alhabtoorcity.com/hotels//en-us/hilton/Meetings
https://www.alhabtoorcity.com/hotels//en-us/hilton/spa-and-wellness/swimming-pools
https://www.alhabtoorcity.com/hotels//en-us/habtoor-palace-dubai/spa-and-wellness/silk-spa
https://www.laperle.com/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