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한 브랜드나 명품은 없지만 아랍스타일의 기념품을 사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몇 세기전의 두바이를 보는듯한 올드한 스타일의 상점과 인테리어가 돋
보입니다. 75개의 상점외에 22개의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어 식사와 티타임 하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야경이 멋져 낭만적이고 근사한 골동품들을 쇼핑할
수 있습니다.

 ★ 버즈 알 아랍 Burj Al Arab - 상상 속 호텔을 확인한다! 럭셔리 7성급 특급 호텔

 ★ 마디낫 수크 Madinat Souk - 아랍스타일의 근사한 골동품 천국!

두바이 유일한 7성급 호텔인 버즈 알 아랍 호텔은 두바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이면서 아랍선박의 돛을 형상화하여 설계 되었습니다. 호텔은 27층(각 층
이 일반 건물 2층 높이)으로 되어있습니다.
버즈알아랍은 진입장벽부터 일반호텔과 다릅니다. 예약넘버와 신원확인 없이는 누구도 입성할수 없으며, 모든 출입객은 '스마트캐주얼'이라는 드레스 코
드를 엄수해야 한다. 부를 누릴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허용 되는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미처 입성을 하지 못한 수십명의 관광객들은 매일 호텔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등의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바이만이 아닌 전세계의 랜드마크가 되어있는 최고의 호텔입니다.

두바이의 인공섬들 중 단연 돋보이는 곳은 팜 쥬메이라입니다. 지름 5.5㎞, 면적 25㎢ 규모로 17개 원형으로 구성된 섬 안에 야자수잎 모양의 17개 섬으
로 이어져있습니다. 원형의 섬은 야자수 형태의 본체 섬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웬만한 파도와 해일이 밀어닥쳐도 버틸 수 있도록 건설됐습니다. 각각의
야자수잎 해안선에는 고급빌라형 별장이 줄을 지어 건설되어 있고 야자나무 형태의 본체에는 대형 호텔과 상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섬 맨 끝지점에는 2008년 개장한 열린 튤립모양의 세계 최고급 호텔 '아틀란티스'가 있습니다. 호텔내에는 초대형 워터파크, 수족관, 상점 및
레스토랑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호텔내에서 만으로도 충분한 관광과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팜 쥬메이라 Palm Jumeira - 다른 관광은 필요없다! 야자수 모양의 지상 최대 인공섬

가장 큰 규모의 쇼핑몰로 세계최고층 빌딩 부르즈칼리파 옆에 세워진 쇼핑몰입니다. 1,200여개의 상점, 160여개의 레스토랑과 푸드코트가 들어서 있습
니다. 쇼핑뿐만 아니라 실내 아쿠아리움, 금시장, 아이스 링크등도 갈 수 있으므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가족여행객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워낙 커서 길을 잃을 수 있으니 내부 맵을 이용하면 좋으며, 건물 주위의 인공호수에서는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30분마다 음악에 맞춰 화려한 분수쇼가
펼쳐집니다. 최고 150ｍ까지 솟구치는 물줄기는 사막의 더위를 식혀주기에 충분합니다.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분수를 벤치마킹했다고 합니다.

 ★ 두바이 몰 The Dubai Mall - 1200개이상 상점이 있는 세계 최대 쇼핑몰 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