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욘세비욘세비욘세비욘세, , , , 전쟁기념일전쟁기념일전쟁기념일전쟁기념일    주주주주간간간간에에에에    레벨레벨레벨레벨    프리미어프리미어프리미어프리미어    위한위한위한위한    라이브라이브라이브라이브    스테이지에스테이지에스테이지에스테이지에    복귀복귀복귀복귀  그래미상그래미상그래미상그래미상    16161616 회회회회    수상자수상자수상자수상자, , , , 미국미국미국미국    최신최신최신최신    데스티네이션데스티네이션데스티네이션데스티네이션        리조트에서리조트에서리조트에서리조트에서    3333 회회회회    단독공연단독공연단독공연단독공연 뉴 져지, 아틀란틱 시티, 2012 년 3 월 19 일 /PRNewswire/ -- 레벨 비치(REVEL BEACH)--  "초읽기"가 시작됐다! 레벨(RevelRevelRevelRevel)은 전쟁기념일 주간에 그래미상(Grammy Award)을 16 회 수상한 국제적인 슈퍼스타 비욘세(BeyonceBeyonceBeyonceBeyonce)와 함께 24 억 달러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데스티네이션(destination)을 시작한다. 2011 년 이후로 첫 번째인 이 라이브 콘서트에서, 비욘세(Beyonce)는 레벨의 대표적 공연 무대인 오베이션 홀(Ovation Hall)에서 3 일간 공연하게 된다:    5555 월월월월    25252525 일일일일    금요일금요일금요일금요일    저녁저녁저녁저녁    9999 시시시시, 5, 5, 5, 5월월월월    26262626 일일일일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5555 월월월월    27272727 일일일일    일요일일요일일요일일요일    저녁저녁저녁저녁    8888 시시시시....    이 보도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산을 보기 위해서는 http://www.multivu.com/mnr/55240-revel-beyonce-live-memorial-day-weekend-destination-resort-ovation-hall 를 방문하면 된다.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 베테랑인 Sc�no Plus 가 설계한 오베이션 홀은 방대한 공간을 확실히 친밀하게 만들어줌으로써 5,050 명의 팬들에게 유쾌한 콘서트 경험을 선사한다. 모든 좌석은 공연자를 가림 없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최첨단 음향 시스템은 청중을 공연의 중심으로 몰입할 수 있게 만든다. 티켓은 2012 년 4 월 6 일 금요일 오전 10 시(EDT)부터 판매를 시작하며, Ticketmaster.com 을 통해 온라인과 전화로도 구매할 수 있다. 레벨은 4 월 2 일부터 절정에 달하는 5 월 25 일까지 8 주간의 프리뷰를 통해 문을 개방한다. 630 만 제곱피트에 걸쳐 아틀란틱 시티(Atlantic City)에 우뚝 선 47 층 규모의 레벨은 미국 북동부에 진정한 리조트 옵션을 제공한다. 해변 쪽 데스티네이션(beachfront destination)은 금역 구역이며 해안 조망을 제공하는 1,800 개의 객실과 두 개의 공연 공간, 12 개 이상의 레스토랑, 2 개의 나이트클럽, 데이클럽, 스파, 비치클럽, 소매점 및 카지노를 제공한다. 레벨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와 체험을 위해서는 revelresorts.com 를 방문하면 된다. 레벨 페이스북(www.facebook.com/revel) 팬으로 등록하면 더 상세한 최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신 업데이트 된 정보는 페이스북 facebook.com/revel 에서 확인 가능하고 트위터@revelresorts 에서 팔로우 하여 확인 할 수도 있다. 레벨(Revel)은 뉴 져지, 아틀란택 시티의 커넥티컷 에버뉴(Connecticut Avenue)의 보드워크(Boardwalk)에 있다.   미디어 문의처: 레벨(Revel )의 Weber Shandwick    Lauren Lane, llane@webershandwick.com, +1-212-445-8303     



  비욘세(Beyonce )의 Yvette Noel-Schure     yvette@parkwood-ent.com, +1- 212-302-8400  출처 레벨(Revel) 편집자 추신: 고해상도 이미지들과 B-roll 들은 레벨(Revel)의 미디어 센터 http://media.revelresorts.com/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