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타르 투어 2019 

 

파리 생제르맹을 위한 여러 행사들로 가득찬 도하에서의 첫날 

  

1월 14일 월요일, 카타르 투어의 일환으로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클뢰브와 카타르 

파트너가 주최한 여러 행사에 참여했다. 

 

카타르 국가관광의회(Qatar National Tourism Council, QNTC)에서는 네이마르 

주니어(Neymar Jr.), 잔루이지 부폰(Gianluigi Buffon), 앙헬 디 마리아(Angel Di Maria), 

티아고 실바(Thiago Silva)와 함께 사막의 중심을 향한 여정을 떠나 선수들의 기량, 강인함, 

인내를 담은 광고를 촬영했다. 

 

알퐁스 아레올라(Alphonse Aréola), 틸로 케러(Thilo Kehrer), 프레스넬 킴펨베(Presnel 

Kimpembe), 토마 뫼니에(Thomas Meunier), 크리스토퍼 은쿤쿠(Christopher Nkunku)는 곧 

개통 예정인 알와크라 경기장(Al Wakrah Stadium)행 메트로 노선의 첫 번째 승객이 되어, 

2022 피파 월드컵(2022 FIFA World Cup)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인 경기장을 단독 

투어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니 아우베스(Dani Alves), 에딘손 카바니(Edinson Cavani), 마르퀴뇨스(Marquinhos), 

킬리안 음바페(Kylian Mbappé), 마르코 베라티(Marco Verratti)는 켐핀스키 호텔에 함께 

모여 카타르 은행 QNB를 위한 광고를 촬영했다. 

 

토마스 투헬(Thomas Tuchel) 감독과 맥스웰(Maxwell) 감독은 아스파이어 컴플렉스의 

스포츠 시설을 탐방하고 아스파이어 아카데미(Aspire Academy)의 감독들과 함께하는 유스 

트레이닝 세션에 참석했다. 

 

보도 자료 
 

 

도하, 2019년 1월 15일 
7  



 
 
 

 
 
 
 
 
 
 
 
 

   
COMMUNICATION MARQUE & CORPORATE  

연락처  

 

Nicolas Serres : 전화 + 33 1 41 41 57 51  

휴대폰 + 33 6 58 22 44 23 - 이메일 nserres@psg.fr 

PARC DES PRINCES 

STADIUM 

24 rue du Commandant 

Guilbaud - 75781 Cedex 16 

CENTRE D’ENTRAINEMENT OOREDOO 

OOREDOO TRAINING CENTER 

4A Avenue Kennedy 

78100 Saint-Germain-en-Laye 

   

오늘 파리 생제르맹 도하 아카데미(Doha Academy)의 개교식 자리에는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참석했다. 프레스넬 킴펨베, 라이빈 쿠르자와(Layvin Kurzawa), 무사 

디아비(Moussa Diaby), 스탠리 은소키(Stanley Nsoki), 콜린 다그바(Colin Dagba) 선수가 

참석한 가운데, 아이들은 카타르 재단(Qatar Foundation) 구역에 위치한 아카데미에서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파리 생제르맹과 인도인 디자이너 마니시 아로라(Manish Arora)는 켐핀스키 호텔에서 최신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선보였다. 마르코 베라티(Marco Verratti)와 에릭 막심 추포모팅(Eric 

Maxim Choupo-Moting)이 패션 모델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카타르에서 최초로 론칭하는 

인터내셔널 라인을 공개했다. 

 

빌라지오 쇼핑 센터에서 파리 생제르맹 부티크의 주최 하에 열린 사인회에 카타르의 

팬들이 몰려들었다. 토마 뫼니에와 틸로 케러가 참석한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공유했다. 

 

도하 카타르 비치 북부에서는, 크리스토퍼 은쿤쿠, 알퐁스 아레올라, 세바스티앙 

시부아(Sébastien Cibois)를 비롯한 축구 선수들이 파리 생제르맹의 프로 e-스포츠 선수인 

카타르의 아메드 메게시브(Ahmed Al-Meghessib)와 "Rafifa13”으로도 알려져 있는 

브라질의 라파엘 포르테스(Rafael Fortes)를 상대로 운을 시험했다. 

여러 주요 선수들이 많은 현지 및 세계적인 언론사과의 인터뷰에 응했다. 바쁜 하루는 

아스파이어 존(Aspire Zone) 경기장에서 트레이닝 세션이 개최하며 마무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