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Novo Cinemas, 환상적인 플래그십 영화관 개장 

 

-- 두바이 IMG Worlds of Adventure 놀이공원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19년 3월 14일 PRNewswire=연합뉴스) 수상 이력을 자랑하는 

혁신적인 영화관 브랜드 Novo Cinemas가 두바이 IMG Worlds of Adventure에서 최첨단 플래그십 

영화관을 개장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512051-novo-cinemas-unveils-flagship-venue-dubai/  

 

Novo의 초현대적인 멀티플렉스는 두바이 최대의 레이저 시네마 IMAX(R)다. 이 영화관은 이 

지역에서 대담하게 차세대 영화관을 대표하는 환상적이고 '장대한' 미학을 선보인다.  

 

이 콤플렉스에는 영화의 마법 속으로 고객을 완전 몰입시키도록 설계된 12개 스크린 

멀티플렉스가 있다. 이곳의 초현대적인 설계는 맞춤 색상으로 연출되며, 길이가 5,000m가 넘는 

LED 선형 조명과 로비와 공공장소 곳곳에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설치된 거울 조명으로 더욱 

두드러진다.  

 

진정한 영화광이라면 레이저 IMAX(R) 체험과 Novo의 유명한 7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 가지 

VIP 스크린에 흠뻑 빠질 것이다. 전용 고급 식사 메뉴와 개인 집사 서비스를 갖춘 개인 라운지도 

제공된다. 완전히 젖혀지는 가죽 좌석과 베개와 담요로 고급 서비스가 완성된다.  

 

또한, 이 최신 Novo Cinemas는 발표 무대를 갖춘 다목적 영화 스크린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 

행사와 모임을 열기에 완벽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곳은 또한 12개 채널 사운드 기술이 적용된 레이저 IMAX(R)와 궁극적인 오디오 성능을 

구현하는 더 긴 동적 범위와 정밀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측면과 머리 위 채널도 선보인다.  

 

개장식에서 Novo Cinemas CEO Debbie Stanford-Kristiansen은 "이 독특하고 새로운 영화관을 

통해 '감탄을 자아내는 요소'를 제공하는 한편, 또 다른 세상을 선보이고자 했다"라며 "이 



환상적인 영화관이 우리의 의도를 그대로 실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환상적인 설계, 훌륭한 F&B와 VIP 고객 서비스 및 두바이 최대의 레이저 IMAX(R) 스크린을 

갖추고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경험을 선보일 계획"이라면서 "더불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자사 

파트너 IMG Worlds of Adventure에게도 큰 감사를 드린다. IMG Worlds of Adventure는 설계와 

경험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했다"라고 설명했다. 

 

영화 관람객들은 대형 스크린에서 선호하는 배우들을 본 후, 별도의 티켓을 구매해 IMG Worlds 

of Adventure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영화 상영 시간표를 포함해 Novo Cinemas IMAX with Laser Experience(R)에 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https://www.imax.com/theatres/novo-img-dubai-imax를 참조한다. 

 

추가 정보는 www.novocinemas.com을 방문하거나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Novo 앱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최신 소식과 공지를 받아 보려면 아래 Novo Cinemas 계정을 팔로우한다. 

페이스북: Novo Cinemas [https://www.facebook.com/novocinemas/ ] 

인스타그램: @NovoCinemasUAE [https://www.instagram.com/NovoCinemas/ ] 

유튜브: www.youtube.com/user/NovoCinemas  

트위터: www.twitter.com/novocinemas  

 

문의처: Lydia Prober, lydiaprobert@sevenmedia.ae    

 

(영상: https://mma.prnewswire.com/media/835736/Novo_Cinemas.mp4)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835722/Entrance_Novo_Cinemas_IMG_Worlds_of_Adventure

.jpg)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835723/Lobby_Novo_Cinemas_IMG_Worlds_of_Adventure.jp

g) 

 



출처: Novo Cinemas 

 

 

 

CONTACT:  +971(0)4-450-9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