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라마운트호텔 두바이, 시사회 개최  

  

-- 중국 최초의 파라마운트 부동산이 개장  

  

(두바이, 아랍에리미트 2019년 11월 26일 PRNewswire=연합뉴스) 할리우드의 가장 관대한 

매력과 화려함을 하스피탈리티 업계에 선사하는 파라마운트호텔 두바이(Paramount Hotel 

Dubai)가 2020년 1월 대개장을 위한 레드 카펫 행사를 열기 전에 시사회 무대를 마련했다. 이 

호텔은 현재 이 지역에서 영업을 개시할 최초의 파라마운트호텔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651751-avant-premiere-of-paramount-hotel-dubai/   
  

호텔 시사회가 '박스 오피스 차트'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한 Wael Soueid 감독은 

"파라마운트호텔 두바이를 통해 매우 높은 하스피탈리티 수준을 선보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전문 경영진과 파라마운트 직원으로 구성된 앙상블과 함께, 가장 기억에 남을 

체험을 설계 및 제공하며, 이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많이 힘썼다"라고 밝혔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할리우드의 우아함에 생명을 불어넣는 이 컨셉은 파라마운트 

픽쳐스(Paramount Pictures)가 개발했으며, 캘리포니아 라이프스타일의 정수를 구현한다. 

Business Bay에 위치한 파라마운트호텔 두바이는 정교한 설계,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및 최상의 식사를 마련하고 연출한다.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이 호텔의 객실과 스위트는 823개에 달하며, 이는 Scene과 Stage 객실, 

Premiere 스위트와 파라마운트 스위트 및 파라마운트 픽쳐스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테마 

스위트로 분류된다. 역사, 이야기 및 화려함으로 가득 한 파라마운트호텔은 요리 제작자 Ezquiel 

Cardozo의 지휘로 최상의 요리 체험을 약속하는 8가지 체험적인 식사 컨셉을 선보이는 진정한 

블록버스터 호텔이다.   

  

영화가 지닌 역사적인 매력을 찬미하는 Paramount Screening Room은 개인 영화관이자, 

타임캡슐이며,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무대로서 가벼운 고급 간식과 샴페인을 제공한다.   

  

Pacific Groove는 지글지글 굽는 해산물, 장작에 굽는 스테이크, 신선한 샐러드 및 생조개류 

등으로 구성된 요리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바 및 레스토랑이다.  

  

Flashback은 고전 영화 포스터와 두 개의 개인실을 갖춘 친밀한 할리우드 배경에서 솜씨가 

뛰어난 믹솔로지스트가 맞춤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은밀한 주류 바 및 라운지다.   

  

https://www.multivu.com/players/uk/8651751-avant-premiere-of-paramount-hotel-dubai/


The Cheat는 아주 독특한 파라마운트 초콜릿 실험실(Paramount Chocolate Lab)이다. 그 외 하루 

종일 식사를 할 수 있는 The Stage, 장인 카페 및 제과점인 The Craft Table, 로비 라운지 및 카페, 

Malibu Deck과 캘리포니아 거리 음식 트레일러를 포함하는 풀 라운지 등이 있다.   

  

이 호텔은 또한 로비에 있는 몰입형 영상벽과 같은 흥미진진한 요소가 있으며, PAUSE 스파와 

피트니스센터, 최첨단 회의와 행사시설, 대표적인 공동 작업 업무/놀이 스위트 등을 선보인다.   

  

사진 - https://mma.prnewswire.com/media/1031072/Paramount_Hotel_Dubai.jpg   

로고 - https://mma.prnewswire.com/media/1031071/Paramount_Hotel_Dubai_Logo.jpg   

  
  
  
  
  
  
  
  
  

미디어 문의:  

Farah El Alfy    
Senior Communications Manager, The Qode  
farah@theqo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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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aramount Hotel Du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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