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튼 타워 주메이라, 완전한 리노베이션과 함께 내달 1일 재개장  

런던, 2021년 5월 20일 /PRNewswire/ -- 글로벌 럭셔리 하스피탈리티 기업 주메이라 그룹(Jumeirah 

Group)[https://www.jumeirah.com/en ]이 내달 1일 런던 나이츠브리지 중심부에 유럽의 대표 호텔인 

칼튼 타워 주메이라(The Carlton Tower Jumeirah)[https://www.jumeirah.com/en/stay/london/the-

carlton-tower ]를 개장한다. 걸출한 A급 스타들이 자주 찾는 이 호텔은 18개월 동안 폐쇄되면서 역사상 

가장 대규모인 1억 파운드 규모의 리노베이션을 거친 후에 재개장된다. 누구나 선망하는 입지에 

자리한 이 호텔은 투숙객에게 사유지인 카도간 가든(Cadogan Gardens)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숙객을 거주자에게만 개방된 녹지 공간과 테니스 코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보도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898351-carlton-tower-jumeirah-

opens-june-1st-in-knightsbridge/  

17층짜리 건물 구석구석은 그 지역의 유산과 현대적인 고급스러움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설계됐다. 

새로운 로비 및 리셉션과 함께 186개의 새로운 객실과 스위트룸이 제공되며, 그 중 다수는 런던의 

화려한 조망을 감상할 수 있는 발코니를 갖췄다. 이 호텔은 질감 좋은 벽 패널과 부드러운 형태의 

가구가 비치됐으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대리석 욕실뿐만 아니라 짙은 파란색과 초록색 및 

적갈색의 영국의 전통적인 색조에서 영향을 받은 따뜻한 색상으로 포인트를 줬다. 새롭게 탄생한 로열 

스위트는 이 호텔에서 가장 독립적인 레지던스로, 이곳에서는 보안과 자유가 극대화된다. 로열 

스위트는 해당 층 전체를 개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과 함께 3개의 침실을 갖추고 있다.  

눈에 띄는 리노베이션 사항으로는 3개 층에 걸쳐 마련된 유명한 헬스클럽 'The Peak Fitness Club & 

Spa'를 비롯해 Talise Spa의 새로운 트리트먼트 룸, 그리고 2층 높이의 유리 천장을 통한 자연광과 

조망을 자랑하는 런던 최대의 20m 규모의 수영장 등이 있다. The Peak는 스튜디오 수업과 맞춤형 

'테크노짐(Technogym)' 장비를 갖춘 체육관을 제공하며, The Peak의 빛으로 가득한 카페 전망을 

제공한다. 새로운 디자인과 특징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된 멤버십으로 인해, The Peak는 런던의 

럭셔리 웰빙의 가장 으뜸이 되는 자리를 다시 한번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호텔의 레스토랑 'Al Mare'는 친숙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탈리아 요리의 모든 매력이 듬뿍 담긴 

세련되고 따스한 식사 경험을 제공한다. 레스토랑은 고객을 이탈리아 여행으로 안내하는 유쾌한 미식 

경험과 함께, 극장식 주방, 프라이빗 식사, 야외(al fresco) 식사를 제공한다. 로비 근처에 자리 잡은 'The 

Chinoiserie'는 호텔에서 온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인기 있는 식사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혁신적인 

'케이크 시(cake-o'clock)' 컨셉은 하루 종일 제과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진 로비 

바는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세련된 칵테일과 증류주 체험을 선사한다.  

추가 정보 문의:  

eliot.sandiford@jumeirah.com  
+44 (0)207 23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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