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아부다비, '자신의 페이스로 경험 발견하도록' 방문객 환영 

 

- 'Experience Abu Dhabi' 신규 캠페인, 365일 1분 간격으로 제공되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으로 전 세계 방문객을 초대 

- 에미리트의 호스피탈리티 문화, 방문객에게 집과 같은 편안함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 강조  

- 영감과 설렘 및 회복의 경험을 통해 모든 이가 자신의 페이스로 즐기고 경험할 수 있어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2022년 11월 4일 PRNewswire=연합뉴스) 아부다비 

문화관광부(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 Abu Dhabi, DCT 아부다비)가 

최신 캠페인 'Experience Abu Dhabi. Find Your Pace'를 공개했다. 이 캠페인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영감과 설렘, 그리고 회복을 주는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의 

방식과 페이스로 중요한 기억의 순간을 즐기도록 전 세계 방문객을 초대한다.  

 

멀티미디어 뉴스 보도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9108351-abu-dhabi-welcomes-visitors-

discover-experiences-own-pace/ 

 

Experience Abu Dhabi는 흥미진진한 경험과 함께 풍부한 문화유산 간의 원활한 연결을 

보여준다. 야스 섬(Yas Island)은 가족과 모든 연령대를 위한 이벤트와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사시사철 테마파크와 해안가 명소로 전 세계를 환영한다. 또한, 불과 15분 거리에 

있는 사디야트 섬(Saadiyat Island)은 루브르 아부다비(Louvre Abu Dhabi)의 시대 

초월적인 영감과 잊지 못할 건축물이 있는 곳으로, 방문객은 이곳에서 살아있는 문화를 

만끽할 수 있다.  

 

섬 중심부에 위치한 사디야트 문화지구(Saadiyat Cultural District)는 저명한 현대 

음악 및 공연 예술 연구소인 버클리 아부다비(Berklee AbuDhabi)와 함께 마나랏 알 

사디야트(Manarat Al Saadiyat)에서 지역사회 행사와 전시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 

지구에는 아부다비 자연사 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Abu Dhabi), 구겐하임 

아부다비(Guggenheim Abu Dhabi), 자이드 국립박물관(Zayed National Museum) 및 

몰입형 아트센터인 teamLab Phenomena Abu Dhabi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인근의 

맘샤 알 사디야트(Mamsha Al Saadiyat)에는 깨끗한 해변과 해안가를 따라 카페와 다양한 

식당들이 줄지어 있으며, 숨 막히는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이 놀라운 섬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는 아부다비에서, 방문객들은 알 아인(Al Ain)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방문하며 호기심을 불태우고, 사막의 모래 언덕에서 모험과 

고요를 경험하는 한편, 상징적인 박물관과 고대 요새가 있는 아부다비의 매혹적인 과거를 

만끽할 수 있다.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풍부한 경험 

 

이 캠페인은 전 세계가 아부다비의 풍부한 경험을 자신의 페이스로 즐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문화적 영감 

아랍에미리트의 살아있는 기념관이자 아부다비 역사를 보여주는 도시 중심부의 18세기 석조 

건물인 카스르 알 호슨(Qasr Al Hosn)을 탐험해 보자. 또한, 이곳은 에미리트 유산과 

장인 정신의 오랜 전통을 기념하는 House of Artisans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같은 날, 

방문객들은 루브르 아부다비에서 멋진 건축물과 미술품 및 공예품을 통해 영감을 발견할 수 

있다. 

 

자연으로 돌아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순간 

방문객은 Jebel Hafit 사막공원에서 별을 바라보고 글램핑을 즐기는 것부터 정원 도시인 

알 아인의 그늘진 오아시스 산책로를 걷는 것뿐만 아니라, 사디야트 섬의 햇살 가득한 

해변을 즐기고, 바니 야스 섬(Sir Bani Yas Island)에서 야생 사파리에 참가하거나, 

고요함을 즐기기 위해 룹알할리 사막(또는 Empty Quarter라고도 함)으로 벗어날 수도 

있다.  

 

사시사철 모두를 위한 설렘을 제공 

아부다비의 모래 풍경은 듄 버기(Dune buggies) 운전 체험과 모래 서핑을 할 수 있는 

끝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야스 섬에 있는 세계 최대 실내 테마파크인 워너브라더스 

월드 아부다비(Warner Bros. World Abu Dhabi)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줄 

것이다. 또한, 인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스 마리나 F1 서킷(Yas Marina F1 

Circuit)과 실내 모험을 즐길 수 있는 CLYMB 및 페라리 월드 아부다비(Ferrari World 

Abu Dhabi)가 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일정 

아부다비는 전 세계 이벤트의 중심지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 가득 찬 

일정을 선보인다. 최근 아부다비는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NBA 경기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매진된 UFC 및 WBA 복싱 타이틀전도 개최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브로드웨이 쇼인 디즈니의 라이온 킹 뮤지컬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디즈니 온 아이스의 

중동 데뷔를 통해 가족과 젊은 방문객들을 매료시켰다.  

 

또한, 음악 애호가들은 포뮬러 원 에티하드항공 아부다비 그랑프리(Formula 1 Etihad 

Airways Abu Dhabi Grand Prix)에서 펼쳐질 켄드릭 라마 및 스웨디쉬 하우스 마피아의 



콘서트를 비롯해 안드레아 보첼리, 포스트 말론, 이매진 드래건스, 블랙핑크, 스팅, 

그리고 존 레전드의 흥분되는 수많은 공연을 기대할 수 있다.  

 

사진: 평화로운 Al Ain Oasis, 워너브라더스 월드 아부다비에서의 실내 놀이, 바니 야스 

섬의 야생 동물 사파리, 에미리트 팰리스(Emirates Palace)에서 즐기는 에미리트 풍미의 

Mezlai. 영감과 설렘, 그리고 회복을 주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아부다비에서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발견하고 즐길 많은 것들이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  

 

웹사이트 visitabudhabi.ae[https://visitabudhabi.ae/en]를 방문하고, 여행 

계획을 세워보자. 

 

고해상도 이미지는 여기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사진 - https://mma.prnewswire.com/media/1936230/DCT_Abu_Dhabi.jpg 

로고 - https://mma.prnewswire.com/media/1936236/DCT_Abu_Dhabi_Logo.jpg 

 

출처: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 Abu Dh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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