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마, 쌍방향 축구 행사에서 evoPOWER 출시 
 
-- 세스크 파브레가스, 마르코 로이스 및 마리오 발로텔리, 바로셀로나에서 혁명적인 
축구화 기술이 달성한 힘과 정확도 시범보여 
 
(바르셀로나, 스페인 2014 년 1 월 20 일 PRNewswire=연합뉴스) 푸마가 지난 금요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라이브 행사에서 혁명적인 신제품 evoPOWER 축구화를 출시하며, 
2014 Nature of Believing 캠페인을 시작했다. 푸마 파워 플레이어인 세스크 
파브레가스, 마르코 로이스 및 마리오 발로텔리가 evoPOWER 벽에서 자신들의 축구 기술을 
테스트했다. evoPOWER 벽은 선수의 힘과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호크 아이 기술을 
사용하는 맞춤 축구 시뮬레이터다. evoPOWER 는 맨발의 자유로운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으로, 파브레가스, 로이스 및 발로텔리는 네 가지 쌍방향 챌린지를 통해 자신들의 
기술과 새로운 축구화의 성능 향상 기술을 선보였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64184-puma-launches-evopower-football-event 
 
새로운 evoPOWER 축구화를 테스트하고, 라이브 쌍방향 행사를 보기 위해 전 세계 
언론인들 및 대회 우승자들이 푸마와 더불어 바르셀로나에 집결했다. 전설적인 
축구선수이자 푸마 모델인 티에리 앙리가 출시 행사에서 공동사회를 맡았다. 앙리는 챌리지 
사이로 선수들을 안내하고, 디자인 영감과 제품 효능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다.  
 
evoPOWER 는 선수의 자연스러운 공차기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공을 찰 때 선수의 힘과 
정확도를 최적화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기능성 축구화다. 맨발 상태에서 자유롭게 공차기를 
할 때 발생하는 힘에서 영감을 받은 evoPOWER 는 축구 부문에서 사상 최고의 첨단 푸마 
신발 기술들을 선보인다. 앞으로 경기장에서 세스크 파브레가스, 마르코 로이스, 마리오 
발로텔리, 야야 투레, 네마냐 비디치 및 단테를 비롯해 많은 선수들이 이 축구화를 착용할 
예정이다.  
 
세스크 파브레가스는 “이 경험이 아주 즐거웠다”면서 “굉장한 제품 출시 행사였다. 라이브 
시범을 통해 새로운 푸마 evoPOWER 축구화를 공개하고, 이 축구화가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기술 및 효능을 보여주는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다. 챌리지에서는 경쟁이 치열했는데, 
공을 찰 때마다 힘과 정확도 점수가 표시되는 바람에 이기고 싶은 진정한 욕구가 생겼다”고 
말했다.  
 
마르코 로이스는 “몇 달 전 evoPOWER 축구화 초기 버전을 처음 보았을 때 그 디자인 뒤에 
숨겨진 사고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번 행사는 evoPOWER 출시에 어울리는 
행사였다. 흥분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이들이 evoPOWER 벽 및 evoPOWER 
축구화의 기술을 보고 분명히 감동을 받았다. 챌린지는 우리 선수들의 실력을 제대로 
테스트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지막에 벽을 부수는 챌린지에서 대회 우승자들과 함께 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였다. 나는 항상 축구팬들을 만나는 걸 좋아한다. 이번 행사는 함께 
하기에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마리오 발로텔리는 “선수들이 모여 함께 한 이번 출시 행사는 매우 재미있었다”면서 “지난 
달에 푸마 가족의 일원으로 합류한 나로서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고, 세스크 및 마르코와 
더불어 새로운 evoPOWER 축구화 출시를 함께 한 것은 영광이었다. 위장한 evoPOWER 
테스트 버전을 경기와 훈련 중에 착용했던 지난 몇 주 동안 evoPOWER 에 대한 관심이 한껏 
고조됐다. 우리는 마침내 evoPOWER 축구화를 공개하고, 전 세계에 evoPOWER 축구화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세스크 파브레가스, 마르코 로이스, 마리오 발로텔리 및 티에리 앙리는 evoPOWER 의 
굉장한 힘과 정확도를 탐색하기 위해 실시된 현장 테스트를 촬영한 흥미진진한 짧은 영상에 



등장한다. 웹사이트 http://news.puma.com/에서 이 영상을 포함한 다른 evoPOWER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voPOWER 축구화 및 전체 evoPOWER 액세서리 및 의류 라인은 2014 년 2 월 1 일 매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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