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나믹하게 경험하는 축구  

- 리우데자네이루에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될 최초의 대형 회전 공 

리우데자네이루, 2014년 7월 11일 /PRNewswire/ -- 세계 최초로 축구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리우데자네이루에 설립될 예정이며, 이 건물은 큰 공의 형태를 하고 있고 모양을 변화시키며 지속적으로 

움직인다. 

구형의 건물은 9층이며 총 높이는 50미터로, 각 층은 속도를 바꾸어가며 양쪽 방향으로 회전해 건물에 

생기를 부여한다. 

The Dynamic Football Experience Company 와 Navalmare Group은 오늘 프로젝트에 대해 알리며 세계 

축구 도시에 특별한 최초의 건물을 만들 것이며, 공사는 피파 월드컵 이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나믹 아키텍처의 아버지"로 평가되는 피렌체 출신의 건축가 데이비드 피셔 박사가 설계한 다이나믹 

아키텍처(Dynamic Architecture)의 축구 버전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 건물은 완전히 상호작용하는 축구 박물관을 비롯해, 초기에 나사(NASA) 기술로 개발된 홀로그램 

시스템을 통한 가상/증강현실 축구 게임으로 꾸며진 층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방문자들이 직접 축구 선수 

펠레와 네이마르 바로 옆에서 축구를 하며 원하는 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 다른 층에는 가상 축구 경기장이 있어 대형 360도 스크린을 보며 앉아 마치 마드리드에 있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구장에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는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다른 층에는 레스토랑과 축구 관련 가게, 특별 체육관, 교육 공간 등이 있어 모든 축구 팬들의 꿈인 실제 

신전을 방불케한다. 

이 공의 축척 모형은 이번 달 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한 곳인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공개되며 

페라리의 스핀오프(Spin off)인 공간 공학 회사 DTM가 제작한다.. 

공학 및 기술 공급업체 중 뉴욕의 WSP, 독일의 거인 보쉬앤지멘스(Bosch and Siemens), Exergia Brasil, 

덴마크의 LED 조명회사인 SGM, 이탈리아 선박 및 해안 정박지 건축회사인 Navalmare는 이미 브라질에서 

작업을 착수했다. 

회전 건물에 대한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Dynamic Group과 Navalmare는 회전 공 건물을 

이탈리아에서 제작한 뒤 세계 많은 도시에 공급할 예정이다. 

팬들에게 "하루종일,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축구 경험을 선사할 움직이는 대형 공은 리우 프로젝트 이후 

런던, 뉴욕, 마드리드, 밀란, 바르셀로나, 자카르타 및 다른 도시에도 세워질 예정이다. 

다이나믹 아키텍처 

런던: +44(0) 7540 729 626 

플로렌스: +39 055 677 919 

이동전화: +39 339 505 8864 

이메일: l.imperiali@dynamic-footba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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