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Newswire] FlyView, 동종 유일한 가상 현실 명소에서 파리 위로 비행하는 경험 선사

-- 2018년 3월 31일, 파리에서 개장
-- 30 Rue du 4 Septembre, Place de l'Opera - 75002 Paris - Opera metro station

(파리 2018년 3월 31일 PRNewswire=연합뉴스) FlyView가 독특한 가상 현실 명소를 개장한다.
이곳에서는 제트팩을 타고 파리 하늘을 날며, 파리의 기념물과 풍경을 실제 같은 360도
시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다.

멀티미디어 배표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299251-flyview-paris-virtual-reality-attraction/

이 영구적인 명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파리 위로 비행할 수 있다. 이는 수백만
명의 꿈이 실현된 것이다.

파리 시내 오페라 광장에 있는 1,000 m2 (11,000ft2 이상) 면적의 발사 공간에서 이륙

방문객들이 오페라 광장의 FlyView에 입장하면, 체크인 카운터, 승무원 및 예정된 비행편을
발표하는 화면 등을 갖추고 공항 터미널과 비슷한 로비에 도착하게 된다.

50대의 제트팩이 구비된 발사 공간은 세계 최대의 가상 현실 설치물 중 하나다.

제트팩(작동 장치에 장착돼 있다)에 오르고, 가상 현실 헬멧(HTC Vive)을 착용한 방문객은
자신이 이륙해 파리의 옥상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게 된다. 비행하는 느낌은 실제보다 더
현실 같다. 이는 전례 없는 기술 성과다.

매우 신나고, 잊을 수 없는 체험으로 새롭게 비치는 파리

여행 일정에 따라 완전히 독특한 방식으로 파리의 주요 기념물을 탐색하게 된다. 신나는 여행은
13분간 이어진다. 모든 여행객의 일정이 동일하지만, 몰입형 360도 시야 때문에 여행객마다
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된다.

이 정교한 장치는 플랫폼과 제트팩의 움직임(이륙, 앞으로 비행, 전경을 보기 위해 정지, 옆으로
이동, 다음 기념물로 하강)을 동기화해서 파리 위를 비행하는 몰입형 체험을 만들고, 아이들과
성인 모두 좋아할 매우 현실적인 비행 느낌을 선사한다.

숨이 멎을 듯한 체험을 하면서 환상적인 파리 전경을 보게 된다. 굉장한 비행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FlyView 설립자 Arnaud Houette는 “FlyView는 하늘을 날고 전 세계를 보고 싶었던 내 어린 시절
꿈이 실현된 결과물”이라며 “이 놀라운 경험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험은 시와 혁신을 결합해 또 다른 양질의 파리 문화 활동을 만든다”라면서 “파리
시민과 관광객에게 접근성이 높은 동시에 절대 잊지 못할 매우 신나는 모험을 선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용적인 세부 정보

시작일: 2018년 3월 31일
주중 7일 개장 - 시간 및 예약은 http://www.flyview360.com 참조
1인 티켓: 15유로
신장 제한: 최소 4피트(약 8세 아동)
이동성이 제한된 방문객도 이용 가능
30 Rue du 4 Septembre - Place de l'Opera - 75002 Paris - Opera metro station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660784/FlyView_Paris.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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