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건프라 쇼룸 두바이’ 개장 

건담의 ‘2020 두바이 엑스포 일본관 홍보대사’ 위촉 기념해 건프라(Gunpla)로 일본의 매력 

소개  

2020년 두바이 엑스포와 동시 진행, 2021년 10월 말부터 한정 전시 

도쿄 – 반다이 스피리츠(BANDAI SPIRITS Co., LTD.)(사장 겸 CEO: 우다가와 나오/Nao 

Udagawa, 본사: 도쿄 미나토구)가 2021년 10월 말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시내의 쇼핑몰인 두바이 몰(Dubai Mall)에서 ‘더 건프라 쇼룸 

두바이(THE GUNPLA SHOWROOM DUBAI)’를 운영한다.  

이 행사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0 두바이 엑스포와 동시에 진행된다. 

건담(Gundam)이 ‘2020 두바이 엑스포 일본관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운데 반다이 

스피리츠가 건프라(Gunpla, 건담 시리즈 프라모델)를 선보여 전 세계인에게 일본의 문화와 

모노즈쿠리(monodukuri, 창작과 공예)의 즐거움을 홍보할 예정이다. 

‘더 건프라 쇼룸 두바이’ 소개 

• 건담 동상 1/10 축소모형 전시 

RX-78-2(전체 높이 약 1800mm)의 1/10 축소모형이 전시된다. 몰을 방문하는 현지의 건담 

팬과 2020 두바이 엑스포를 통해 건담을 처음 본 사람 모두가 건담의 디자인과 강력한 

매력을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 

• 건프라 전시 

건담과 건프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건담 프라모델을 구경하는 재미와 건담 

애니메이션 세계를 실제와 연결하는 건담의 모습과 기계적 세부사항을 이해하는 재미 등 

건프라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다. 또 프라모델을 커스터마이징 해 독특하고 독창적인 

건프라를 만들 수 있다. 

• 건프라 워크숍 

건프라를 조립하는 즐거움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이 워크숍은 건프라를 실제로 조립해 

창작하고 공예품을 만드는 즐거움을 느낄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희망자에게 선착순으로 

번호표를 제공한다. 



• 건담 프라모델(2020 두바이 엑스포 일본관 홍보대사) 

건담이 ‘2020 두바이 엑스포 일본관 홍보대사’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기계장치 설계자인 

오카와라 쿠니오(Kunio Okawara)가 특별히 디자인한 건담의 프라모델인 ‘HG 1/144 RX-78-2 

건담’이 전시될 예정이다.  

기노쿠니야 서점 두바이 매장(Books Kinokuniya Dubai Store)과 협력 

건담 모형은 2020 두바이 엑스포가 진행되는 2022년 2월 말까지 두바이 몰의 기노쿠니야 

서점 두바이 매장에 전시될 예정이다. 

HG 1/144 RX-78-2 건담(2020 두바이 엑스포 일본관 홍보대사)(147 아랍에미리트 디르함, 5% 

세금 포함)을 비롯한 다양한 건담 프라모델 키트가 있는 건프라 전용 매장이 운영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더 건프라 쇼룸 두바이’ 인근에 있는 매장은 전시 관람이나 워크숍 

참가 등으로 건프라에 관심을 갖게 된 전시장 방문객들에게 건프라를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에서 건담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기동전사 건담(Mobile Suit Gundam) 1’, “기동전사 건담 2: 슬픈 전사(Soldiers of Sorrow)’, 

‘기동전사 건담 3: 우주의 해후(Encounters in Space)’로 구성된 장편 3부작은 건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포털 사이트인 유튜브 GUNDAM.INFO 채널(URL: 

https://www.youtube.com/user/gundaminfo)을 통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스트리밍된다. 영화에는 영어 자막이 제공된다. 

* 이 보도자료는 2021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정확하고 내용으로 완성됐으며,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 이 보도자료의 이미지는 개념적 이미지와 컴퓨터 그래픽을 포함한다. 이는 설명을 위한 

것으로 실제 설정이나 제품과 다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user/gundam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