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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동반진출 및
디지털콘텐츠 국제협력 확대
- 디지털콘텐츠 전시관 @ KCON 2015 LA - 디지털콘텐츠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남가주대 창의기술연구소(USC ICT) 방문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7월 31일(금 )부터
8월 2일 (일 )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에서 개최되는「케이콘
(KCON) 2015 LA」에서 디지털콘텐츠 전시관(K-ICT Dream Zone)을
운영하였다.
<「케이콘(KCON) 2015 LA」개요(붙임1 참고) >
* 2012년부터 개최된 해외 한류 및 한국문화(K-Culture) 페스티벌로 케이팝
(K-POP) 콘서트와 전시회(Convention)의 앞글자를 따서 작명
- 공연(LA Staples센터) : 슈퍼주니어, 씨스타 등 M-Countdown 콘서트
- 전시(LA 컨벤션센터) : 커버댄스 등 문화행사, 기업전시관(180여기업), 300부스 규모

은 국내 콘텐츠 기업인 씨제이이엔엠(CJ E&M)이 2012년
부터 개최 중인 한류․한국문화(K-Culture) 페스티벌로서, 미래부는
문화․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디지털콘텐츠의 동반진출을
목표로 「 K-ICT Dream Zone」을 운영하였다.

o ‘K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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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15.1.12)에서 “문화콘텐츠와 디지털파워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고 언급한 방침에 따라, 문화와
ICT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계획‘ 수립(‘15.5.27)

이번 전시회에서는 케이팝(K-POP) 한류콘텐츠와 동반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가상피팅․스타일링(패션/뷰티), 가상 피트니스․골프코칭
(헬스), 케이팝(K-POP)/K-드라마(3D/UHD), 360도 가상현실(VR)촬영
솔루션 등을 전시하여, 미국 현지 관람객들이 국내 디지털 기술력과
문화․한류를 동시에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8월 1일(토) 오전 「케이콘(KCON) 2015 LA」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컴퓨터그랙픽(CG), 가상현실(VR) 등의 분야
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지닌 남가주대 창의기술연구소
(USC ICT)*를 방문하여, 폴 데베벡 교수** 및 강신화 박사를 면담
(프로필 붙임2)하였다.
* USC(University Southern California) ICT(Institute Creative Technology) 연구소
- 인공지능(AI), 컴퓨터그래픽스(CG), 가상현실(VR)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지닌 연구소, 영화, 군사훈련, 건강, 교육 등의 분야를 활발하게 연구 중
** 폴 데베벡(Paul Debevec) : 아바타, 스파이더맨2, 슈퍼맨리턴즈 등에 참여한
컴퓨터그래픽(CG) 기술 전문가

o

o

이번 면담에서는 서울예술대학교가 작년부터 운영 중인 컴퓨터그래픽
(CG), 가상현실(VR) 분야 ‘3개월(원격화상수업) + 1개월 (현지인턴십 )’
과정의 인턴십을 확대하고, 향후 국제 공동 프로젝트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씨제이 씨지비(CJ CGV)가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다면영상
(ScreenX)* 에 대해 남가주대 창의기술연구소(USC ICT)와 기술
개발 및 제직자문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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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면상영(ScreenX)은 기존 전면 스크린 외 좌우 벽면에도 영상을 투사하여
3면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제3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플래그쉽 프로젝트
선정(’15.1.8)된 바 있으며, CGV-카이스트-(주)카이(벤처) 공동개발한 국내 시스템

o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남가주대 창의기술연구소(USC ICT)가 컴퓨터
그래픽(CG), 가상현실(VR)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만큼,
국내 디지털콘텐츠 관련 대학과 기업들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길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K-ICT Dream Zone @ KCON 2015 LA 개요
2. USC ICT연구소 면담자 및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송만호 사무관(☎ 02-2110-1825), 장기철 사무관(☎ 02-2110-1722),
김주영 주무관(☎ 02-2110-22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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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K-ICT Dream Zone @ KCON 2015 LA

□ 개요
o (목적) K-POP 한류행사인 KCON*과 연계, 우수한 디지털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전시관 운영(‘15.7.31(금)~8.2(일)/LA컨벤션센터)
o (내용 ) 「K-ICT Dream Zone」설치(55부스 규모)
- 참여제품 및 업체 : 전시제품 15개, 참여업체 수 13개
o (대상 ) KCON 주요 참석자 특성(여성 88%, 24세이하 78%)을 고려
- 관심분야인 Beauty, Entertainment, Health, Travel 대상으로
- ICT 기술을 활용한 체험을 위주로 한 실감콘텐츠 제품을 전시
□ ‘K-ICT Dream Zone’ 전시 콘텐츠 구성
분야
패션/Beauty
Health
K-POP/
K-드라마

3D/4D/VR

교육/여행

세부분야

ICT 기술

패션
스타일링(메이크업)
의류
스포츠-골프
헬스-Fitness
공연-고화질(4K)

3D, VR
3D, VR
e-Commerce
동작인식
동작인식
3D, UHD

공연-실감(UHD)

봇

공연-로
영상-아바타(3D)
영상-3 0도 체
영상-4D
공 영상
교육
화
여행

6 입

간

만
정보

전시 제품

실감체험 스타일링, 가상피팅
3D얼굴분장 마스크 페인팅
의류 이커머스
스마트 골프 코칭 시스템
Vitrual Fitness
Korea UHD․3D Show case
‘ 에서 그대’
3D
타임 라이스
로
K-POP 댄스 로
3D, VR
포터 3D개인 아바타 성
VR
3 0도 VR 영
션
4D
4D Virtual cube
강현실(AR) 공
강 인터 티 시스템
모바일 App
즈교육 모바일 App
TAPAS 디어
Mesh-Up App
래
여행가이

봇

증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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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온
슬

봇

블
6

촬 솔루

간증
키

렉 브

드 볼룬

미

생

드

붙임2

USC ICT연구소 면담자 및 개요

□ 면담자 프로필

▣ 폴 데베벡 교수(Paul Debevec)
○ (소속) 現 USC대 ICT연구소 Chief Visual Officer
現 USC대 컴퓨터과학과 연구교수
○ (주요경력) Berkeley대 컴퓨터과학 박사
- 아바타, 스파이더맨2, 슈퍼맨리턴즈 등 다수 영화작업 참여
▣ 강신화 박사(Sin-Hwa Kang)
○ (소속) 現 USC대 ICT연구소 Mixed Reality Lab 연구원
○ (주요경력)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박사
- 조지아공대 석사
- 가상현실공간에서의 사이버캐릭터를 이용한 심리 상담 연구 전문

□ USC ICT연구소 개요
o (설립 ) 미국방성이 후원하는 대학부속연구센터(UARC)로 1999년 설립
- 미육군연구소와 공동으로 저비용의 몰입형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등 테크놀로지의 창의적인 활용에 대한 연구 진행
* UARC(University Affiliated Research Center):

과학기술 및 혁신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특징) 군사훈련, 건강, 교육 분야의 몰입형 콘텐츠 개발을 위해
테크놀로지와 아트(영화, 게임), 사회학이 결합된 융합형 주제 연구
- 가상캐릭터, 비디오게임 등을 통해 사람과 컴퓨터간의 상호작용과
가상인물 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음
- 인공지능(AI), 컴퓨터그래픽스(CG), 가상현실(VR), 스토리텔링 내러
티브 기술 등의 연구그룹과 연구실 운영

o (

※ 퇴역군인들이 인터랙티브 가상 코치와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우울 증세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자살 충동을 원격으로 감지하는 시스템 등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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