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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 매력, 한류스타들이 참여하는
확장 가상세계 공연으로 전 세계에 알린다
- 12. 8. ‘한국 관광 확장 가상세계 콘서트’ 개최, 가상여행 체험 기회도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해외 잠재관광객의 방한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12월 8일(수) 오후 6시,
‘한국 관광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콘서트[케이-바이브 페스타(K-VIBE
FESTA), 이하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전 세계인 누구나 어디서든 즐길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Imagine Your korea)과 ‘제페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 디제이 공연, ▲ 춤 공연, ▲ 케이팝 콘서트,
▲ 한국 관광 이야기쇼, ▲ 세계 청년층[엠제트(MZ) 세대]을 위한 메시지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방송인 안현모 씨와 드라마 <오징어게임>
에서 ‘알리’역으로 인상적 연기를 펼친 아누팜 트리파티 씨가 진행을 맡는다.
* 제페토 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고 회원가입 후 ‘인기 라이브’ 접속(클릭) 또는 제페토 라이브
(@zepeto.live)계정 구독(팔로잉)을 통해 콘서트 입장

확장 현실(XR) 기술을 적용한 콘서트로 손에 잡힐 듯 실감 나는 경험 선사
이번 콘서트에서는 ‘디제이(DJ) 레이든’이 환상적인 공연으로 관객의 흥을
먼저 돋우고 문체부 황희 장관이 축하 영상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최근 인기리에 방송된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주역 ‘라치카’팀이
열정적인 춤으로 무대를 압도하고, 웹툰 <여신강림>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야옹이 작가’가 미용(뷰티) 영상을 선보여 젊은 여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케이팝 그룹 ‘니크(NIK)’와 올해 한국 관광 해외
홍보 캠페인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의
전주 편, 목포 편 음원을 부른 ‘원슈타인’과 ‘마미손’, 음원 순위 역주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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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브레이브 걸스’도 공연을 펼치며 한류 팬들과 만난다.
2부에서는 최신 지능형(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온라인 관객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확장 현실(XR) 기술로 국내의 매력 넘치는 관광명소를
구현해 ‘에스파’, ‘샤이니의 키’, ‘보아’ 등 한류스타들이 마치 관광지에서
직접 공연하는 듯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샤이니의 키’를 비롯한
한류 스타들은 ‘이야기쇼’를 통해 떠나고 싶은 한국 관광지와 숨겨진 여행지를
소개하며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알린다.
확장 가상세계에서 경주 구현, 가상여행 체험 등 온라인 행사도 진행
이외에도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 재개를 대비해 외래객의 방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 관광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가상여행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대표 관광지 경주를 ‘제페토’ 응용프로그램과 연계해 확장 가상세계
‘맵’으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황리단길, 첨성대 등 신라 천년의 문화유산
등을 실감 나게 재현해 관객들은 자신의 가상 인물과 함께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오징어게임>의 인기를 활용한 전통 놀이나
한복을 체험한 후 누리소통망(SNS)에 인증하면 한국 방문 시 ‘황남제빵소’
등 현지 실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환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상여행 체험 누리집(www.kvibefesta.com)에서는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를 활용해 나만의 여행코스를 만들고 영상으로 꾸미기 등 다양한
행사로 해외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오징어게임>과 방탄소년단 등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에 힘입어 물리적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 한국’을 널리 알리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콘서트 일정 및 출연진 소개
2. 확장 가상세계 콘서트 이미지
3. 확장 가상세계 ‘경주’ 구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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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콘서트 일정 및 출연진 소개

□ 콘서트 일정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출연자

18:00~18:05

캠페인 소개

안현모,아누팜(MC)

18:05~18:06

축하 영상 메시지

황희 장관

18:06~18:08
1부
(일반 콘서트) 18:08~18:13

한국여행 홍보영상

-

관광지 주제 댄스배틀

라치카(스트릿우먼파이터)

18:13~18:17

K-뷰티 테마영상

야옹이 작가(웹툰 여신강림)

18:17~18:57

공연 (4팀)

NIK, 마미손, 원슈타인, 브걸

18:57~19:00

2부 내용 소개 및 퀴즈

MC 2인

19:00~19:10

에스파 공연 (2곡)

서울 도심 배경

19:10~19:14

샤이니 키 공연 (1곡)

서울 인사동 배경

19:14~19:20

한국여행 이야기쇼

키, MC 2인, 공사 안영배 사장

19:20~19:24

샤이니 키 공연 (1곡)

서울 경복궁 배경

19:24~19:34

보아 공연 (2곡)

양양 서피비치 배경

19:34~19:36

글로벌 MZ에 전하는 메시지

MC 2인

2부
(XR 콘서트)

□ 주요 출연진

MC
출연
가수
출연
가수

안현모

▪방송인이자 통역사
▪SBS, SBSCNBC기자
▪그래미상 등 동시
통역 다수 진행
보아
▪가수 겸 배우
▪국내최정상아티스트
(20개 앨범 발매)
▪SM엔터테인먼트소속
브레이브 걸스
▪4인조
걸그룹
(민영,유정,은지,유나)
▪’21년
역주행
▪’21년 롤린
관광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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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출연
가수
출연
가수

아누팜 트리파티

▪인도출신, 한예종졸업
▪국제시장(‘14) 데뷔
▪오징어게임 알리역
에스파(aespa)

▪4인조 걸그룹
(카리나,윈터,지젤,닝닝)
▪’21년 서울가요대상
신인상 수상
원슈타인
▪래퍼겸싱어송라이터
▪‘하여
MSG 인기를
워너비’에얻음참가
▪쇼미더머니9 본선진출

붙임 2

확장 가상세계 콘서트 이미지

□ 콘서트 홍보 이미지

□ 확장 가상세계 콘서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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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확장 가상세계 ‘경주’ 구현 모습

[경주 포석정]

[경주 첨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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