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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IMPACT

콘텐츠임팩트는

인공지능, 과학기술, 감성인식기술, 5G, 공연기술 등 

신기술과 콘텐츠를 접목시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콘텐츠를 지향하고

창의와 혁신을 대표하는

국내외 기관, 콘텐츠 기업, 창작자, 개발자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융복합 전문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임팩트있는 콘텐츠 Impact Content가

진정한 콘텐츠 임팩트 Content Impact 입니다

프로젝트

 [인공지능 X 스토리] AI : Storyteller

 [과학기술 X 미디어아트] 다빈치 프로젝트

 [감성인식기술 X 인터랙티브 콘텐츠] 콘텐츠, 공감하다

 [인공지능 X 음악] Music Meets AI

 [5G X 실감형 콘텐츠] 5G 실감형 콘텐츠랩

 [공연기술 X 라이브퍼포먼스] Future on th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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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티스트를 위한 네트워크 

& 포트폴리오 플랫폼. 유저 데이터 기반의 

추천 서비스로 나와 맞는 협업자를 찾고,

팬베이스 데이터 분석으로 대중과 다가간다.

음악 등용문을 낮춰 본인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디플랫

5

SoriGori

서수진/총괄, 개발

이민우/개발

송원빈/개발

김효정/개발

김유진/기획

퍼실리테이터

김영호/매직스트로베리 PM

콘텐츠임팩트

AI : Storyteller 
인공지능 X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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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재/기획, 스토리 분석, 디자인

김종익/스토리 분석

문태연/스토리 분석

조지훈/프로그래머, 기획, 프로그램 구현

홍성혁/스토리 분석

퍼실리테이터

문소산/작가, 프로듀서

세이브더AI캣

세이브더AI캣

AI와 save the cat을 이용한 시나리오 도우미. 

사용자가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은 스토리 흐름 재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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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덕/스토리 관련 온톨로지 연구 및 개발, DevOps

강수환/스토리 분석, 서사 구조 이론 연구 및 적용

박은정/웹 UI&UX 디자인 설계 및 구현, 학습 데이터 전처리

오수연/스토리 분석, 서사 구조 이론 연구 및 적용

윤의녕/스토리 관련 딥러닝 연구 및 개발, DevOps

허지원/웹 UI&UX 디자인 설계 및 구현, 학습 데이터 전처리

퍼실리테이터

박승보/인하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교수

인하AI人

한국어 시(동시, 현대시)와 가사를 NLP 기법을 이용해 

분석하고, 이를 이용해 AI가 새로운 시를 창작한다.

셈셈이와 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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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설계, 기획, DB

구영희/스토리 창작, QA

성태경/UI 개발

유지혜/스토리 창작, 연출

윤주헌/DB, 개발

이은규/문장구조분석, 스토리 창작

퍼실리테이터

박외진/아크릴 대표

픽스

Synopsis + Calculator = SynopQulator

작가의 창작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산기’

같은 AI 솔루션. 영화 시놉시스 DB의 문장 패턴을

분석하고, 키워드 간의 연관성 분석과 생성 문장 학습을

통해 작가가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 시놉시스를 만든다.

시놉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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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원/스토리 창작, 공연연출, 데이터 전처리

곽다현/스토리 창작, 데이터 전처리

김연정/기획, 스토리 창작, 데이터 전처리

성유진/스토리 창작, 데이터 전처리

오주영/총괄기획, 설계 및 개발, 데이터 전처리

최현애/스토리 창작, DB제공 및 관리, 데이터 전처리

퍼실리테이터

허원길/포자랩스 대표

Aier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한국 현대문학 희곡 

데이터를 학습한 대사 생성 AI를 활용해 과거,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재난을 병치하는 서사를 극으로 

보여주는 문학 시간 극장을 제안했다. 재난의 형태와 

개개의 서사는 다를지라도, 결국 한 사람이 겪어내는 

다양한 층위의 재난은 시대를 거듭하며, 재현되고 

반복된다는 콘셉트로 희곡 문장 생성기를 활용해 

극을 창작했다.시대를 넘나드는 화면 병치와 최신 

기술의 효과를 빌려 개인의 서사가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재난적 상황에서의 연대와 

공감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힘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AI 희곡 문장 생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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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두일/기획, 개발

박초롱/그림

이지은/스토리 창작

이혜리/스토리 창작

조수진/그림

퍼실리테이터

조영환/투블럭AI 대표

babel 

K-웹툰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K-pop, K-드라마에 이은 또 다른 

차원의 K-열풍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는 커다란 장벽이다.

기존 K-웹툰은 자원봉사자들이 번역하거나, 

일부 인기 있는웹툰만이 번역되어 해외 웹툰 

층에게 소비되고 있다. 웹툰 자동번역 툴은 

해외 K-웹툰 팬에게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웹툰을 바로 소비할 수 있는 기쁨을, 국내 웹툰 

작가들에게는 그들의 작품을 보다 수월하게

해외에 알리는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웹툰 자동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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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희/전체 프로젝트 진행

변문경/스토리 창작

송영록/스토리 대사 생성 모델 개발

유소정/스토리 창작

이정훈/데이터 수집, 웹 페이지 개발

정민수/스토리 대사 생성 모델 개발  

조진욱/스토리 라인 생성 모델 개발 

현지웅/스토리 라인 생성 모델 개발

퍼실리테이터

허원길/포자랩스 대표

TELL-ING

영화, 드라마 시나리오를 학습한 딥러닝 모델이 사용자가

입력한 시나리오 대사, 스토리 라인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창작하는 챗봇을 개발한다.

씨네디터



콘텐츠임팩트

다빈치 프로젝트
과학기술 X 미디어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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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환/프로젝트 총괄 및 영상 제작

고정훈/스토리, 콘티 

김은경/영상 제작 및 콘티 

이     철/기획 및 행정 

정덕용/영상 제작 및 콘티

퍼실리테이터

이대형/Hzone아트컨설팅 대표

시샵플러스 

지구상에서 인간은 작은 생명체일 뿐이지만, 

미디어로 전달되는 전쟁의 피해자 뿐만 아닌 

1980년 오월 항쟁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남겨진 일가족의 슬픔에 대한 '상기적 

의식'이 필요하다. '더 커다란 폭력

(Bigger violence)’을 통해 냉소적이거나 

방관자적 태도가 아닌 다시금 상기되는 자주적

정신을 담아 표현했다.

더 커다란 폭력
(Bigger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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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석/기획 및 스토리텔링

김혜경/미디어아트

박현지/비주얼아트

아리스킴/퍼포먼스

천필재/사운드 디자인

퍼실리테이터

손미미, Elliot Woods/김치앤칩스 작가, 미디어아티스트

퍼포먼스 괴

디지털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날로그의 

재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모인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팀이다. 단순히 눈과 귀를 자극하는 

미디어아트 퍼포먼스가 아닌, 미디어와 퍼포먼스를 

매개로 참여자가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 차원을 옮겨 가는

체험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퍼포먼스 괴(怪)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20세기 조선에 존재했던 모더니스트 추사 

김정희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추사체를 만들기 

위해 고뇌하고 정진했던 추사의 정신세계로

관객들과 함께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퍼포먼스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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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별/프로젝션 맵핑

박주애/영상 디자인

윤지원/사운드 디자인

정혜리/회계, 연출

최지원/연출, 제작

퍼실리테이터

이대형/Hzone아트컨설팅 대표

AHA Collective

<생태계로서의 유토피아 : 선호하는 미래>는 

조선시대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모티브로 하여, 

현시대의 이상향에 대하여 다룬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작업이다. 안평대군의 꿈속 세계, 

도화원을 그린 ‘몽유도원도'에는 인간의 

흔적만이 있을 뿐, 그 형상은 찾아볼 수 없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자연환경의 모습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 

이는 동양의 주된 이상적 모습인 목가적인 

풍경을 떠오르게 한다. 아하콜렉티브는 

이상향을 추구하는 주체인 인간이 배제된 이상적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공간이 과연 

유토피아일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상향을 

그리는 자신이 마주하는 현실과 그에 동반된

디스토피아를 경험하고, 이 과정을 통해 각자의

‘선호하는 미래’를 상상해본다.

생태계로서의 유토피아 : 
선호하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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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기획 및 데이터 리서치

김상호/텍스트, 기획 및 데이터 리서치

김영민/비주얼프로그래밍 및 데이터 수집

김채린/사운드

신규빈/공간

신예훈/사운드

이승주/기획, 리서치, 데이터 수집 및 개발

조한울/기획, 리서치 및 제작

퍼실리테이터

서동주/작가, 미디어아티스트

E-Motionalist

E-Motion은 데이터에 근거해 사회의 

감정을 해석하고, 해석한 감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형태로 물질화한다. 

COVID-19시대의 일상 속 감정 변화를 공개된

데이터에 기반을 둬 하나의 시청각 공간, 

emotionscape로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현시대의 집단적 감정을 아카이빙 하고 

되짚어보며 앞으로의 사회에서의 감정을

그려보는 단서를 제공한다.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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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호/프로젝트매니징, 모션그래픽

김도연/스토리 기획 및 PM

박민태/프로듀서

안광노/조형물 제작, 팜플렛 디자인

퍼실리테이터

정수봉/plinq 대표, Creative Developer

K-COMMU

조선시대 그림 '사로승구도'로 조선통신사의 문화 교류

여정을 모션그래픽으로 표현하고, '꼭두'라는 조형물과의

터치 인터랙션을 통해 현대의 우리 문화와의 연결을

표현해 과거와 현대에 걸친 문화 교류를 통한

우수한 우리 문화를 선보인다.

K on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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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륭/인터랙션 개발, 디자인

박동준/VR 개발, 디자인

전미진/큐레이팅, PD

정재균/웹 플랫폼 환경 개발

최하영/전시, 가상 공간 디자인

퍼실리테이터

박제성/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작가, 미디어아티스트

SFFN

<Fn(M)>은 현실의 공간(전시장), VR, 

웹 등의 매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공간'과 

'기억'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 크로스 

플랫폼 콘텐츠이다. 관객은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각각의 매체에서 추적하거나

추적당하는 경험을 통해 작품 혹은 다른 

관객과 상호 작용한다. Fn(M)은 이처럼 

끝없는 편집과 왜곡을 통해 재생산되는 기억을 

각 매체의 공간 속에서 시각화함과 동시에, 

팬데믹 속에서 개인의 정보가 손쉽게 수집되고

활용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한다.

Fn(M)



33콘텐츠임팩트

김대천/엔지니어링, 기획

이태헌/프로젝트매니징, 프로젝션 맵핑 이미지 제작 

강현정/인터뷰, 연출, 공간설치

고소라/공간연출

이예솔/공간연출

이원빈/공간연출

퍼실리테이터

서동주/작가, 미디어아티스트

TEAM HAEMONG

인간의 챗봇스러움. 말이 오간다. 용건은 분명하다.

너와 내가 할 말은 정해져 있다.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말을 하는 건 어색하다.

인간과 챗봇. 온라인에서 나, 오프라인에서 나,

나 그리고 너. 대화란 무엇인가?

oraculum



콘텐츠임팩트

콘텐츠, 공감하다
감성인식기술 X 인터랙티브 콘텐츠



37콘텐츠임팩트

윤정원/기획, 3D 모델링

김도헌/Unity 개발

배하영/기획, 아트

송하은/기획

홍진석/Unity 개발

퍼실리테이터

박병호/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

마인드미, 바이오미

사회공포증에 대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 안에서 스스로 증상에 대해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VR 게임이다. 

사용자는 게임 속 안내자와의 대화 속에서 

SADS 검사지의 질문에 답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불안 및 회피 정도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진다. 사회공포증에 대한 

치유는 치료 기술 '직면'을 적용한 '사람 찾기 

게임'을 통해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심리 상담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곤란함을 겪는 내담자, 혹은 상담자를 

만나는 것조차 버거운 내담자가 본 콘텐츠를 

통해 도움을 얻기를 기대한다.

핑핑아, 놀자!



39콘텐츠임팩트

이주윤/기획

김진형/촬영

반효진/앱 개발

손현우/촬영

오현경/시나리오, 연출

퍼실리테이터

강신진/홍익대학교 게임학부 교수

몬스터가이드

GPS 기반으로 미리 특정 지역에 심어 놓은 영상을

증강현실(AR)로 체험하면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유저가 직접 스토리와 결말을 결정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요소, 자연어 인식 인공지능

요소 등이 몰입도를 배가시켜준다.

무비 인 케이스



41콘텐츠임팩트

김환희/사운드 제작

김다은/비주얼 아웃풋 제작

나윤지/사운드 제작

허지원/전시 기획, 공간 연출

퍼실리테이터

박병호/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

사운드윈스페이스

COVID 19로 불거진 아동에 대한 학대를 

재조명하고 이에 깊게 공감할 수 있도록 

'체험 기반 사운드 인터랙티브 전시'를 

기획했다. 아동폭력에 관한 폭력적인 음향을

관람자에게 제공하여 생체 반응을 측정하고 

전시 공간 속에서 다양한 매체로 쌍방향 

소통한다. EDA와 EEG를 사용하여 

관람자의 감성을 인식하고 Touchdesign과 

Max, Msp를 사용하여 관람자에게 

OUTPUT으로 피드백한다. 모두가 지나는 

아동기를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을 촉구한다.

아무도 모른다 
| 일상(日常)의 폭력



43콘텐츠임팩트

설호종/연출, 기술개발, 사운드제작

이지은/기획, 기술개발

임선애/기획, 조명감독

정민희/기획, 영상감독

정지은/시나리오, 업사이클링 조명제작, 공연

퍼실리테이터

황민철/상명대학교 휴먼지능정보공학과 교수

이모션 앙상블

현재 환경 이슈는 어떠한 문제보다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이나 본 공연은 미래의 

인류가 현재의 인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공연 형태

(비대면 공연)로는 공연자의 에너지 및 감성을 

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본 프로젝트에서는 공연자의 감성을 공연 요소

(영상, 조명, 사운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연자의 에너지를 비대면 관객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공연자의 

뇌파(EEG), 근전도(EMG), 심전도(ECG)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상, 조명, 사운드에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 하여 환경 이슈에 대한

절박함을 극대화하였다.

2050에서 보내온 메시지



45콘텐츠임팩트

이도현/전시기획 및 공간연출, 조형물 제작, 리서치

퍼실리테이터

박외진/아크릴 대표

확장된 표현형

감성인식 촉감 특성 오브제 및

인터랙티브 오디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구현한다.

The Extended Phenotype



47콘텐츠임팩트

목수빈/시선 모듈 개발

김경빈/아바타 표현

유서희/데이터 분석

윤대호/표정 모듈 개발

이강영/측정 기술 개발

조아영/기획

퍼실리테이터

황민철/상명대학교 휴먼지능정보공학과 교수

휴먼극장

교수자의 외형과 표정, 시선, 몸짓을 모방하는 

디지털 감성 휴먼(가상의 아바타)이 교수자를 대신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감성 비대면 학습 콘텐츠를 제안한다. 

1:1 강의를 진행할 수 있고, 1:N의 교육 환경에서도 

개인 맞춤형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휴먼 튜터



49콘텐츠임팩트

곽주영/기획, 연출 TA

곽현일/콘텐츠 개발

김은지/기획, 사운드

이보경/스토리텔링, 검수

함종훈/VR연동 개발

퍼실리테이터

이정년/메딕션 개발팀장

DUDOWAVE

먼 미래, 인간은 육체를 잃고 가스나 안개의 형태로 남았다.

육체를 통한 교류가 희미해지면서 새로운 소통 방식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들은 감정에 따라 생태계가 구현되는

공간을 만들었고, 이곳은 두 사람 간의 강력한 감정 교류로

더 풍성해지고 다채로워진다. 그들은 이 새로운 공간을

'리퀴디스' 라고 불렀다.

Liquidis



콘텐츠임팩트

Music Meets AI
인공지능 X 음악



53콘텐츠임팩트

조은별/기획

박수진/기획

우혜진/개발

유지선/기획 및 자료수집

퍼실리테이터

박외진/아크릴 대표

구해줘홈트

음악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콘텐츠에 

운동이라는 장르를 결합하는 시도로, 

모션인식 AI를 활용하여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큐레이션 제공 소프트웨어를 기획/개발

했다. '음악에 유저를 맞추지 않는다.', 

'개개인에게 맞는 뮤직페이스메이킹을 

제공한다.' 

#모션스피드 #페이스메이커 #큐레이션 #헬스케어

구해줘 홈트



55콘텐츠임팩트

성영현/기획, 작곡

김안종/기획

퍼실리테이터

박외진/아크릴 대표

뉴노멀

AI를 활용한 음악 창작과 정식 음반(디지털 싱글)을 

선보인다. AI가 창작한 음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인간과의 협업을 통하여 얼마든지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고자 한다.

작곡왕 김지능



신규 아티스트를 위한 네트워크 

& 포트폴리오 플랫폼. 유저 데이터 기반의 

추천 서비스로 나와 맞는 협업자를 찾고,

팬베이스 데이터 분석으로 대중과 다가간다.

음악 등용문을 낮춰 본인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디플랫

57

SoriGori

콘텐츠임팩트

서수진/총괄, 개발

김유진/기획

김효정/개발

송원빈/개발

이민우/개발

퍼실리테이터

김영호/매직스트로베리 PM



59콘텐츠임팩트

권병준/기획, 총괄

김가현/기획, 개발

문두성/기획, 하드웨어

오채령/개발

이지원/사운드 작업

퍼실리테이터

박외진/아크릴 대표

서울오픈미디어

경기아트센터와 협력하여 시나위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국악 연주/구음 파일을 수집하고 

wavenet을 통해 학습, 새 음원을 생성했다. 

인공지능이 그만의 시각으로 학습한 국악은 

마치 사람의 방언 또는 즉흥연주를 방불케 해 

국악에 새로운 감각을 제시한다. 이들의 연주, 

그리고 이들이 사람과 협연하여 풀어내는 

공연을 통해 '국악의 미래'를 감상해 보자.

국악의 미래



61콘텐츠임팩트

유대성/총괄, 개발

김수정/음악작업

양수영/개발

최승호/개발

퍼실리테이터

허원길/포자랩스 대표

아이콘

아티스트 및 사용자에게 음악 창작에 도움을 주고자,

노래에 담겨있는 수학적 변화를 AI에 학습시키고,

결과물을 얻는 것에 도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피아노 MIDI 데이터와 오픈된 Transformer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 음표와 가사를 생성하고

그것들을 모아 노래로 마무리했다.

그 아이(AI) 작사 그 아이(AI) 작곡



63콘텐츠임팩트

장윤경/총괄, 개발

계지형/작곡

김록운/기획, 리서치

박다해/작곡

박진열/작곡

이원정/MV제작, ART

조한울/기획, 리서치 및 제작

퍼실리테이터

박찬재/엔터아츠 대표

A/S

‘Wheel Of Four Tune’은 인공지능 음악에 감성을

더하기 위한 A/S 팀의 여러 시도가 담긴 첫 번째 앨범이다.

인공지능 음악 요소를 emotional space에 반영하고

작곡가들의 감각을 녹여내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을 실험적 퍼포밍으로

뮤직비디오에 담아냈다.

Wheel of Four Tune



콘텐츠임팩트

5G 실감형 콘텐츠랩
5G X 실감형 콘텐츠



67콘텐츠임팩트

한재빈/총괄

강민서/기획

김이슬/기획

박상훈/기획

박성범/기획

퍼실리테이터

김일/매니아마인드 대표

놀이동산

'나만의 비밀스러운 방'이란 뜻의 나비방.

나비방 플랫폼은 자신만의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힐링하고 즐기는 오큘러스 퀘스트용 가상 확장형 

플랫폼으로써, 프로토타입으로 개발중이다.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방을 

만들어 보자.

나비방



69콘텐츠임팩트

민병채/기획

김태연/기획

박선주/기획

심지은/기획

정미선/기획

정이슬/기획

퍼실리테이터

안정일/지니뮤직 팀장

리얼리얼

온앤오프(ONF)의 스쿰빗스위밍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

너와 내가 꾸는 꿈, 끝없이 펼쳐진 새로운 길 위에서 또 

다른유토피아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콘셉트로 풀어낸

3D 360° VR 뮤직 콘텐츠이다.

온앤오프(ONF) 스쿰빗스위밍



71콘텐츠임팩트

김경은/연출, 음향

김나래/촬영

서민지/촬영

유지영/촬영

이윤주/편집

임승희/촬영

퍼실리테이터

김상일/서울예술대학교 미디어창작학부 교수

하랑

한국의 전통악기인 아쟁과 피아노의 협연으로 K-Music의

새로운 장르를 열고자 한다. 특히, 3D VR 멀티뷰를 통해

다양한 앵글을 선보이면서 시청자에게 현존감과 시청의

즐거움을 배가시킨 퓨전국악 실감 콘텐츠 작품이다.

<무이-가을하늘(창작곡), 
서른즈음에, When I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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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범/총괄

김상윤/PD

박소린/POST

정애주/POST

정태빈/POST

허재은/감독

퍼실리테이터

김광집/서울예술대학교 미디어창작학부 교수

Funkastic

SAXOPHONIST 이상범 (Y+SIMON) 과 DJ 장민호

(FREQUINCY) 가 결합하여 제작한 프로젝트 팀의

음악을 IMMERSIVE VR 기술과 접목하여 가상현실을

통해 몰입감과 현실감을 극대화한 180° VR 공연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선보인다.

<THE RULER / BACK 
&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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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인/총괄

곽진성/개발

김수정/시나리오

이지은/기획

차유나/아트

퍼실리테이터

이현석/비브스튜디오 감독

Liberte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극복 가능한 것이라는 힐링의 메시지와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VR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작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라는 핵심 메시지를 내러티브와 인터랙션에 녹여내어 

사용자가 콘텐츠에 몰입할 수 있게 제작했다.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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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현/연출

박상연/촬영

염한림/촬영

이재현/사운드

임일주/VFX

퍼실리테이터

이종석/영화감독

VRP

〈The Bus〉는 180° VR로 체험할 수 있는 

단편 공포 영화로서, 내가 저지른 일은 결국 

되돌려 받게 된다는 '출이반이'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연쇄살인마 김준식의 

시점에서 살해한 여자들의 환영을 보고 

공포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3D 사운드와 

입체적인 연출로 VR만의 실감 나는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

〈The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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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천/총괄

권민수/개발

김병훈/기획

양시영/기획

이진우/개발

퍼실리테이터

김일/매니아마인드 대표

X-men

Project X는 3D Realtime Rendering Engine인 

Unreal 4 Engine으로 개발되는 1인칭 VR 액션 

어드벤처 콘텐츠이다. VR 모션 컨트롤러를 이용한 

모션 트래킹을 통해 스킬과 전투를 수행하며 싸우는 

인터랙티브 VR 콘텐츠로써 유저에게 마법 히어로의 

경험을 제공한다.

<Project_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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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on the Stage
공연기술 X 라이브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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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총괄, 무용수

김태연/사운드아티스트

박준모/연출

이근요/미디어아티스트

퍼실리테이터

윤제호/사운드비주얼아티스트

구니스컴퍼니

우리 삶에 가장 인접하게 녹아 있는 [시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었던 시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간의 내면적 흐름을 사운드와 미디어아트

그리고 비보이 댄스를 통해 선보인다.

Tim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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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정/3D모델링, 시퀀스

김나현/연출, Unreal 레벨디자인

도재인/연출, Unreal 레벨디자인

박정은/VFX(3D파티클)

박혜진/연출, Unreal 시퀀스

퍼실리테이터

박장호/자이언트스텝 팀장

네오스페이스

서사무엘의 'Jungle Riot' 곡의 의미를 

담아 정글에서 자신만의 색과 꿈을 넓게 

펼치자는 의도를 담았다. 틀에 맞추려 하고 

억압하는 도시와 자유롭고 제한 없는 정글의 

대비를 언리얼 엔진(3D 가상 무대)과 실시간 

라이브를 합성한 XR 공연으로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세계를 그려냈다.

Jungle Riot in Ne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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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총괄

김다은/영상 디자인

김혜진/배우

노석웅/배우

유병욱/기술

임   밀/연출

퍼실리테이터

정상훈/모션스미스 대표

무제.한

한국 전통의 마고할미 설화는 옛 한국인이 

바라본 세상의 시작을 담고 있다. 전통의 

마고할미 이야기와 현대적 공연 기법의 만남, 

한국적인 비주얼과 첨단 기술의 만남,

바라보기만 했던 하늘과 탐험하는 우주의 만남. 

그 만남의 사이에서 일어날 상승작용을 통해 

한국적 공연예술의 다음 발걸음을 바라본다.

新.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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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훈/작곡, 연출, 퍼포머

김   솔/퍼포머

김태윤/사운드

신다은/영상

이시은/기술

정민성/기술

퍼실리테이터

김정환/미디어아티스트

새마을 녹

[Finé]는 나 하나쯤이야 괜찮다는(fine) 

마음에서 그로 인해 어느 순간 코앞에 닥친 

종말(finé)을 그린다. 인간이 자연에 저지른 

행위 후의 피해 값을 시각화한 영상과

인공적인 파괴의 소리를 근간으로 한 음악, 

공간을 침범하고 난도질하는 듯한 레이저 

인스톨레이션을 퍼포머의 움직임과

융합시켜 관객에게 전달한다.

Finé



91콘텐츠임팩트

유현식/총괄

권현우/사운드 디자인

김명길/기술, 프로그래밍

신창식/연출

이완구/영상 디자인

황진희/음악

퍼실리테이터

어경준/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컬쳐커넥션

1919년 4월 15일 화성시 제암리 만세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 

'키가 다른 기념비’를 XR 뮤지컬로 선보인다. 

언리얼 엔진으로 인터랙션을 구현한 3D 영상과 

공간 음향을 활용하여 랜선 관객이 마치 

실제 무대 속에 있는 것 같은 효과적인 

XR 뮤지컬을 기획하였다.

키가 다른 기념비 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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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연출

곽현철/기술

박연하/인터랙션 디자인

변자효/무용수

심태인/가상공간 제작

퍼실리테이터

김보슬/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아트학과 교수

Digi-tact

언택트(Un-tact)시대 속 텔레프레젠스를 

이용한 확장현실(XR) 퍼포먼스. 코로나 

시대로 바뀐 우리의 삶을 다룬 무용극이다. 

코로나 시대 속, 개인이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을 

미디어 퍼포먼스로 풀어낸다.

Digi-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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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기/총괄, 연출, 공연자

시현수/무대 디자인

이민영/연출, 공연자

이준호/음악 및 비주얼

이지은/영상 디자인

퍼실리테이터

윤제호/사운드비주얼아티스트

WetheFuture

우리는 삶에서 많은 고난을 마주한다.

메트로놈 소리와 실시간으로 수집된 

인스타그램 일상 사진들을 통해 시간에 쫓겨 

사는 현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새로운 세상에 

놓였을 때, 키넥트 센서를 활용한 서커스

퍼포먼스를 통해 주변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마음가짐에 변화를 

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며 결국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stereotype



AI : Storyteller 
인공지능 X 스토리

세이브더AI캣 - 세이브더AI캣

김한재/기획, 스토리 분석, 디자인
 hanjae.elly@gmail.com

김종익/스토리 분석
 applekjik@naver.com

문태연/스토리 분석
 cbthty@gmail.com

조지훈/프로그래머, 기획, 프로그램 구현
 labica@gmail.com

홍성혁/스토리 분석
 moohon@gmail.com

셈셈이와 시 쓰기 - 인하AI人

홍명덕/스토리 관련 온톨로지 연구 및 개발, DevOps
 hongmyungduk@gmail.com

강수환/스토리 분석, 서사 구조 이론 연구 및 적용
 xysnp@hotmail.com

박은정/웹 UI&UX 디자인 설계 및 구현, 
      학습 데이터 전처리 

 pej52321@naver.com

오수연/스토리 분석, 서사 구조 이론 연구 및 적용
 djs02061@naver.com

윤의녕/스토리 관련 딥러닝 연구 및 개발, DevOps
 entymos1@gmail.com

허지원/웹 UI&UX 디자인 설계 및 구현, 
       학습 데이터 전처리 

 herjiwon1@gmail.com

시놉큐레이터 - 픽스 

김정민/설계, 기획, DB
 pdkrom@gmail.com

구영희/스토리 창작, QA
 younghe1998@gmail.com

성태경/UI 개발
 stkzcsqe@gmail.com

유지혜/스토리 창작, 연출
 yujihye603@gmail.com

윤주헌/DB, 개발 
 blueruin@jungli.net

이은규/문장구조분석, 스토리 창작
 namsatec@gmail.com

AI 희곡 문장 생성기 - Aier 

백순원/스토리 창작, 공연연출, 데이터 전처리
 soonwback@naver.com

곽다현/스토리 창작, 데이터 전처리
 ekgus248@naver.com

김연정/기획, 스토리 창작, 데이터 전처리
 olivia8232@gmail.com

성유진/스토리 창작, 데이터 전처리
 ujins6730@gmail.com

오주영/총괄기획, 설계 및 개발, 데이터 전처리
 soojijp@gmail.com

최현애/스토리 창작, DB제공 및 관리, 데이터 전처리
 ipapbooks@gmail.com

웹툰 자동번역 - babel 

곽두일/기획, 개발
 doitpublish@gmail.com

박초롱/그림
 cr1993@naver.com

이지은/스토리 창작
 jeje1004jeje@naver.com

이혜리/스토리 창작
 2he_rii@naver.com

조수진/그림
 5kmoh@naver.com

씨네디터 - TELL-ING 

박서희/전체 프로젝트 진행
 seohuipark95@gmail.com

변문경/스토리 창작
 curiomoonlight@gmail.com

송영록/스토리 대사 생성 모델 개발
 id2thomas@gmail.com

유소정/스토리 창작
 dbthwjd3427@gmail.com

이정훈/데이터 수집, 웹 페이지 개발
 vhrehfdl@gmail.com

정민수/스토리 대사 생성 모델 개발  
 pisces03@g.skku.edu

조진욱/스토리 라인 생성 모델 개발
 brbl@g.skku.edu

현지웅/스토리 라인 생성 모델 개발
 kabbi159@gmail.com

다빈치 프로젝트
과학기술 X 미디어아트

더 커다란 폭력 (Bigger violence)
- 시샵플러스

문창환/프로젝트 총괄 및 영상 제작
 decoraa@naver.com

고정훈/스토리, 콘티 
 rhwjdgns0244@naver.com

김은경/영상 제작 및 콘티 
 ng960426@gmail.com

이   철/기획 및 행정 
 isz2222@naver.com

정덕용/영상 제작 및 콘티 
 wjdejrdyd1@naver.com

퍼포먼스 괴 - 퍼포먼스 괴

박일석/기획 및 스토리텔링
 copis@hanmail.net

김혜경/미디어아트
 artnuvo@nate.com

박현지/비주얼아트
 hyunjiworld@naver.com

아리스킴/퍼포먼스
 arisconcert@gmail.com

천필재/사운드 디자인
 Tonegrayproject@gmail.com

생태계로서의 유토피아 :
선호하는 미래 - AHA Collective

김샛별/프로젝션 맵핑
 byulinging@gmail.com
  @artist_hate_art

박주애/영상 디자인
 artist.aha05@gmail.com

윤지원/사운드 디자인
 beqoo91@gmail.com

정혜리/회계, 연출
 gpfl0213@gmail.com

최지원/연출, 제작
 jiwonchoi910@gmail.com

E-Motion - E-Motionalist

박신영/기획 및 데이터 리서치
 shinyouwith@gmail.com

김상호/텍스트, 기획 및 데이터 리서치
 sangho96@gmail.com

참여자 소개

강현정/인터뷰, 연출, 공간설치
 hyunjeongk@gmail.com

고소라/공간연출
 goh_ing@naver.com

이예솔/공간연출
 yoyo11332233@gmail.com

이원빈/공간연출
 barrybiny@gmail.com

콘텐츠, 공감하다
감성인식기술 X 인터랙티브 콘텐츠

핑핑아, 놀자! - 마인드미, 바이오미

윤정원/기획, 3D 모델링
 95jungwon@naver.com

김도헌/Unity 개발
 donny7112@gmail.com

배하영/기획, 아트
 hybae98@gamil.com

송하은/기획
 haeun33414k@naver.com

홍진석/Unity 개발
 jindogliani@kaist.ac.kr

무비 인 케이스 - 몬스터가이드 

이주윤/기획
 johnlee@monsterguide.org

김진형/촬영
 obrut25@naver.com

반효진/앱 개발
 hj.ban64@monsterguide.org

손현우/촬영
 beat1542@hanmail.net

오현경/시나리오, 연출
 Stellaoh@monsterguide.org

아무도 모른다 | 일상(日常)의 폭력 

- 사운드윈스페이스

김환희/사운드 제작
 qwe857857857@gmail.com

김다은/비주얼 아웃풋 제작
 0alice.d.kim0@gmail.com

나윤지/사운드 제작
 knjh0929@naver.com

허지원/전시 기획, 공간 연출
 hejjwen@naver.com

김영민/비주얼프로그래밍 및 데이터 수집
 nanyoungmin@gmail.com
 @cloudmins

김채린/사운드
 chyalllli@gmail.com 
 @cenyn

신규빈/공간
 ccoon@shinnamjeongi.com 

신예훈/사운드
 yehun0627@naver.com 
 @yehun_arts

이승주/기획, 리서치, 데이터 수집 및 개발
 ccosj@naver.com 
 @s_e_ung__

조한울/기획, 리서치 및 제작
 hanul.aino@gmail.com 
 @ainothatsky

K on travel - K-COMMU

안건호/프로젝트매니징, 모션그래픽
 geon2057@gmail.com
  https://www.youtube.com/channel/    

      UCA13e9pA5viot1MEwgvkUWw

김도연/스토리 기획 및 PM
 blog.naver.com/dayani

박민태/프로듀서
 @just_random_films

안광노/조형물 제작, 팜플렛 디자인
 uikoo@hanmail.net
 @handsome_studio

Fn(M) - SFFN 

남기륭/인터랙션 개발, 디자인
 arrddon@gmail.com

박동준/VR 개발, 디자인
 hukemain@gmail.com

전미진/큐레이팅, PD
 2j1nwork@gmail.com

정재균/웹 플랫폼 환경 개발
 thejunglejung@gmail.com

최하영/전시, 가상 공간 디자인
 dontwannabeloser@gmail.com

Oraculum - TEAM HAEMONG 

 teamhaemong@gmail.com
 @team_haemong

김대천/엔지니어링, 기획
 juele8@gmail.com
 @xyz_uvw_opq

이태헌/프로젝트매니징, 프로젝션 맵핑 이미지 제작 
 @Taeheonlee.com

  @ted.taeheon.lee

2050에서 보내온 메시지 - 이모션 앙상블 

설호종/연출, 기술개발, 사운드제작
 h55533@hanmail.net

이지은/기획, 기술개발
 jeje1004jeje@naver.com

임선애/기획, 조명감독 
 sunae97@naver.com

정민희/기획, 영상감독
 jungminhe@naver.com

정지은/시나리오, 업사이클링 조명제작, 공연
 2ndb@2ndb.kr

The Extended Phenotype 
- 확장된 표현형

이도현/전시기획 및 공간연출, 조형물 제작, 리서치
 dew.hpoint@gmail.com
 @iniciodelverano

디지털 휴먼 튜터 - 휴먼극장 

목수빈/시선 모듈 개발
 ycd0611@gmail.com

김경빈/아바타 표현
 october9813@gmail.com

유서희/데이터 분석

윤대호/표정 모듈 개발
 eoghrkwhr@gmail.com

이강영/측정 기술 개발
 gyl1126@naver.com

조아영/기획
 joa6391@gmail.com

Liquidis - DUDOWAVE 

곽주영/기획, 연출 TA
 durupiri@naver.com

곽현일/콘텐츠 개발
 adohi0824@gmail.com

김은지/기획, 사운드
 josephine172@gmail.com

이보경/스토리텔링, 검수
 bokyung0307@naver.com

함종훈/VR연동 개발
 rimmoy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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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이(AI) 작사 그 아이(AI) 작곡
– 아이콘 

유대성/총괄, 개발
  samkugji@gmail.com
  http://aicon.ml/

김수정/음악작업
  ksjung7230@naver.com 
  @su_yestar

양수영/개발
  yse00800@gmail.com
  https://www.linkedin.com/in/

 soo-young-yang-69937b1a5/

최승호/개발
  jcn99250@naver.com

Wheel of Four Tune – A/S 

장윤경/총괄, 개발
  ykjang@gmail.com

계지형/작곡
  grammy2012@naver.com
  @muport_team_zero

김록운/기획, 리서치
  viviculture@naver.com

박다해/작곡
  spicy7@naver.com
  Ermine Park

박진열/작곡
  jinyul0901@naver.com 
  Akaiiv

이원정/MV제작, ART
  wonjeongdept@naver.com
  @wonjeong.dept

조한울/기획, 리서치 및 제작
  hanul.aino@gmail.com
 @ainothatsky

5G 실감형 콘텐츠랩
5G X 실감형 콘텐츠

나비방 – 놀이동산

한재빈/총괄
  jaebin22@hanmail.net

강민서/기획
  kangminseo88@naver.com

김이슬/기획
  sternlos_33@naver.com

박상훈/기획
  qkrtkdgns701@naver.com

박성범/기획
  psb820514@naver.com

온앤오프(ONF) 스쿰빗스위밍 – 리얼리얼

민병채/기획
  mmedia.min@gmail.com

김태연/기획
  somosdecorea@gmail.com

박선주/기획
  alexstorying@gmail.com

심지은/기획
  uouttl73@gmail.com

정미선/기획
  jmss1297@gmail.com

정이슬/기획
  white2718@gmail.com

<무이-가을하늘(창작곡), 서른즈음에, 
When I dream> - 하랑

김경은/연출, 음향
  kgeunn20@gmail.com

김나래/촬영
  naaraaee@naver.com

서민지/촬영
  mins618@naver.com

유지영/촬영
  wldud990905@naver.com

이윤주/편집
  07yoonjoo@naver.com
  @hiohwho

임승희/촬영
  kimch4926@naver.com

Music Meets AI
인공지능 X 음악

구해줘 홈트 – 구해줘홈트 

조은별/기획
 jebstar31@gmail.com

박수진/기획
 cranberrybutterfly@naver.com

우혜진/개발
  ti1209@naver.com

유지선/기획 및 자료수집
  finball3@naver.com

작곡왕 김지능 – 뉴노멀 

성영현/기획, 작곡
  p2ugimna@gmail.com

김안종/기획
  anjong.kim@orchestrastory.com

SoriGori – 디플랫

서수진/총괄, 개발
  momoxx505@gmail.com
  @midnight_snackerrr

김유진/기획
  merrry1225@gmail.com

김효정/개발
  mediaisart1211@gmail.com

송원빈/개발
  aksdk3@gmail.com

이민우/개발
  dlworl207@gmail.com

국악의 미래 – 서울오픈미디어

권병준/기획, 총괄
  byungjun@gmail.com

김가현/기획, 개발
  gahyun@u.sogang.ac.kr

문두성/기획, 하드웨어
  fineartsindustry@gmail.com

오채령/개발
  chaelyoung@naver.com

이지원/사운드 작업
 juno8853@naver.com

<THE RULER / BACK & FORTH>
- Funkastic

이상범/총괄
  peacesimony@gmail.com

김상윤/PD
  scherzo87@gmail.com

박소린/POST
  thfls0081@naver.com

정애주/POST
  seoularts17@naver.com

정태빈/POST
  smssfff@naver.com

허재은/감독
  zenmind17@naver.com

BLUE – Liberte 

고명인/총괄
  gostone11@gmail.com

곽진성/개발
  jspartner1@naver.com

김수정/시나리오
  soo0319@naver.com

이지은/기획
  jeje1004jeje@naver.com

차유나/아트
  dbskdmltt@naver.com

<The Bus> - VRP 

배주현/연출
  bjh2913@hanmail.net

박상연/촬영
  funkboy@naver.com

염한림/촬영
  hanlim.yeom@gmail.com
  @hanlimeeeee

이재현/사운드
  noa6142@gmail.com

임일주/VFX
  ilju0423@gmail.com

<Project_X> - X-men 

이재천/총괄
  lee1000cjs@gmail.com

권민수/개발
  kms3357@gmail.com

김병훈/기획
  uknim2@gmail.com

양시영/기획
  imjs901@naver.com

김태윤/사운드
  shiningfors@naver.com
  @va.r0213

신다은/영상
  daun4877@naver.com
  @martist_eden

이시은/기술
  sieun5678@naver.com
  @leesieun

정민성/기술
  jms6246@gmail.com
  @_mya_ong

키가 다른 기념비 XR - 컬쳐커넥션

유현식/총괄
  hy145.yoo@gmail.com

권현우/사운드 디자인
  axismusic@naver.com

김명길/기술, 프로그래밍
  have1875@gmail.com

신창식/연출
  scs23@naver.com

이완구/영상 디자인
  toy80318@gmail.com

황진희/음악
  cocochromatic@gmail.com

Digi-tact - Digi-tact

박상연/연출
  shopak@naver.com

곽현철/기술
  guscjf318@naver.com

박연하/인터랙션 디자인

변자효/무용수

심태인/가상공간 제작

stereotype - WetheFuture

민현기/총괄, 연출, 공연자
  mhk960820@naver.com

시현수/무대 디자인
  sihyunsoo@naver.com

이민영/연출, 공연자
  minyoung7244@hanmail.net

이준호/음악 및 비주얼
  wnsgh119sos@gmail.com

이지은/영상 디자인
  jeje1004jeje@naver.com

이진우/개발
  ajantang@naver.com

Future on the Stage
공연기술 X 라이브퍼포먼스

Time Flow – 구니스컴퍼니

이종민/총괄, 무용수
  thegoonies22@naver.com

김태연/사운드아티스트

박준모/연출
  obey-@naver.com

이근요/미디어아티스트

Jungle Riot in Neo-Space
- 네오스페이스 

최종천/키넥트 포인트클라우드
  imuze7@me.com

강수정/3D모델링, 시퀀스
  lasur0398@naver.com

김나현/연출, Unreal 레벨디자인
  nhk5805@naver.com

도재인/연출, Unreal 레벨디자인
  janetao@naver.com

박정은/VFX(3D파티클)

박혜진/연출, Unreal 시퀀스
  smtjin98@naver.com

新.마고 - 무제.한

박준혁/총괄
  jhbro.park@gmail.com

김다은/영상 디자인
  0alice.d.kim0@gmail.com

김혜진/배우
  heyjink76@gmail.com

노석웅/배우
  woongi1007@gmail.com

유병욱/기술

임   밀/연출

Finé - 새마을 녹 

김수훈/작곡, 연출, 퍼포머
  kimcelebrity@naver.com
  @soon.9411

김   솔/퍼포머
  qnelcjstk043@naver.com
  @soul_s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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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Storyteller 
인공지능 X 스토리

콘텐츠, 공감하다
감성인식기술 X 인터랙티브 콘텐츠

다빈치 프로젝트
과학기술 X 미디어아트

Music Meets AI
인공지능 X 음악

스파크랩/대표

작가, 프로듀서

인하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교수

아크릴/대표

작가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교수, 영화감독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교수, SW교육센터장

시인

퀀트랩/대표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교수

레진엔터테인먼트/대표

마인즈랩/인재개발부서 뉴런팀장

KT스토리위즈 콘텐츠본부/본부장

엔씨소프트/NLP센터장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교수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교수, 인공지능대학원장

투블럭AI/대표

마인즈랩/대표

포자랩스/대표

홍익대학교 게임학부/교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교수

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교수

아크릴/대표

팀보이드/작가, 미디어아티스트

팀보이드/작가, 미디어아티스트

DGIST 지능형로봇연구부/책임연구원

에이로봇/대표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로봇그룹장

메딕션/개발팀장

상명대학교 감성콘텐츠기술연구소/책임연구원

토룩/대표

룩시드랩스/대표

서강대학교 아트&테크놀로지학과/교수

상명대학교 휴먼지능정보공학과/교수

Royal College of Art/객원교수, 작가, 미디어아티스트

ATOD/작가, 미디어아티스트

ATOD/작가, 미디어아티스트

레벨나인(Rebel9)/대표

아트랩/작가, 미디어아티스트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인공지능응용소프트웨어학과/교수

서강대학교 아트&테크놀로지학과/교수

현대자동차 스페이스크리에이션팀/책임매니저

빛의벙커/사업총괄이사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교수

IDEAN/대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수, 작가, 미디어아티스트

작가, 미디어아티스트

김치앤칩스/작가, 미디어아티스트

작가, 미디어아티스트

국립아시아문화원/팀장

Hzone아트컨설팅/대표

국립현대미술관/학예사

작가, 미디어아티스트

백남준아트센터/학예팀장

덕성여자대학교 IT미디어공학과/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센터장

클릭트/대표

plinq/대표, Creative Developer

디스트릭트/부사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교수

김치앤칩스/작가, 미디어아티스트

붕가붕가레코드/대표

잔다리페스타/대표

매직스트로베리/PM

퓨처플레이/대표

인하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교수

아크릴/대표

김유진

문소산

박승보

박외진

박재범

변   혁

안창욱

오   은

유재명

이교구

이성업

임병현

장영인

장정선

정윤경

조성배

조영환

최홍섭

허원길

강신진

김동주

박병호

박외진

배재혁

송준봉

안진웅

엄윤설

원종우

이동욱

이정년

조영호

전동수

채용욱

최용순

황민철

강이연

김민직

김민호

김선혁

김시연

김용구

김주섭

김태윤

김현정

목진요

박승순

박제성

서동주

손미미

안가영

이기형

이대형

이수정

이예승

이채영

임양미

전수환

정덕영

정수봉

최은석

한계륜

Elliot 
Woods  

고건혁

공윤영

김영호

류중희

박승보

박외진

참여 전문가

5G 실감형 콘텐츠랩
5G X 실감형 콘텐츠

Future on the Stage
공연기술 X 라이브퍼포먼스

아람멀티미디어/상무

아도바/PM

서울예술대학교 미디어창작학부/교수

서울예술대학교 미디어창작학부/교수

스파크랩/대표

매니아마인드/대표

위지윅스튜디오/부사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선임연구원

스코넥엔터테인먼트/본부장

시공테크/상무

명지대학교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교수

지니뮤직/팀장

아도바/대표

아트센터 나비/팀장 

상화/부사장

롯데월드/파트장

영화감독

비브스튜디오/감독

마블러스/대표

영화감독

벤타VR/대표

스페이스엘비스/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스튜디오척/감독 

디스트릭트/부사장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아트학과/교수

미디어아티스트

서강대학교 아트&테크놀로지학과/교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선임연구원

PMC프러덕션/제작부장

자이언트스텝/팀장

MUTO/프로젝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매직스트로베리/부사장

자이언트스텝/본부장

예술의전당 영상문화부/감독

바바서커스/공동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교수

사운드비주얼아티스트

PMC프러덕션/PD

바바서커스/공동대표

자이언트스텝/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센터장

모션스미스/대표

영상디자인그룹 익스터널/대표, 비디오아티스트

시프트업/라이팅아티스트

디스트릭트/부사장

강진구

권기호

김광집

김상일

김유진

김   일 

김재훈

김진영

송채훈

신강준

신혜련

안정일

안준한

윤진영

이은규

이정중

이종석

이현석 

임세라

임재경

전우열

조성호

조충연

채수응 

최은석

김보슬

김정환

김주섭

김진영

김창주

박장호 

박훈규

신동익

신원호

신태연

심재욱

어경준

윤제호

이예진

이은진

이지철

전수환

정상훈

조수현

조영조

최은석

엔터아츠/대표

매직스트로베리/부사장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교수, SW교육센터장

퀀트랩/대표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교수

리얼콜라보/대표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교수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교수, 인공지능대학원장

SM엔터테인먼트/CT-AI랩장

마인즈랩/대표

코클리어닷에이아이/대표

포자랩스/대표

박찬재

신동익

안창욱

유재명

이교구

이두현

정윤경

조성배

주상식

최홍섭

한윤창

허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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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2018년도

2019년도

[게임 X 예술] 놀이, 이토록 창의로운 / 5개 프로젝트 43명 수료

[데이터사이언티스트 X 아티스트 X 뉴스] 아름다운 뉴스 / 8개 프로젝트 41명 수료

[블록체인 X 인디아티스트] 인디아티스트를 위한 블록체인 / 5개 프로젝트 47명 수료

[자율주행차 X 엔터테인먼트] 스스로 가는 자동차와 당신의 시간 / 4개 프로젝트 49명 수료

[음악 X 인공지능] Music Meets AI / 4개 프로젝트 42명 수료

[패션 X 테크] 기술을 입는다 / 5개 프로젝트 21명 수료

[AI X Story] AI : Storyteller / 5개 프로젝트 35명 수료 

[Media Art X Sci&Tech] 다빈치 프로젝트 / 8개 프로젝트 44명 수료

[Content X Emotion] 콘텐츠, 공감하다 / 6개 프로젝트 47명 수료

[AR X Performance] 멀티미디어 액트 공연가 양성 / 7개 프로젝트 60명 수료
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PMC프러덕션

[VR X Content] 실감형 5G 콘텐츠 랩 / 6개 프로젝트 51명 수료
수행기관: 서울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Character X Blockchain] 캐릭터 미래 비즈니스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융합 / 6개 프로젝트 45명 수료
수행기관: (사)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2020년도

[인공지능 X 스토리] AI : Storyteller / 6개 프로젝트 36명 수료

[과학기술 X 미디어아트] 다빈치 프로젝트 / 7개 프로젝트 38명 수료

[감성인식기술 X 인터랙티브 콘텐츠] 콘텐츠, 공감하다 / 7개 프로젝트 34명 수료

[인공지능 X 음악] Music Meets AI / 6개 프로젝트 28명 수료

[5G X 실감형 콘텐츠] 5G 실감형 콘텐츠랩 / 7개 프로젝트 38명 수료

[공연기술 X 라이브퍼포먼스] Future on the Stage / 7개 프로젝트 38명 수료



Impact X(임팩트 X)는 국내 유수의 콘텐츠 관련 기관 관계자, 업계 전문가, 엑셀러레이터 등을 초대해

교육생들의 최종 결과물을 선보이는 콘텐츠임팩트 교육과정의 국내 쇼케이스 브랜드입니다. 

Impact X 임팩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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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a Impact(코리아임팩트)는 교육생들의 글로벌 경험치 향상과 해외 협업 및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콘텐츠임팩트 교육과정의 해외 쇼케이스 브랜드입니다.

Corea Impact 코리아임팩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