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보고서 



Seoul VR·AR EXPO 2018 개최결과 
 

1. 전시회 개요 

□ 명  칭: Seoul VR·AR EXPO 2018 

□ 슬로건: Immerse Yourself 

□ 기  간: 2018. 4. 19(목) - 22(일), 4일간 

2018. 4. 19(목) - 21(토) (10:00~18:00) 

2018. 4. 22(일) (10:00~16:00) 

□ 장  소: 서울 COEX C홀 

□ 규  모: 10,384 ㎡, 참가업체 110개사, 참관객 24,382명 

□ 주최·주관: ㈜이상엠앤씨, COEX 

□ 주관(게임부문): GPM 

□ 동시개최: 제27회 서울국제사진영상전(Photo & Imaging) 

□ 후원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광주정
보문화산업진흥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
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 스폰서: 몬스터VR(지피엠), VR스퀘어(스코엑엔터테인먼트), Unity, Dell, Intel, FluQuar 

□ 미디어파트너: VRN, 경향게임스, INVEN, VIRTUAL WORLD, MoguraVR 

□ 공식커뮤니티파트너: DEV KOREA 

□ 해외파트너: G&A, VRSD 

□ 전시분야: ○ Content(Video game, Travel, 360 Video, Training, Sports, Health, Journalism, 
Entertainment, Architecture, Social, Enterprise, Marketing, Education, 
Experimental, Music, Art, Data Visualization, Other) 

○ Device(HMD, Controller, Simulator, Other) 

○ Platform 

○ Network 

□ 부대행사: 서울VR·AR컨퍼런스, 신작·신제품발표회, 오픈세미나, IR Day, 서울VR·AR어워
즈, 네트워킹 파티 등 

□ 홈페이지: www.seoulvrar.com 

 

http://www.seoulvrar.com/


2. 참가업체 및 부스배치도 

 



3. 참관객  

[입장통계] 

4월 19일(목) 4월 20일(금) 4월 21일(토) 4월 22일(일) 합계 

6,420 6,861 6,273 4,828 24,382 

 

 

 

 

 

 

 

 

 

 

 

 

 

 

 

 

 

 

 



4. 부대행사 

가. 컨퍼런스 

Seoul VR·AR Conference 2018 프로그램: 4월 19일(목) 
장소: 코엑스 C홀(3층) 전시장 내 컨퍼런스룸1,2  

4월 19일 목요일 / Conference Room 1 

시간 주제 연사 

11:00 

~11:30 
The future of AR is already in your pocket 

NIANTIC / 'Pokémon GO' 개발사 

Masashi Kawashima Director of Asia Pacific 

11:30 

~12:00 
VR 대중화를 위한 발걸음 

GPM 

박성준 대표 

14:00 

~14:30 

The importance of building commercial 

relationships with hardware providers in a 

burgeoning VR industry. 

Fallen Planet Studios / AFFECTED 시리즈 

개발사 

Alex Moretti Co-founder 

14:35 

~15:05 

How to make people think they could die in 

VR. 

Toast VR / Richie’s Plank Experience 

개발사 

Richard Eastes Co-founder 

15:20 

~15:50 

LWRP: XR을 위한 유니티의  

새로운 렌더 파이프라인 

Unity 

오지현 에반젤리스트 

15:55 

~16:25 

IDC's Analysis and Outlook for the AR/VR 

Headset Market 

IDC 

Bryan Ma Vice President 

16:30 

~17:00 

New Gateway of VR development tool for 

Fashion, Art and Music 

Psychic VR Lab 

Nausharwan Mir CAO 

17:05 

~17:35 
XR: The Next Epoch 

Upload VR 

Will Mason Co-founder 

4월 19일 목요일 / Conference Room 2 

시간 주제 연사 

11:00 

~11:30 
The future of AR is already in your pocket 

NIANTIC / 'Pokémon GO' 개발사 

Masashi Kawashima Director of Asia Pacific 

*Conference Room1 강연 중계 

11:30 

~12:00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VR 혁신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DELL 

남효우 Dell Korea Workstation 사업부 

영업총괄 부장 

14:00 

~14:30 
VR 콘텐츠산업의 상생협력 모델-판타VR 

가상현실콘텐츠산업협회 

김동현 회장 

14:35 

~15:05 
롯데월드와 VR AR 기술 

롯데월드 

이정중 파트장 

15:20 

~15:50 

VR체험으로 사용자의 감정을 파악하여 UX 

혹은 마켓 리서치 분야 활용 

룩시드랩스 

채용욱 대표 

15:55 

~16:25 

VR/AR & 문화예술 융합 비즈니스 사례 및 

비전 

오썸피아 

민문호 대표 

16:30 

~17:00 

심리(정신) 과학에 미치는 VR의 영향과 

미래비전 

김동철 심리케어 클리닉 

김동철 박사 
 



Seoul VR·AR Conference 2018 프로그램: 4월 20일(금) 
  장소: 코엑스 C홀(3층) 전시장 내 컨퍼런스룸1,2  

4월 20일 금요일 / Conference Room 1 

시간 주제 연사 

11:00 
~11:30 

Present of Japanese VR market in location 
business and our VR strategy 

CA Sega Joypolis 
Akitoshi Ogawa Executive Producer, Chief 
Creative Advisor 
Kazuhiko Hayami Corporate Officer 

11:30 
~12:00 

Recent trend in Japanese VR/AR industry 
and landscape loation based VR, business VR 
and “Virtual YouTuber" 

Mogura VR 
Shun Kubota Co-founder and Editor in Chief 

14:00 
~14:30 

The track of GREE VR Studio and the 
future challenge 

GREE 
Masashi Watanabe VR Studio Manager 

14:35 
~15:05 

VR 아케이드 플랫폼 ‘VROADCAST’가 
탄생하기까지 

브로틴 
문성현 이사 

15:20 
~15:50 

오늘날 ICT 세상에서의 브랜딩 
디자인포커스 
홍승연 부사장 

15:55 
~16:25 

실패 요인 분석을 통한 성장 
매크로그래프 
조성호 본부장 

16:30 
~17:00 

VR시장을 확장하는 융합BM전략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최정환 부사장 

4월 20일 금요일 / Conference Room 2 

시간 주제 연사 

11:00 
~11:30 

Present of Japanese VR market in location 
business and our VR strategy 

CA Sega Joypolis 
Akitoshi Ogawa Executive Producer, Chief 
Creative Advisor 
Kazuhiko Hayami Corporate Officer 
*Conference Room1 강연 중계 

11:30 
~12:00 

가상현실(VR)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전략 
서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최용석 교수 

14:00 
~14:30 

VR 성인콘텐츠 시장&VR 영화 사업 
에스티피플 
정우성 대표 

14:35 
~15:05 

VR용 햅틱 기기의 현재와 미래 
비햅틱스 
곽기욱 대표 

15:20 
~15:50 

스토리 중심의 VR 콘텐츠 촬영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 
김영철 회장 

15:55 
~16:25 

VR 영화 <포춘다이어리> 연출노트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지길웅 감독 

16:30 
~17:00 

VR 촬영 장비의 구성 및 특징 
브이알프로주식회사 
조한별 촬영감독 

17:05 
~17:35 

3D입체360 제작 사례로 살펴보는 Workflow / 
해외3D360 시장동향  

벤타브이알 
전우열 대표 

 

 

 

 

 



나. 신작·신제품 발표회 

신작·신제품 발표회: 4월 19일(목) 
장소: 코엑스 C홀(3층) 전시장 내 쇼케이스장 

시간 업체명 발표 내용 

13:00~13:20 페이크아이즈 콜로니어벤저스 

13:20~13:40 카이 
Rich360(콘텐츠에최적화된360도렌더링기술, 고품질360도영상스트리

밍기술) 

13:40~14:00 
리얼리티매직 

& 드래곤플라이 

-INFINITE FIRE Arena  (VR 테마파크용 E-Sports 슈팅) 

-EVIL FIRE  (VR 사업장 및 온라인용 호러 서바이벌 슈팅) 

-SPECIAL FORCE VR: ACE  (VR 테마파크용 E-Sports 슈팅) 

14:00~14:20 기가찬 VRSM(선박관리VR솔루션) 

14:20~14:40 두리번 
VR Attraction Fear The Wheelchair_Seven 

/VR Attraction Vampirism VR 

14:40~15:00 플럭스플래닛 실감캐릭터제작을위한4D스캐너솔루션 

15:00~15:20 스튜디오코인 
버추얼안전체험관(1~4인이 동시체험가능한, 체감형 VR 안전 학습

콘텐츠) 

15:20~15:40 모션테크놀로지 블랙배지아웃포스트 

15:40~16:00 유콘크리에이티브 국보제285호반구대암각화VR체험콘텐츠3종 

16:00~16:20 모그커뮤니케이션즈 VRPlus 



다. IR DAY 

IR DAY: 4월 20일(금) 
 장소: 코엑스 3층 회의실 300호 

시간 업체명 발표 내용 

1부 

13:30~13:45 맘모식스 모바일 VR 프로젝트: Ninja VRM 외 2종 

13:45~14:00 브릴라 CSIVR 및 Dead Ground Z 

14:00~14:15 코드리치 TCOACH(AR스포츠시뮬레이터) 

14:15~14:30 쿠드인터랙티브 
MR 인공지능 AI 기술 융합 로봇 탁구(하키) 스포츠게임기

QONG 

2부 

14:40~14:55 브이알카버 
무빙 사이클 및 게임, 가정용 사이클, 봅슬레이 및 게임, 루

지 및 실사 콘텐츠, 낚시 게임 

14:55~15:10 더포스웨이브 VRON803(VR시뮬레이터) 

15:10~15:25 코믹스브이 VR웹툰 플랫폼 

15:25~15:40 페이크아이즈 
온라인 멀티플레이 모바일 가상현실 FPS 게임  

콜로니어벤저스 

3부 

15:50~16:05 글로브포인트 VRWARE 

16:05~16:20 오아시스브이알 Lu V.Revolution(러브레볼루션VR), 홀덤포커VR 

16:20~16:35 에쎈모바일테크놀러지 EnjoySN 플랫폼 

16:35~16:50 서틴플로어 THIRTEENTH FLOOR 

16:50~17:05 두리번 
VR Attraction Fear The Wheelchair_Seven 

/VR Attraction Vampirism VR 

 

 

 

 

 

 

 

 

 

 



라. 오픈세미나 

오픈세미나: 4월 20일(금) 
장소: 코엑스 C홀(3층) 전시장 내 쇼케이스장 

시간 업체명 주제 

11:00~11:30 페이크아이즈 Colony Avengers(콜로니 어벤저스) 

11:30~12:00 브로틴 VR 아케이드 플랫폼 ‘VROADCAST’가 탄생하기까지 

13:00~13:30 롯데홈쇼핑 온라인 패션 쇼핑 트렌드와 unisize 

13:30~14:00 톨레미시스템 VR이해와 산업분야 적용 사례 

14:00~14:30 버넥트 증강현실기술로 실현하는 산업현장의 미래 

14:30~15:00 패널토의준비  

15:00~16:00 패널토의 

LBE VR시장에서 한국이 가야 할 방향!  

(Location Based Entertainment)  

• 사회: 볼레크리에이티브 서동일 대표 

• 패널: 일본 CA Sega Joypolis 

- Akitoshi Ogawa Executive Producer 

- Kazuhiko Hayami Corporate Officer  

• 패널: GPM 몬스터 VR 박성준 대표 

• 패널: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최정환 부사장 

 

오픈세미나: 4월 21일(토) 
장소: 코엑스 C홀(3층) 전시장 내 쇼케이스장 

시간 업체명 주제 

11:00~11:30 글로브포인트 VRWARE, 나만의 VR을 만들다 

11:30~12:00 기가찬 360도 VR 선박 공간정보 기반 선박관리 시스템 

13:00~13:30 모션테크놀로지 
20년 모션캡처 기술 기반 토탈 브이알 어트랙션 솔루션 제공 및 

게임제작 

13:30~14:00 애틱팹 콘텐츠 제작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VR 'VR Game 론칭 후 배운것' 

14:00~14:30 이기몹 콘솔 VR게임의 글로벌 사업 진출의 경험 

14:30~15:00 나날이스튜디오 캐주얼 슈팅 VR게임 만들기 

 

 

 



5. 설문조사 결과 

가. 참가업체 대상 설문조사 

○ 참가목적(복수응답) 

조사내역 비율(%) 

회사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해 33.0 

신제품 및 신기술 홍보 30.0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 25.0 

시장 조사를 위해 8.0 

대리점 모집 2.0 

기존 고객 관리를 위해 2.0 

지사/대리점 홍보지원 0.0 

Total 100.0 

 

○ 사업형태(복수응답) 

조사내역 비율(%) 

VR∙AR 소프트웨어 개발 28.3 

VR∙AR 외의 콘텐츠 개발 및 유통 21.2 

VR∙AR 관련 하드웨어 및 악세서리 제조 12.1 

VR∙AR 유통 11.1 

VR∙AR외의 서비스 7.1 

VR∙AR 소프트웨어 퍼블리싱 6.1 

VR∙AR외의 제조 5.1 

학계, 연구기관 4.0 

언론 미디어 1.0 

기타 4.0 

Total 100.0 

 

○ Seoul VR·AR EXPO 전반 만족도 

조사내역 비율(%) 

만족 80.4 

보통 17.4 

불만 2.2 

Total 100.0 

 



○ Seoul VR·AR EXPO 만족도(상세) 

구분 참관객 수 
희망 참관객 

방문수 
참관객 수준 상담 및 거래 

만족 84.4 77.3 64.4 57.8 

보통 15.6 20.5 35.6 40.0 

불만 0.0 2.2 0.0 2.2 

 
100.0 100.0 100.0 100.0 

 

○ Seoul VR·AR EXPO 2019 참가의사 

조사내역 비율(%) 

예 67.3 

아니오 10.2 

미정 22.4 

Total 100.0 

 

 

나. 참관객 대상 설문조사 

○ 참관목적 

조사내역 비율(%) 

기술,정보수집(CollectingNewProduct/TechnologyInformation) 28.5 

업계동향파악(KeepUpwithMarketTrends) 16.3 

시장조사(ResearchforMarket) 14.6 

일반관람(SimpleVisit) 11.5 

신규거래선확보(LookingforNewBusinessPartners) 8.2 

구매상담(MeetingforPurchase) 8.2 

투자처조사(ResearchforInvestment) 7.2 

수출입알선(IntermediateImportandExport) 0.9 

기존거래선방문(VisitingExistingBusinessPartners) 0.6 

기타(Other) 4.0 

Total 100.0 

 

 

 



○ 관심분야 

조사내역 비율(%) 

비디오게임(VideoGame) 11.7 

360 도영상(360Video) 9.4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7.8 

여행(Travel) 5.6 

Simulator(Simulator) 5.5 

스포츠(Sports) 5.3 

교육(Education) 5.1 

미술(Art) 5.0 

건강(Health) 4.4 

플랫폼(Platform) 4.4 

음악(Music) 4.2 

HMD(HMD) 4.2 

훈련(Training) 3.7 

마케팅(Marketing) 3.6 

소셜(Social) 3.2 

데이터시각화(DataVisualization) 3.0 

Controller(Controller) 2.8 

네트웍크(Network) 2.7 

건축(Architecture) 2.5 

기업(Enterpirse) 1.8 

실험(Experimental) 1.8 

시사(Journalism) 1.3 

기타(Others) 1.0 

Total 100.0 

 

○ 참관객 기업분류 

조사내역 비율(%) 

 VR∙AR 외의 콘텐츠 개발 및 유통 21.8 

 VR∙AR 소프트웨어 개발 19.2 

 VR∙AR외의 서비스 8.7 

 VR∙AR 관련 하드웨어 및 악세서리 제조 8.0 

 VR∙AR 소프트웨어 퍼블리싱 7.5 

 언론 미디어 7.5 

 VR∙AR 유통 5.7 

 투자, 금융, 보안, 보험 5.5 



 VR∙AR외의 제조 4.0 

 부품,반도체 제조 3.1 

 전화 및 인터넷 통신사 3.1 

 학계, 연구기관 3.0 

 기타 3.0 

Total 100.0 

 

6. 주요 언론사 보도사항 

번호 발행일 언론사 기사명 

1 2018.02.12 IT DAILY 이상엠앤씨, ‘서울 VR·AR 엑스포 2018’ 4월 19일 개최 

2 2018.02.12 한경닷컴 
한국 최대 가상현실 전시회 ‘서울 VR·AR 엑스포’ 4월 

열린다 

3 2018.02.12 vrn 서울 ARVR엑스포 2018, 4월 19일 코엑스에서 개막 

4 2018.02.12 한경닷컴 
한국 최대 가상현실 전시회 ‘서울 VR·AR 엑스포’ 4월 

열린다 

5 2018.02.13 첨단 헬로티 ‘Seoul VR·AR EXPO 2018’ 코엑스에서 4월 19일 개막 

6 2018.02.13 인벤 
최신 VR 기술이 전부 모인다! '서울 VR·AR 엑스포 

2018’ 4월 19일 개막 

7 2018.02.15 인벤 몬스터VR, 최대규모로 '서울 VR∙AR 엑스포' 참가 

8 2018.02.23 아주경제 (주)GPM의 '몬스터VR' 선풍적 인기 몰이 중 

9 2018.02.23 브릿지경제 
지피엠, 몬스터VR 서비스 플랫폼 통해 5개월 동안 12만회

의 VR체험 

10 2018.03.14 아이뉴스 VR로 보는 애니메이션…캐릭터 만지며 교감한다 

11 2018.03.14 한경닷컴 美 흥행 애니 ‘넛잡’, VR로 재탄생 “상호작용 가능” 

12 2018.03.17 MK News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모든 것“ 내달 19일 ‘서울VR

·AR 엑스포 2018 

13 2018.03.19 국민일보 
가상현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개봉 맞춰 4월 가상

현실 박람회 코엑스 개최 

14 2018.03.21 서울경제 
가상현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개봉으로 VR 관심 쏠리

나… 'SEOUL VR·AR EXPO' 기대 

15 2018.03.27 매일경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모든 것“ 내달 19일 ‘서울VR

·AR 엑스포 2018’ 

16 2018.03.28 브릿지포토 
몬스터VR에서도 스티븐 스필버그의 신작 '레디 플레이어 

원' 가상현실을 즐긴다 

17 2018.03.28 인벤 
몬스터VR, 스필버그 신작 ‘레디 플레이어 원’ VR 콘텐

츠 체험 서비스 개시 

18 2018.03.28 디지털타임스 
제이지비퍼블릭-한콘진, 에듀테인먼트 VR콘텐츠 `더 스펠 

오브 다이노` 선보여 

19 2018.04.05 미래한국 VR·AR 국내외 리더들의 향연, ‘서울 VR·AR 컨퍼런



스’ 개최 

20 2018.04.06 thewebdaily 
국내 최대 규모 '서울 VR·AR 컨퍼런스' 19일부터 4일간 

개최 

21 2018.04.12 인벤 
드래곤플라이 ‘SEOUL VR∙AR EXPO’참가... VR게임 6종 

선보인다 

22 2018.04.12 nsp통신 드래곤플라이, SEOUL VR·AR EXPO서 VR게임 6종 공개 

23 2018.04.13 IT DAILY 
나우버스킹 대기관리서비스 ‘나우웨이팅’ VR EXPO 참

가 

24 2018.04.16 인벤 
전세계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서 '서울 VR·AR 엑스포 

2018' 19일 개최 

25 2018.04.16 Game Meca 미디어웹, 서울 AR/VR 엑스포에서 PC방 '몬스터VR' 공개 

26 2018.04.17 THIS IS GAME 예쉬컴퍼니 VRZONE, 서울 VR AR EXPO 2018 참가 

27 2018.04.17 인벤 
‘더 스펠 오브 다이노’시즌1, ‘SEOUL AR ·VR EXPO 

2018’ 참가 

28 2018.04.17 IT조선 
브로틴, 서울 VR·AR 엑스포서 ‘HTC 바이브 프로’ 체

험하세요 

29 2018.04.17 전자신문 
스코넥, LED 마커 시스템 도입한 워킹어트랙션 새로운 라

인업 서울 VR-AR엑스포에서 최초 공개 

30 2018.04.18 국민일보 전세계 가상·증강현실 트렌드와 비전을 읽는다 

31 2018.04.18 헤럴드경제 
두리번, VR·AR 엑스포서 신규 어트랙션 ‘뱀파이어리

즘’ 첫 선 

32 2018.04.18 VR focus 
Korea’s Biggest VR/AR Event Reveals Focus On VR 

Theme Parks 

33 2018.04.18 게임포커스 서울XR스타트업', '서울 VR·AR 엑스포 2018' 참가 

34 2018.04.18 아이뉴스24뉴스 더 스펠 오브 다이노', '서울 AR･VR 엑스포2018'서 선봬 

35 2018.04.18 인벤 
레드로버, 감성적인 VR 애니메이션 ‘버디 VR’로 서울 

VR・AR 엑스포 2018 참가 

36 2018.04.18 경향게임스 
VR계 스타들이 한자리에 '서울VRAR엑스포' 4월 19일 코엑

스서 개막 

37 2018.04.18 MK증권 
소셜네트워크-미디어프론트-닷밀, `Seoul VR·AR EXPO 

2018` 공동 참가 

38 2018.04.18 인벤 
오디오의 명가 젠하이저, 서틴플로어와 VR 콘텐츠 개발 파

트너십 체결 

39 2018.04.19 인벤 
[서울VR/AR엑스포] 심플하지만 있을 건 다 있는 VR 트레

드밀, '애틱팹' 

40 2018.04.19 인벤 
[서울VR/AR엑스포] 두 기자의 필사적인 경마의 현장! '초속

의 스프린트' 

41 2018.04.19 인벤 
[서울VR/AR엑스포] 익스트림 스포츠가 위험해? 그럼 VR로 

난다! '윙슈트 시뮬레이터' 

42 2018.04.19 인벤 
[서울VR/AR엑스포] 김동철 심리케어센터 원장이 말하는 

VR이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 

43 2018.04.19 인벤 
[서울VR/AR엑스포] 모션테크놀로지 양기혁 대표, "모션캡

처가 게임의 퀄리티를 높인다" 



44 2018.04.19 인벤 
[서울VR/AR엑스포] VR방, 어떻게 창업할 지 모르겠다면 브

로틴에 오라 

45 2018.04.19 시사저널 [현장] VR산업, 게임 넘어 교육분야까지 넘본다 

46 2018.04.19 경향게임스 
[SVAE2018 #14] 토스트VR 대표 리차드 애스터 "가상현실 

속, 죽음 느끼게 하는 법은…" 

47 2018.04.19 ZD Net Korea 서울 VR-AR 엑스포 개막...국내외 VR업체 대규모 참가 

48 2018.04.19 매일경제 
VR·AR 전문 전시회&컨퍼런스, ‘서울 VR·AR EXPO 

2018’ 서울 코엑스서 개막 

49 2018.04.19 아시아투데이 
차세대 비전 제시... ‘서울 VR·AR 엑스포 2018’, 4일간

의 대장정 돌입 

50 2018.04.19 브릿지경제 
[비바100] 가상·증강현실 신기술이 한자리에! ‘서울 VR·

AR 엑스포 2018' 

51 2018.04.19 BUSINESS watch [포토]'새로운 경험' 서울 AR･VR 엑스포2018 

52 2018.04.19 인벤 
[서울VR/AR엑스포] “Ready for VR” 가상현실을 담는 그

릇, 델(DELL) 부스 풍경기 

53 2018.04.19 아시아투데이 
‘서울VR·AR엑스포’ 김동철 박사, 자극에만 초점 맞춘 

VR개발자에 ‘경종’ 

54 2018.04.19 인벤 
[서울VR/AR엑스포] "상상 그 이상의 6번째 시대가 온다" 

업로드VR 윌 메이슨 

55 2018.04.19 FOMOS 
나이언틱 "AR, 단순한 기술 발전 아냐...사람 잇는 힘 있다

" 

56 2018.04.19 인벤 
[서울VR/AR엑스포] VR 기술 발전을 위해 델이 준비하는 

것들 

57 2018.04.19 인벤 
[서울VR/AR엑스포] HMD 없이 즐기는 VR 게임 '오바케헌

터'는 어떤 게임? 

58 2018.04.19 인벤 
[서울VR/AR엑스포] "내 칼은 리듬을 썰 것이야" '비트 세

이버' 플레이 영상 

59 2018.04.19 인벤 
[서울VR/AR엑스포] 인스퀘어 문준석 대표 "진정한 가상현

실, VR과 AR을 통합한 MR이 이룬다" 

60 2018.04.19 인벤 
[서울VR/AR엑스포] VR로 FPS 온라인 대전을 한다면? '배

틀X' 멀티플레이 체험기 

61 2018.04.19 인벤 
[서울VR/AR엑스포] 가상현실의 '레디 플레이어!' 현장 느낌

은? 

62 2018.04.19 인벤 
[서울VR/AR엑스포] "VR의 가장 큰 난제는 '기술'이 아닌 '

공간'", GPM 박성준 대표 

63 2018.04.19 경향게임스 
[SVAE2018 #15] 신작 신제품 발표회 ‘성료’ … 게임·

영상·산업 기대작 ‘총출동’ 

64 2018.04.19 경향게임스 
[SVAE2018] 각 분야 리더 등장한 ‘서울 VR·AR컨퍼런

스’ 눈길 

65 2018.04.19 경향게임스 
[SVAE2018 #12] 케잌줍기게임으로 대박난 부부개발단 토

스트VR "행복 전하는 개발팀 되고파" 

66 2018.04.19 경향게임스 [SVAE2018] ‘서울 VR·AR엑스포 2018’ 성황리 개막 

67 2018.04.19 경향게임스 
[SVAE2018 #10] 이정중 롯데월드 파트장 “업계·정부 협

업 기반 VR테마파크 활성화 필요” 

68 2018.04.19 경향게임스 
[SVAE2018 #9]페이크아이즈, VR 게임 매출 순위 10위가 

목표 



69 2018.04.19 경향게임스 
[SVAE2018 #7] 브이알카버 “이용자가 움직이는 VR로 새

로운 경험 줄 것” 

70 2018.04.19 경향게임스 
[SVAE2018 #6] 박성준 GPM 대표 “VR 대중화, 공간사업

과의 ‘융합’이 핵심” 

71 2018.04.19 경향게임스 
[SVAE2018 #5] ‘프로젝트 X’, 차세대 VR엔터테인먼트 

방향성 제시 

72 2018.04.19 경향게임스 
[SVAE2018 #3] 심포디, "1대 가격에 3대 구입 가능" VR 

어트렉션 대중화 목표 

73 2018.04.19 경향게임스 
[SVAE2018 #2] 인스퀘어 무선 워킹 어트렉션 VR게임 ‘블

러디 헌터’ 공개 

74 2018.04.19 경향게임스 
[SVAE2018 #1] 국내 최대 VR행사 서울VRAR엑스포 축제의 

장 열렸다 

75 2018.04.19 중앙일보 서울 VR/AR 엑스포 2018 

76 2018.04.19 한경닷컴 가상현실 신세계 만끽…‘서울 VR·AR 엑스포’ 개막 

77 2018.04.19 엑스포츠뉴스 VR·AR에 빠지다…'서울 VR·AR 엑스포 2018' 개막 

78 2018.04.19 한국경제 실감나는 VR 체험 

79 2018.04.20 smartPC사랑 
제이씨현시스템, 서울 VR·AR 엑스포 2018서 ‘VIVE Pro 

HMD’ 공개 

80 2018.04.20 인벤 
[서울VR/AR엑스포] 둘이 협력해 탈출하라! VR 호러 방탈출 

게임, '더 도어 VR 

81 2018.04.20 인벤 
[서울VR/AR엑스포] SEGA가 보는 일본 VR 시장의 현황과 

전망 

82 2018.04.20 인벤 
[서울VR/AR엑스포] "죽음의 골짜기 넘긴 VR, 융합으로 살

아난다", 스코넥 최정환 부사장 

83 2018.04.20 인벤 
[서울VR/AR엑스포] 애니메이션 IP로 글로벌 정조준, GREE 

VR 스튜디오 마사시 와타나베 

84 2018.04.20 인벤 
[서울VR/AR엑스포] 레이싱 게임은 하고 싶은데 멀미가 걱

정이라면? '스몰워즈 VR' 

85 2018.04.20 인벤 
[서울VR/AR엑스포] 박인찬 본부장 "스페셜포스로 VR e스

포츠 선도하겠다" 

86 2018.04.20 인벤 
[서울VR/AR엑스포] VR로 치매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

다? 아주대 라이프미디어대학원 

87 2018.04.20 인벤 
[서울VR/AR엑스포] 직접 등장인물이 되어 관람하는 애니메

이션, '버디VR' 

88 2018.04.20 인벤 
[서울VR/AR엑스포] "버추얼 유튜버는 새로운 VR 콘텐츠" 

쿠보타 슌 모구라 VR 편집장 

89 2018.04.20 경향게임스 
[SVAE2018 #17] VR촬영 장비와 노하우가 한 곳에, ‘브이

알프로’ 

90 2018.04.20 경향게임스 
[SVAE2018 #21] 바른손이앤에이, 4DX VR 영화 ‘기억을 

만나다’ MV 시연 

91 2018.04.20 인벤 
[서울VR/AR엑스포] 곽기욱 비햅틱스 대표 "촉감까지 갖춰

야 진짜 VR" 

92 2018.04.20 인벤 
[서울VR/AR엑스포] 모두의 축제, 가상 현실 테마파크 속으

로 

93 2018.04.20 인벤 
[서울VR/AR엑스포] 오랜 게임으로 귀가 불편하다면? 게이

밍 기어로서 골전도 헤드셋 



94 2018.04.20 헤럴드경제 
두리번, 서울VR·AR엑스포 참가…비명 자아내는 VR 공포 

어트랙션 ‘화제’ 

95 2018.04.20 브릿지경제 
오아시스VR, ‘서울 VR·AR 엑스포’서 신작게임 2종 공

개 

96 2018.04.20 인벤 
[서울VR/AR엑스포] 총 대신 마법봉을 휘둘러보자! '매직아

레나 VR' 

97 2018.04.20 베타뉴스 [취재현장] 네오위즈, 탭소닉 월드 챔피언 VR 버전 공개 

98 2018.04.20 인벤 
[서울VR/AR엑스포] 놀리는 놈, 놀라는 놈, 무서운 놈 '화이

트데이: 담력시험' 체험기 

99 2018.04.20 경향게임스 
[SVAE2018 #24] 두리번, 소름 돋는 VR 공포 어트랙션 2종 

‘화제’ 

100 2018.04.20 경향게임스 
[SVAE2018 #23] 스코넥, 게임, 쇼핑, 의료 등 종합 VR콘텐

츠 선 봬 

101 2018.04.20 경향게임스 
[SVAE2018 #22] '가상현실 세상을 걷다', 애틱팹 '워킹VR'

공개 

102 2018.04.20 경향게임스 
[SVAE2018 #20] “나랑 친구하지 않을래?”, 레드로버 

‘버디 VR’ 

103 2018.04.20 경향게임스 
[SVAE2018 #19] VR게임 체험 열기 가득, 예쉬컴퍼니 ‘VR

존’ 

104 2018.04.20 경향게임스 
[SVAE2018 #18] 세가 오자와 아키토시 수석프로듀서 "VR 

e스포츠시대 도래" 

105 2018.04.20 경향게임스 [SVAE2018 #16] 서울VRAR엑스포 2일차 개막, '문전성시' 

106 2018.04.20 인벤 
[서울VR/AR엑스포] 다 아는데도 무섭다! '화이트데이: 담력

시험' 

107 2018.04.20 인벤 
[서울VR/AR엑스포] 오늘은 내가 그리썸 반장! 'KCSI 과학수

사대' 체험 영상 

108 2018.04.20 보드나라 
사진 영상 전시회 P&I와 VRAR 엑스포 LivePlus 이름 아래 

하나로 

109 2018.04.20 한경닷컴 
[VR엑스포] 베리굿, VR 게임 ‘러브레볼루션’ 부스 등장 

‘화제’ 

110 2018.04.20 AVING 
[Made in Korea 영상] 대한민국 대표 공포 콘텐츠 '전설의 

고향'을 VR로 만난다, 볼레크리에이티브 

111 2018.04.20 AVING 
[Made in Korea 영상] 가상현실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스

포츠 정신 기른다, 브이알카버 

112 2018.04.21 한경닷컴 
[VR엑스포] 최정환 부사장 "스코넥, 홍대 VR스퀘어 미니 

전시" 

113 2018.04.21 한경닷컴 
[VR엑스포] 문준석 대표 “인스퀘어, MR장비로 VR구현했

어요” 

114 2018.04.21 topstarnews 
[UHD포토] 서울 VR·AR 엑스포 2018, ‘VR포커게임 체험

하는 관람객들’ 

115 2018.04.21 국제뉴스 
Project X, '서울 VR AR 엑스포 2018'에서 최다 관람객 동

원 

116 2018.04.21 서울경제 
가상현실 노래방부터 VR판 연애시뮬레이션까지...‘서울 

VR AR 엑스포 2018’ 가보니 

117 2018.04.22 기업정책정보신문 VRZONE, 서울 VR AR EXPO 2018 참가 

118 2018.04.22 인벤 [취재후] 아리송했던 제4차산업혁명, 보고 만지고 '즐겼다' 



119 2018.04.22 한경닷컴 
[VR엑스포] 박정우 대표 “서틴플로어, VR계 디즈니 되고 

싶다" 

120 2018.04.22 한경닷컴 
[VR엑스포] 양기혁 대표 “‘블랙배지’ 4인 멀티콘텐츠 

인기 예측 딱” 

121 2018.04.22 녹색경제 
서울 AR·VR 엑스포', 국내 기업 세 곳 협력한 '프로젝트

X' 부스 인기 

122 2018.04.23 인벤 드래곤플라이, '서울VR/AR엑스포' 체험존 운영 성료 

123 2018.04.23 인벤 
[서울VR/AR엑스포] Project X, '서울 VR AR 엑스포 2018'

에서 4000여명 관람객 동원 

124 2018.04.23 전자신문 
미디어프런트, 'VR AR 엑스포'에 공동관 구성 …4일간 4천

여명 방문 

125 2018.04.23 IT조선 한콘진, 서울 VR·AR 엑스포서 우수 VR 콘텐츠 16개 선봬 

126 2018.04.23 캐드앤그래픽스 한콘진,‘서울 VR·AR 엑스포’에서 공동관 운영 

127 2018.04.23 일간투데이 "본격 VR시대…콘텐츠 잡아라" 

128 2018.04.23 베타뉴스 
[취재현장] 서울 VR·AR 엑스포 2018에서 만난 새로운 

‘디지털 사이니지’ 

129 2018.04.23 전자신문 
한콘진, '서울 VR·AR 엑스포'에서 투자유치·유통판로 확

대 

130 2018.04.23 한경닷컴 [VR엑스포] ‘VR-AR-MR’ 뭉친 ProjectX 4000명 몰렸다 

131 2018.04.23 thewebdaily 
한콘진, '서울 VR·AR 엑스포'에서 국내기업 해외 진출 지

원 

132 2018.04.24 AVING 
[Made in Korea] 마블러스, VR과 교육 결합한 스탯업, 코드 

스케이프, 리얼당황 콘텐츠 선봬 

133 2018.04.24 AVING 
[Made in Korea] 오아시스브이알, VR 기반 가상 데이트 게

임 '러브레볼루션' 소개해 

134 2018.04.24 AVING 
[Made in Korea] 페이크아이즈, VR FPS 게임 콜로니 어벤

져스 선봬 

135 2018.04.24 AVING 
[Made in Korea] 엠라인스튜디오, VR 활용한 지하철 화재

대피와 세이프라인 시리즈 선봬 

136 2018.04.24 아주경제 VR도 한류 시대? 글로벌 시장 노리는 국내 VR 콘텐츠 

137 2018.04.24 녹색경제 
‘브이알카버(VR Carver)’, 가상현실을 통한 스포츠 체험

에 특화된 제품 선보여 

138 2018.04.24 한경닷컴 [VR엑스포] 모컴테크, 포켓 VR기기 ‘NABI’ 400개 완판 

139 2018.04.24 AVING 
[Made in Korea] 애틱팹, 재미있게 운동하는 'Walk n VR' 

체어 소개해 

140 2018.04.24 AVING 
[Made in Korea] 심포디, 모션 콘텐츠와 연동 가능한 '심포

디 모션 시뮬레이터' 선봬 

141 2018.04.24 중앙일보 
Project X, 서울 VRAR 엑스포 2018 최다 관람객ㆍ베스트 

부스 수상 

142 2018.04.24 보안뉴스 국내 VR 콘텐츠, ‘VR 한류’로 글로벌 겨냥한다 

143 2018.04.25 PRONEWS 
[Seoul VR AR EXPO 2018]韓国のVR/ARで盛り上がる現状を

探る 



144 2018.04.26 브릿지경제 
㈜지피엠 VR플랫폼…SEOUL VR·AR EXPO 2018‘성공적

으로 이끌다 

145 2018.04.27 전자신문 
엠라인스튜디오, SEOUL VR·AR AWARDS 산업콘텐츠 부

문 수상 

146 2018.04.27 서울일보 (주)GPM, VR AR 신작·신제품 전시회&컨퍼런스 큰 호응 

147 2018.05.01 한경닷컴 
[핫피플] 김창동 대표 “루씨드드림 노래방VR 왜 인기냐구

요?” 

 

 

 

 

 

 

 

 

 

 

 

 

 

 

 

 

 

 



7. 사진자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