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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와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

원(콘진원)이 국내 최대 문화콘텐츠 마켓

인 광주 에이스페어(ACE Fair)에서 기

업들의해외진출을지원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에따르면문

화부와광주시주최로 17일20일까지광

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리는이행사

에서문화기술(CT) 공동관을운영하고콘

진원 지원을 받아 제작된 작품도 선보인

다 경쟁력 있는 유망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돕기위해서다

이번공동관에는감성놀이터 더블유공

간정보기술 ㈜디콘소프트 마상소프트

아리아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 등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2개 기업과 기관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애니메이션 게임 문화재

모바일 드론 VR용 융복합 콘텐츠 등 다

양한장르에적용된문화기술과이기술을

활용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작품들을대거선보인다

㈜디콘소프트는 20132014년 한국콘

텐츠진흥원 글로벌 만화콘텐츠 제작지원

을받은만화작품 성전사디오를 3D 영

상으로 선보인다 해당 작품은 이미 중국

측 바이어와 OSMU(원소스멀티유스) 활

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13년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 R&D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한 온라인 3D 얼굴출력

시스템(FaceGraft)을 사업화해 전시한

다 이기술은영화 공연등에서사용되는

캐릭터 특수분장을 위한 마스크를 3D 프

린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제작하는 기술

이다

이밖에 ▲마상소프트의 HTML5 기반

의 웹 게임 크리에이터 게임버스커 ▲엠

엠피의 드론을 활용한 360도 항공 파노라

마촬영기술▲이모션북스의맞춤형교육

콘텐츠기술 ▲이에스엔터테인먼트㈜의

모바일보드게임 오라클등이선보인다

또 ▲픽셔너리아트팩토리의 애니메이

션 수리수리 궁곰 ▲감성놀이터의 가상

현실(VR)을 활용한자연사박물관▲비브

커뮤니케이션의 애니메이션 로그스토리

▲아이아라의 3D 증강현실어플리케이션

크레용팡도전시된다

공동관 참여 기업들과 씨투몬스터 등

15개기업들은에이스페어참가하는전세

계 40개국에서 400여 콘텐츠 관련기업

200여명의해외바이어와수출및투자상

담도진행할예정이다

특히올해는텐센트 바이두등 70여개

중국 기업과 150여명의 중국바이어가참

가할예정이어서우리문화기술의중국시

장진출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기업들을 위

해 사전 협력 활동을 펼쳐 지금까지 중국

바이어와 면담 약속 60여 건을 비롯해 모

두 219건을확정했다 행사이튿날인 18일

에는 국내 기업들과 중국 유력 바이어들

과소통의장을마련하기위해 차이나데

이(China Day) 행사도마련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은 많

은 중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만큼 국내 문

화기술기업들의중국시장진출에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의 기

술력과중국의자본력을결합하면새로운

빅 킬러 콘텐츠 탄생 기회도 생길 수 있

을것이라고말했다

광주에이스페어는 문화부와 광주시 주

최로열리는국내최대문화콘텐츠마켓플

레이스(Marketplace)로 올해 10년째를

맞이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광주전

남공동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지난해부

터공동주관사로참가하고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 지원

유망기업작품대거선보인다

광주에이스페어오늘개막

3D만화특수분장등소개

외국기업바이어등참여

국내기업해외진출기대

명왕성을근접통과한무인우주탐사

선 뉴호라이즌스가 보낸 고화질 사진이

감탄을자아내고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에 따

르면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뉴호라이즌스에서 보내온 명왕성 고화

질사진을공개했다

이사진에는기존사진에서목격된거

대한 얼음 산과 부드러운 평원 이상한

다각형 패턴뿐만 아니라 모래 언덕을

닮은벌판까지도담겼다길게는수에

이를정도로물결을치듯솟아오른지형

은 바람 때문에 흙이 퇴적되는 모래 언

덕과비슷하다

하지만 현재 명왕성은 대기가 너무

희박해 바람으로 그런 지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크지않다 벌판에는얼음처럼

보이는 밝은 부분 암석과 같은 검은 부

분이 섞였지만 정체는 아직 확인될 수

없는단계다

NASA 연구원인앨런스턴은 이지

형이 실제 모래 언덕인지는 모른다며

모두 같은 성분으로 이뤄졌는지 겉만

조금씩다른지도현재알수없다고말

했다 뉴호라이즌스에는 고해상도 망원

카메라같은첨단장비가탑재됐으나태

양계 경계까지 간 터라 빠른 데이터 전

송속도를기대하기는어렵다

근접 통과 때 전송했으나 NASA가

받아보지 못한 고용량 데이터의 95%는

현재오고있는중이다

연합뉴스

나사뉴호라이즌스가찍은명왕성과모래언덕사진거대한얼음산과부드러운평원이상한다각형패턴뿐만아니라모래언덕을

닮은벌판까지도확인됐다 연합뉴스
은하계에서띄운편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원장 조광

래)은 오는 18일전남고흥항우연항공센

터에서 2015 인간동력항공기 경진대회

를개최한다고 16일밝혔다

인간동력항공기경진대회는내연기관이

나전기모터와같은기계적동력을사용하

지 않고 사람의 힘만으로 비행할 수 있는

가볍고우수한공기역학성능의 항공기를

개발하는능력을겨루는대회다

대회에는 건국대 교통대 서울대 성균

관대 세종대 숭실대 순천대 인하대 한

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 항공소년단

&YMCA 등 10개팀 100여 명이 참가해

400m거리를가장빠르게비행한팀이우

승하게된다

이대회는 항우연이개최하고산업통상

자원부 전남도청 고흥군 대한민국공군

이후원한다 박기웅기자pboxer@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이 전남

전북 6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종합과학관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오는 18일에는 2015 광주과학발명페

스티벌도개최할예정이다

찾아가는종합과학관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구례 중앙초등학교에서 운영한

데 이어 ▲무안 일로초(18일24일) ▲완

도 중앙초(10월 2일8일) ▲전북 진안초

(10월 12일19일) ▲무주중앙초(10월 21

일27일) ▲장수 장수초(10월 30일11

월 5일)순으로진행된다

종합과학관은 해양생물표본 및 바다를

이용한 발전시설 빛과 소리 과학전시물

에어돔을 활용한 별자리 관측 등이 전시

된다

또 이동식 전문대인 루체리움스타카

를 이용한 야간태양관측 체험도 가능

하다

종합과학관은 과학문화 체험의 기회가

적은 도서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행사로

오전 9시오후 5시까지지역주민누구나

무료로관람할수있다

오는 18일열리는 2015 과학발명페스티

벌은 과학발명 체험전시공연경연놀

이마당등5개로나뉘어진행된다

광주 남구와 과학관이 공동개최한 제2

회 창의발명경진대회와 함께 지역 청소

년들이참여한 드림난타 공연과 국악오

케스트라 과학의 원리를 마술과 접목시

킨 광 사이언스매직쇼 등 다양한볼거리

도제공할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 문의 062960

6210 박기웅기자pboxer@

지역민과함께하는과학천국
국립광주과학관무료프로그램

찾아가는과학관발명페스티벌

인간동력항공기경진대회 내일고흥항공센터흙이었을까나사 명왕성모래언덕사진공개

MIG(Made In Gwangju) APP

㈜위치스(대표 김선영)가 개발한 반지 만화 다이

어리는 다양한 달력 테마와 다이어리 스킨으로 나

만의비밀일기를꾸밀수있는애플리케이션이다

만화단행본누적판매부수 90만부를기록한인기

어린이 만화인 반지의 얼렁뚱땅 비밀일기가 다이

어리앱으로재탄생한것이다

이앱은달력과다이어리라는두가지기능을한

데묶어자신의일정을한눈에확인할수있다 실제

다이어리를 꾸미는 것처럼 캐릭터 반지가 그려진

스티커로 스마트폰 속 나만의 다이어리를 꾸밀 수

있다직접찍은사진을다이어리에넣을수있으며

기념일 계산기라는 앱을 추가로 받지 않도록 D

day 기능까지곁들였다

특히 핸드폰이 바뀌어도 다이어리를 함께 옮겨갈

수있는백업기능도갖추고있다 반지만화다이어

리는구글플레이에서무료로다운받을수있다

㈜위치스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 광주

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의지원을받고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위치스 반지만화다이어리

소녀감성담은나만의비밀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