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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VR/AR 기업, 美 페스티벌 ‘SXSW’ 도전장
- 3 12일부터‘문화와 기술 융복합’,‘일상의 가치 전환’주제로 3일간 

참여- 

<주요 내용>
○ 경기도내 VR/AR 분야 스타트업 5개사 영화, 인터랙티브, 음악, 게임페스티  

   벌‘Soth by South 2017’ 참가

○ 행사 기간 중 열리는 콘텐츠 전시, 피치스테이지, 비즈매칭을 통해 미국 시  

   장 진출 타진

경기도 VR/AR 기업이 북미 최대 음악축제이자 게임페스티벌‘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에 참가한다. 

오는 3월 12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개최되는 SXSW는 영화, 인터

랙티브, 음악, 게임페스티벌 및 컨퍼런스가 다양하게 진행되는 북미 최

대의 문화행사다.   

VR/AR 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박헌용, 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사업’

을 통해 선발된 5개 우수 VR/AR 기업은 SXSW 2017에서 진행하는 

Trade Show 우수 콘텐츠 전시, 피치스테이지, 현지 투자자 및 바이어와

의 비즈매칭을 통한 성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참가하는 VR/AR 기업은 △가상현실 1인칭 슈팅게임 ‘아크파이어 

VR’을 개발한 <엔플로이드(NFLOYD)> △세계 최초로 이용자 움직임에 

유동적으로 연동하는‘VR자막’민트팟을 서비스하는 <민트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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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POT)> △방 탈출 액션 어드벤처 VR게임 ‘트래스패스 에피소드

2’를 개발한 <브로틴(VROTEIN)> △VR(UHD4K)기술을 통해 다큐멘터

리 영상 ‘미래의 세상, 체르노빌 360’을 제작한 <클콩(CREASON)>, 

△고급 모바일앱 및 PC용 소프트웨어 ‘V360’을 제작하는 <브이리얼

스튜디오(VREALSTUDIO)>이다.

이들 참가 기업은 최근 게임 포켓몬고 열풍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VR/AR게임을 미국 시장에 소개함으로서 게임마니아 및 관련 투자자들

에게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게임개발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박헌용 원장은 이번 행사참여 대해“경기도 내 우수 

VR/AR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

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이번 SXSW를 통해 대한민국 

VR/AR 산업이 전세계로 진출하여 다양한 콘텐츠 스타트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시장에 각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전시 개요

     2. 참가기업 소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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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시 개요

○ SXSW란? 

매년 3월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열리는 페스티벌로 영화, 인터랙

티브, 음악, 게임 페스티벌 및 컨퍼런스이다.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 1899~1980) 감독의 영화 <north by northwest>(1959)에서 착

안해 이름 붙였으며, 1987년 시작된 이후 점점 규모가 커져 현재는 세

계 최대 규모의 음악 축제로 유명하며, 현재는 Interactive 분야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 특히 오스틴 경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축제로  

성장했다.

○  SXSW Interactive?

SXSW Interactive는 올해 3월 12일~15일, 4일간 진행되는 행사로 각종 

각광받는 기술들의 발표 및 연설이 준비되어 있으며 최대의 웹사이트, 

비디오 게임 그리고 스타트업 아이디어와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 및 쇼

케이스가 준비되어 있는 등 다양한 세션과 글로벌 투자자,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등의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특히 SXSW Interactive 2007에 트위터가 처음 참가함으로써 전세계의 

큰 반향을 일으키는 등 SXSW Interactive는 스타트업들에게 좋은 등용

문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 행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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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참가기업 소개자료

구분 서비스명 사업분야 주요내용 웹사이트

엔플로이드
아크파이어

VR
VR 게임 가상현실 1인칭 슈팅게임

https://www.facebook.

com/Nfloyd-79511716

3892988/

민트팟 민트팟 ‘VR자막’영상 서비스

이용자 움직임에 유동적으로 

연동하는 ‘VR자막’을 세계 최초로 

서비스

http://www.mintpot.net

브로틴
트레스패스

에피소드2
VR 게임 방 탈출 액션 어드벤처 VR게임 http://www.vrotein.co.kr

클콩
미래의 세상

체르노빌360
VR 다큐멘터리

<미래의 세상, 체르노빌 360>은 

체르노빌 통제구역을 

VR(UHD4K)기술을 통해 그린다. 

http://www.creacon.tv/

브이리얼

스튜디오

V360

건블라스트

VR솔루션 및 

VR게임

고급VR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및 PC용 S/W
www.vrealstudi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