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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장 백남준 작품부터 관상 보는 인공지능 로봇까지”

경콘진, ‘2021 문화기술 전람회’ 스타필드 하남서 개최
○ 오는 17일(일)까지 스타필드 하남에서 ‘2021 문화기술 전람회’ 개최
○ 첨단 문화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특색 있는 작품 및 인터랙티브 콘텐츠 전시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오는 17일(일)까지 스타필드 하남에서 미디어
아트, XR(확장현실), 홀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2021 문화기술
전람회(이하 전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람회는 문화기술 콘텐츠를 망라해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올해는 19개팀, 총 23개의 문화기술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문화기술(CT : Culture Technology)은 기술이 예술·디자인·인문학 등을
만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콘텐츠로 제작 및 유통 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전람회는 ‘멈추지 않고 뻗어 나가는 무한한 상상력’을 테마로 각 공간별
주제에 따라 전시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홀로그램, 미디어아트, 키네틱
아트(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부분이 포함된 예술작품), XR(확장현실)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한 특색 있는 콘텐츠들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먼저 백남준아트센터와 협력하여 준비한 ▲미디어아트의 선구자 백남준 특별
초대전 <공상과학예술가, 백남준>에서는 ‘칭기즈 칸의 복권’, ‘찰리 채플린’ 등
로봇을 주제로 한 5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스타필드의 파노라마 스크린과 미디어 타워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 콘텐츠는
차원이 다른 몰입감을 선사한다. 초현실주의 컨셉으로 상상 속 일탈을 3D
착시효과로 입체감 있게 담은 영상 ‘소프트바디(디스트릭트)’이 송출된다.
또한, QR코드로 에너지 절약 미션을 수행하면 관련 영상이 재생되는 공공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어둠(커즈)’도 진행된다.
첨단 IT기술을 접목하여 작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인터렉티브
아트도 만날 수 있다. 조명과 뇌파(EEG) 센서를 활용해 참여자의 뇌파로
오브제의 움직임과 색채를 가시화하는 ‘컬러 유어 마인드(이설)’, 관상을 분석해
짧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공지능 로봇 ‘로봇 부다 I(러봇랩)’ 등 작품이 선보인다.
▲VR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야외 체험존에 에어바운스와 메탈을 활용해
에일리언 얼굴을 형상화한 ‘에어파빌리온(경부오피스)’에서 ‘로봇 VR 어트랙션
(상화기획)’을 즐길 수 있다.
많은 작품이 전시되는 만큼 스탬프 이벤트도 진행된다. 실내 5개의 전시공간
에서 작품을 관람 후 스탬프를 모아 이벤트에 참여하면 야외 체험존에 설치된
로봇 VR 어트랙션 탑승권 및 기념품 등을 받을 수 있다. 도슨트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각 전시장에서 작품 관람 및 체험을 도울 ‘디지털 튜터’와 안내원을
배치했다. 각 전시장의 작품 안내판 QR코드를 통해 활용 기술 등에 대한
제작 기업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다.
경콘진 관계자는 “도민들이 다양한 문화기술 콘텐츠로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느끼는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다”며 “문화기술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지속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 문화기술 전람회’는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1.

전시공간 및 콘텐츠
<2021 문화기술 전람회 전시공간 및 콘텐츠>

구역(콘텐츠 수)

콘텐츠(창작자)

①

사우스 아트리움
-백남준 초대전
<<공상과학예술가,
백남준>>
(5)

②

데블스도어 아트리움
- 키네틱 & 인터렉티브
(4)

③

센트럴 아트리움
- 퍼블릭미디어 & 이벤트
(3)

④

트레이더스 아트리움
- 경기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 선정기업
(엔터테인먼트)
(1)

․ 리마 뮤직 AR 존
(이모션웨이브(주))

⑤

몰리스 아트리움
- 경기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 선정기업
(라이프스타일)
(2)

․ 에어 스테이션
(파라코즘 스튜디오)
․ AR 모션인식 디지털 실내자전거
((주)타고)

ⓐ

야외주차장 B구역
- 야외 체험존
(8)

․ 출품작: <칭기스 칸의 복권>, <슈베르
트>, <찰리 채플린>, <율곡>, <밥 호프>
총 5점 및 아카이브 자료
․ 협력: 백남준아트센터
․ 기획: 이세정(독립 큐레이터)
․ 컬러 유어 마인드 (이설)
․ 로봇 부다 I & 스탠드 I(러봇랩)
․ 피규어그램(Studio 아테크넷)

․ 소프트 바디(디스트릭트)
․ 지구를 살리는 어둠((주)커즈)
․ 모두의 XR with 청각장애인
((주)디앤피코퍼레이션)

․ 에어파빌리온 + VR어트랙션
(경부오피스, 상화기획)
․ 레이져 맵핑 쇼 (팀레이져)
․ 찾아가는 이동전시관 - 어스뮤지엄

참고사진

붙임2.

메인포스터 - 원본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