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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실감콘텐츠큐브는 콘텐츠 제작

의 프리 프로덕션 단계부터 후반작업인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한 번에 가능한 유

일무이한 시설로, 실감 콘텐츠 확산에 활

력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방문한 남구 송하동 소재 광

주실감콘텐츠큐브(GCC).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즐거운 웃음

소리와 함께 마치 고글과 같은 가상현실

(VR) 기기를 눈에 쓰고 움직이는 시민

들이 눈에 띄었다.

희망서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에

서 7명이 체험차 방문한 것으로, 이들은

로비에 마련된 ‘오감만족 PLAY 실감

콘텐츠 체험존’에서 어트랙션 장비, 가

상현실(VR) 기기, 증강현실(AR) 건을

통해 VR·증강현실(AR) 콘텐츠를 즐기

며 연신 환호성을 쏟아냈다.

체험 이후 이들은 하나같이 기존에 해

오던 PC·모바일 게임과는 생동감과 몰

입력 등에서 전혀 다른 수준의 즐거움을

느꼈다고 연신 감탄했다.

해당 공간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의 체험형융합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제이커브이엔티, ㈜위치스 등 광

주 콘텐츠 기업이 개발한 ‘두다 VR 안녕

친구들’, ‘두다다쿵 후후섬의 비밀 샤이

닝 크리스탈’ 등 VR·AR 실감 콘텐츠 7

종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지난달 10일 운영을 시작한 이래 이날까

지 324명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지하 1층-지상 9층에 연면적 2

만335㎡(6천151평) 규모로 조성된 GCC

는 광주산 실감콘텐츠 확산을 위해 마련

된 광주시의 문화 콘텐츠 생산·소비·체

험 거점기지다.

남구 송하동 253-1번지 일원의 노후

산업단지를 새로운 문화콘텐츠밸리로

변화시키는 송암디지털문화산업단지 조

성 사업으로 시작해 지난 2015년 예비타

당성 조사 통과 이후 공사비 892억원·장

비구축 148억원 등 국·시비 약 1천40억

원이 투입돼 2019년 9월 착공, 3년 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25일 문을 열었다.

GCC는 하이브리드 버추얼 스튜디오

인 ‘실감촬영스튜디오(VX 스튜디오)’

를 비롯해 창작·전시·교육·체험 공간

‘와우랩(Wow Lab)’, 실감 콘텐츠 창·제

작 기업 입주공간 ‘아하랩(Aha Lab)’

등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GCC의 핵심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는 VX스튜디오를 방문했다.

전용면적 1천474㎡(445평) 규모의 넓

은 공간에 무대이자 촬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인 화면만 30mx6m에 이르는

대규모 ‘LED WALL’ 기반 스테이지가

보였다.

이곳은 가상공간과 현실의 카메라를

융합한 실감영상촬영 기법인 ‘In-Came

ra 시각특수효과(VFX)’와 VR·AR·혼

합현실(MR) 기술을 결합해 현실의 경

험을 확장하고 몰입감 있는 디지털 콘텐

츠를 제공하는 기술인 ‘확장현실(eXten

ded Reality : XR)’ 등 두 가지 기술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하이

브리드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다.

그간 어벤져스를 비롯한 다양한 영화·

광고 등에서 크로마키나 후반작업(CG)

등을 통해 가상공간을 꾸며냈으나, 명암

효과 표현과 후반작업 특성상 현장과의

소통이 안 돼 작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

꼈다. 그러나 LED WALL을 통한 해당

기술이 탄생함으로써 배경을 이용해 실

시간으로 효과적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콘텐츠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

다는 평을 받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에서 방영된 첫 번째 스타워즈

실사 드라마 시리즈 ‘만달로리안’이 해

당 기법을 통해 제작한 대표 작품으로 영

화·드라마·광고를 비롯해 쇼 비즈니스,

공연, 행사 등 가상현실을 배경으로 상상

하는 모든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 가능

하다.

부대시설로 세트 제작실·분장실·배우

대기실 등도 조성해 원활한 촬영을 지원

한다.

이와 함께 GCC에는 204석 규모의 가

변형 객석과 300안시 고성능 프로젝터

기반 영상시사·공연·전시 등 융복합콘

텐츠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놓은 ‘실감융

복합스튜디오(MX 스튜디오)’와 모션·

페이셜캡쳐·3D 스캐너 등 가상화 시스

템과 VR·AR 테스트 기기를 통한 메타

버스 등 실감 콘텐츠 테스트·제작 환경

을 구성한 ‘혼합현실스튜디오(MR 스튜

디오)’가 마련됐다.

또 제작 기업과 창·제작자 네크워크와

개발 노하우 등을 공유하며 꿈을 키워나

갈 수 있는 ‘인공지능·콘텐츠융합창작

랩’과 해당 제작자들이 만든 콘텐츠를 선

보일 수 있는 ‘쇼케이스’도 준비했다.

즉 인접한 UHD·VFX 콘텐츠 제작기

지인 광주 CGI와 연결, 기획-개발 단계

부터 제작·후반작업·유통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파이프라인’을

구축, 광주가 콘텐츠 산업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것이다.

GCC는 영화·드라마 제작사 등 실감

콘텐츠 제작을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이미 영화·

광고 제작사 등 다양한 콘텐츠 기업에서

연락이 쇄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

연초까지 기본운영 규칙 및 스튜디오 세

부 운영규칙을 수립, 본격적인 가동에 나

선다는 방침이다.

GCC관계자는 “영화·게임·애니메이

션 등 콘텐츠 제작 기반시설과 VR·AR·

MR 등 실감 콘텐츠 체험시설이 구축된

광주실감콘텐츠큐브는 실감 콘텐츠 생

산 및 유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양시원기자

“실감콘텐츠 ‘원스톱파이프라인’역할우뚝”

지난6일광주남구송하동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방문한이용객이 ‘오감만족PLAY실감콘텐츠체험존’에서광주콘텐츠기업이개발한실감콘텐

츠를체험하고있다.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가보니

뱛국내 첫 VFX븡XR 기술 병행 버추얼 프로덕션 등 마련

뱛영화·게임븡애니메이션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한번에

뷺쏟아지는생동감븡몰입력븣수준이다른즐거움뷻환호성

고물가와 고금리에 지난 10월 광주·

전남지역 소비와 건설투자가 위축된 것

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제공한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동향’에 따

르면 10월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했다. 대형마트(-13

.2%→-10.7%)는 감소가 지속됐고, 백화

점(4.8%→-2.2%)은 감소로 전환됐다.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 동월 대

비 무려 14.5%나 감소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물가가 치솟고 7

월부터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

면서 소비를 줄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

됐다.

이를 방증하듯 11월중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81.3으로 전월(82.5)

대비 1.2포인트(p) 하락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투자에

도 찬바람이 불었다.

10월중 광주지역 건축착공 및 허가면

적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1.7%·64.3%

감소했고 전남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

4.4%·29.1% 감소했다.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도 모두 하락

했다.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광주·전남

각각 0.8%, 0.6%, 전세가격은 광주 1.1%,

전남 0.5% 각각 떨어졌다.

같은 기간 광주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했다. ▲자동차(18

.3%) ▲전자부품(14.9%) 등이 늘었으나

▲전기장비(-28.7%) 등이 줄면서 전월

(12.3%)보다 증가폭은 축소했다.

전남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

1.7% 감소했다. ▲화학제품(-24.0%) ▲

고무·플라스틱(-16.1%) 등이 줄면서 전

월(-6.8%)에 이어 감소했다.

수출은 광주는 ▲자동차(15.6%) ▲전

자전기(14.9%)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

월 대비 6.4% 증가했으나, 전월 12.6%에

서 증가폭이 축소됐다.

전남은 ▲석유제품(18.2%)은 늘었으

나 ▲화학공업제품(-32.3%) ▲선박(-1

9.6%) 등이 줄어 전년 동월 대비 8.0%

감소해 전월 증가(9.8%)에서 감소로 전

환됐다.

고용은 광주는 약진,전남은 부진했다.

10월중 광주 취업자 수(76만2천명)는

전년 동월 대비 1만1천명 증가해 전월(6

천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6천명) 등

의 취업자는 감소했으나 ▲전기·운수·

통신·금융업(1만1천명) ▲제조업(3천

명) 등에서 증가했다.

전남(102만6천명)은 전년 동월 대비

9천명 증가했으나 전월(2만명) 대비 증

가폭이 축소했다.

건설업(-5천명) 등의 취업자는 감소했

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9천명) 등에서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기수희기자

10월광주븡전남소비·건설 ‘찬바람’
대형소매점판매전년比 5.2%·14.5%↓븣건축착공도 ‘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

난 6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등 5

개 농업인단체와 함께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용수 확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전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839㎜로

평년(1천269㎜)대비 66%에그쳐 전남본

부가 관리하는 저수지 1천55개소의 저수

율은 46% 수준이다. 이에 전남본부는 장

성호 등 4대호와 저수율 60% 미만 71개

저수지의 용수 확보를 위해 간이양수장,

관정 등을 설치했으며 지난 10월부터 골

프장 등 7개소 용수 공급을 전면 중단했

다. 또 가뭄으로 생육이 부진한 동계작

물, 시설채소의 생육 증진을 위해 2천44

0㏊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본부는 완도군과 공동으

로 허우도 등 4개 섬지역에 지하수 관정

을 개발해 하루 400톤(t)의 청정 지하수

를 공급하고 있으며 소안도 등 4개 섬에

10공의 지하수를 12월 중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수희기자

“선제적용수확보로농업용수·식수공급총력뷻

뱛뱜농어촌公전남본부, 농업인단체와 ‘가뭄극복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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