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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DC 산업동향
1. AR로 나타난 LG트윈스 선수들과 ‘찰칵’
2. SKT-안양시, 5G기반 교통신호, 주차장 협력
3. 홀로그램으로 냉장고·스마트폰 광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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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DC 산업동향
1. 세계 최대 장난감 회사 레고, 위기 극복한 비결은
2. 해외 쇼핑몰에서도 VR체험은 인기 만점
3. 넷플릭스, 韓 영화 대량 확보···출범 앞둔 통합 OTT 견제(?)

한국경제, 9월 06일
전자신문, 9월 08일
전자신문, 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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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공정거래동향
1. 한컴지엠디·연대재활학교, VR 활용 인지훈련 활성화 '맞손'
2. 구글 불법 콘텐츠 판치는데…정부 삭제요청 갈수록 줄어
3. KT 협력사, '글로벌 시장 진출' 날개 달고 '비상'

아이뉴스24, 9월 05일
한국경제, 9월 10일
뉴데일리경제,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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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9월 06일
뉴스핌, 9월 12일
한경닷컴,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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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동향
1. 4차산업혁명시대 게임, 전문 인력 양성이 답이다
2. “콘텐츠 넘어 플랫폼 선점 승부수”
3. 韓 기업들, 한국공동관 통해 ‘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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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DC
산업동향

AR로 나타난 LG트윈스 선수들과 ‘찰칵’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O535QGM6

9월 06일

SKT-안양시, 5G기반 교통신호, 주차장 협력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4406622618152&mediaCodeNo=257

9월 08일

홀로그램으로 냉장고·스마트폰 광고까지…

글로벌DC
동향

3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08979.html

9월 09일

세계 최대 장난감 회사 레고, 위기 극복한 비결은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90660811

9월 06일

해외 쇼핑몰에서도 VR체험은 인기 만점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90908000091

9월 08일

넷플릭스, 韓 영화 대량 확보···출범 앞둔 통합 OTT 견제(?)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90906000202

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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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공정
거래동향

한컴지엠디·연대재활학교, VR 활용 인지훈련 활성화 '맞손'
http://www.inews24.com/view/1206722

9월 05일

구글 불법 콘텐츠 판치는데…정부 삭제요청 갈수록 줄어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91038491

9월 10일

KT 협력사, '글로벌 시장 진출' 날개 달고 '비상'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10/2019091000287.html

유관기관
동향

아이뉴스24

4차산업혁명시대 게임, 전문 인력 양성이 답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906000308
“콘텐츠 넘어 플랫폼 선점 승부수”

뉴데일리경제
9월 11일

헤럴드경제
9월 06일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912000027

9월 12일

韓 기업들, 한국공동관 통해 ‘日 공략’

한경닷컴

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2727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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