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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G전자, MR(혼합현실) 기기 개발 나선다
2. VR기기는 게임기?… 치료에 쓰니 `의료기`네
3. 박양우 "콘텐츠 투자 1조원+a, 게임에 많은 비중 투입"

전자신문,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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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DC 산업동향
1. 네오릭스-화웨이 손잡고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
2. 美 OTT 울트라플릭스 8K 연합 합류...'콘텐츠 생태계 확대'
3. 해외OTT의 습격...디즈니가 끝판왕?

전자신문, 9월 09일
YTN,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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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공정거래동향
1. 역차별 없애겠다더니… 국내사업자 규제·의무만 늘렸다
2. 얍컴퍼니, CJ파워캐스트와 ‘맞손’...위치기반 모바일 광고 선보인다
3. SW산업 옭아매는 ‘불공정 거래’ 여전…“표준계약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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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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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동향
1.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게임이용자보호센터 MOU 체결
2. 글로벌 VR 해커톤 챔피언십, 경기도 대표 해커는 누구?
3. 32개국 캐릭터‧AR‧VR 콘텐츠 ‘총집결’… ‘2019 광주에이스 페어’ 팡파르

게임조선,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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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DC
산업동향

LG전자, MR(혼합현실) 기기 개발 나선다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90922000135

9월 22일

VR기기는 게임기?… 치료에 쓰니 `의료기`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92402101931102001&ref=naver
박양우 "콘텐츠 투자 1조원+a, 게임에 많은 비중 투입"

글로벌DC
동향

9월 23일
아이뉴스24

http://www.inews24.com/view/1210108

9월 23일

네오릭스-화웨이 손잡고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

로봇신문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80

9월 19일

美 OTT 울트라플릭스 8K 연합 합류...'콘텐츠 생태계 확대'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90923000154

9월 23일

해외OTT의 습격...디즈니가 끝판왕?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92500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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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뉴스핌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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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공정
거래동향

역차별 없애겠다더니… 국내사업자 규제·의무만 늘렸다
http://www.fnnews.com/news/201909191800309410
얍컴퍼니, CJ파워캐스트와 ‘맞손’...위치기반 모바일 광고 선보인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24_0000778124&cID=13001&pID=13000
SW산업 옭아매는 ‘불공정 거래’ 여전…“표준계약서 시급”

유관기관
동향

파이낸셜뉴스
9월 19일
뉴시스
9월 24일
산업일보

http://www.kidd.co.kr/news/211227

9월 25일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게임이용자보호센터 MOU 체결

게임조선

http://www.gamechosun.co.kr/webzine/article/view.php?no=159033

9월 25일

글로벌 VR 해커톤 챔피언십, 경기도 대표 해커는 누구?

인벤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27460

9월 26일

32개국 캐릭터‧AR‧VR 콘텐츠 ‘총집결’… ‘2019 광주에이스 페어’ 팡파르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190926083540484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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