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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경기종목을 가상체험으로! 서울시, 전국체전 ICT 체험관 오픈

- 서울시, 10. 4일(금)부터 10.19(토)까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ICT 체험관 운영
- KT와 협력, 웨이크보드, MTB, 양궁, 축구 등 전국체전 경기종목 등 체험기회 제공
- 서울시, “전국체전 경기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체험기회를 제공할 것”
□ 서울시는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경기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10.
4일(금)부터 10.19(토)까지 잠실종합운동장에 전국체전 ICT 체험관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
체험관 운영시간은 매일 10시부터 19시까지이며, 제100회 전국체전

개회식인 10월 4일(금)과 폐회식인 10일(목), 제39회 전국장애인
체전 개회식 15일(화)과 폐회식인 19일(토)은 행사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전국체전 ICT 체험관은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사인 KT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구축 운영하며, 전국체전 홍보부스, 디지털 시민시장실, VR을 활용한 경기
종목체험, 자이로 VR, 로봇카페 등 16개의 체험콘텐츠를 직접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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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전국체전 홍보부스에는 전국체전의 역사, 대회개요와 상징물
, 홍보영상 등을 소개한다. 또한, 홍보부스 내 마스코트
와 사진 촬영, SNS 업로드 등의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엠블럼,

마스코트)

(해띠, 해

온)

□ 또한, 웨이크 보드, MTB, 배드민턴, 수구, 양궁, 축구, 볼링 등 전국체전
경기종목을 VR 기기 등을 활용해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여
경기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경기관람 이상의 재미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VR, 로봇, 5G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콘텐츠도 풍성
하게 배치하여 ICT 방문객에게 선보인다. 우선, VR기기를 착용하고 360도
회전하는 ‘자이로 VR’에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로봇이 음료를
제공하는 ‘로봇카페’, 다자간 영상통화 서비스 ‘나를(narle)’, 영상 콘텐츠를
VR로 감상할 수 있는 ‘VR 시네마’, 지능형 CCTV 기가아이즈 등 KT의 콘텐츠
들도 재미있게 체험해 볼 수 있다.
□ 그리고, 서울시 290개 행정시스템과 1,200여대의 CCTV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통합하여 시각화한 ‘디지털 시민시장실’도 설치하여 ICT 체험관
방문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고경희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ICT 혁신기술이 우리생활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즐기는
시대가 되었다”라며, “경기종목 가상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콘텐츠가 마련된 ICT
체험관에 방문해서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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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전국체전 ICT 체험관 운영 개요 및 이미지


ICT 체험관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19. 10. 4(금) ~ 10. 19(토) ※ 휴관일 : 10월11일~14일(4일간)
○ 운영시간 : 10:00~19:00 ※ 개 폐회식에는 운영시간 탄력조정
○ 장소/규모 : 잠실 종합운동장 남문주차장 / 체험관 25 40m
·

×

○ 주요 체험콘텐츠

< 자이로 VR >

< MR 배드민턴 >

< VR 웨이크보드 >

< VR 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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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평)

○ 세부 콘텐츠 내용 : 총 16개 체험 콘텐츠

1
2

3

4

5

6
7
8

디지털시민시장실

9

모션인식을 통한 디지털시민시장실 체험

인포메이션

10

방문객 안내 및 운영 지원 등

체전홍보관/포토존

11

제100회 전국체전 홍보 및 포토존 이벤트 진행

MTB VR 어트렉션

12

VR을 착용하고 MTB(산악자전거) 경기종목 체험

웨이크보드 VR 어트렉션

13

VR을 착용하고 웨이크보드 경기종목 체험

VR 하이다이빙

14

VR을 착용하고 하이다이빙 체험

수구

15

모션인식과 AR 시스템을 결합한 수구 체험

MR 배드민턴

16

AI시스템과 MR 배드민턴 스포츠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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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로 VR
VR기기를 착용하고 360도 회전 체험

로봇카페 (KT 제공 콘텐츠)
협동로봇을 이용한 무인 음료 제공

리얼360 (KT 제공 콘텐츠)
360° 영상통화 및 360° 스트리밍 체험

나를(Narle) (KT 제공 콘텐츠)
다자간 영상통화 나를 서비스 체험

기가지니 (KT 제공 콘텐츠)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지니를 이용한 키즈 콘텐츠

VR 스포츠 (KT 제공 콘텐츠)
전국체전 스포츠(5종)를 VR 기기를 통해 체험

기가아이즈 (KT 제공 콘텐츠)
HD화질 지능형 CCTV로 관제 및 방문객 집계

휴게존/VR시네마 (KT 제공 콘텐츠)
방문객 휴게공간 및 VR 시네마 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