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제로 진정한 프로를 양성하다!

VR게임콘텐츠과는 3년제 학과로서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게임콘텐츠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VR과 AR기술은 게임을 비롯하여 군사, 의료, 건설, 제품, 교육, 에듀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은 크게 VR/AR/게임콘텐츠 분야의 기획,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기획 및 디자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서버 프로그래밍, 그래픽스, 포트

폴리오 실무프로젝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졸업 후 관련 업계의 VR게임콘텐츠개발자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VR게임

콘텐츠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고루 갖춘 교수진, 최신실습시설로 여러분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미래 인재인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과소개

조 현 재 (VR게임콘텐츠과 학과장)

VR게임콘텐츠과는 3년제 학과로서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게임콘텐츠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VR과 AR기술은 게임을 비롯하여 군사, 

의료, 건설, 제품, 교육, 에듀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은 크게 VR/AR/게임콘

텐츠 분야의 기획,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기획 및 디자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서버 프로그래밍, 그래픽스, 포트폴리오 실무프로젝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졸업 후 관련 업계의 VR게임콘텐츠개발자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VR게임콘텐츠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고루 갖춘 교수진, 최신실습시설로 여러분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미래 인재인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R게임콘텐츠과에서 꿈이 현실이 됩니다

커리큘럼 및 산학협력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력양성유형 및 취업분야

다양한 분야의 취업!

풍부한 취업분야, 

폭 넓은 선택 

•  가상현실콘텐츠 기획자/디자이너/개발자

•  증강현실콘텐츠 기획자/디자이너/개발자

•  UI/UX 기획자

•  2D/3D 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

•  게임 기획자/디자이너/프로그래머/QA

•  게임 UI/UX 기획자 등

전략적 취업을 위한 

다양한 자격증 취득

•  Unity Certification,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웹디자인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GTQ 컴퓨터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등

 

T. 031.740.1375 
 https://vr.shingu.ac.kr

무한한 상상력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창조하는 VR 세상 

VR게임콘텐츠과 3년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게임 프로그래머 양성      VR/aR/게임 디자이너 양성      VR/aR/게임 콘텐츠 및 UI/UX 기획자 양성      실무중심 교육

 무한한 가능성과 뜨거운 열정을 뒷받침하는 최고의 교육 커리큘럼

기획
VR/AR기획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콘텐츠 기획서 작성에 대해 기초 능력을 키웁니다.

게임기획 다양한 장르의 게임 기획의 개념을 학습하고 실무 기획서 작성을 학습합니다.

UIUX 및

그래픽스

VR/AR/게임

UIUX

다양한 장르의 VR/AR/게임 UIUX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사용하는 

툴을 실습합니다.

3D MAX  

모델링

및 애니메이션

VR/AR/게임콘텐츠에 사용되는 3D이미지를 모델링하는 과정을 

3D MAX와 프리미어 등을 활용하여 학습합니다.

VR/AR/ 

게임  

프로그래밍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다양한 장르의 VR/AR/게임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C언어, C++, C#, 

유니티 엔진 등의 게임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습합니다.

서버 

프로그래밍

VR/AR/게임 서버를 이해하고 유니티 게임 서버 등의 서버 프로그래밍 

실무 능력을 키웁니다.

포트폴리오
VR/AR/게임

포트폴리오
VR/게임콘텐츠개발자로 취업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제작합니다.

웹/앱분야
웹/앱 

UIUX디자인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하여 웹/앱UIUX디자인 실무 능력을 

키웁니다.

진로 NCS세분류 직무 취업분야

VR콘텐츠

개발자
디자인

VR콘텐츠

디자인

가상현실프로그래머, 
가상현실UI/UX디자이너, 
가상현실캐릭터디자이너, 
가상현실애니메이션디자이너, 
가상현실게임디자이너, 
VR콘텐츠프로그래머, 
AR콘텐츠프로그래머, 
게임콘텐츠프로그래머,

신구대학교 VR게임콘텐츠과는 가상증강 사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주)프론티스와 2018년에 산학협혁 협정을 맺었고 2022년에 

판교에 VR기술연구소를 개설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VR연구소 활동 계획

- VR콘텐츠 개발

- VR/AR 교육관련기술연구 및 연구회 운영

-   VR 협의체 구축을 통한 VR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

- VR콘텐츠 제작 관련 재정지원사업 운영

 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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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본 VR게임콘텐츠

❶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VR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구현하여 인간의 감각과 인지를 활용하는 기술로, 사

용자가 직접 체험하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비롯하여 서비스 및 유통 플랫폼, 네트워크와 사

용자가 조작하는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디바이스가 연계된 산업임. 특히 ICT와 

하드웨어 성능발전, 5G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콘텐츠 구현이 가능

해져 게임과 테마파크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물론, 교육·훈련, 가상치료, 제조, 국방 등 

다양한 사업과 융합되어 신산업과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발전함. 

가상현실 산업은 인공으로만 구현되는 가상의 콘텐츠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실제와 가상

을 결합하는 증강현실을 포함하며, 원격지에 위치하는 것과 같은 몰입감을 제공하기 위한 

360도 영상과 가상의 객체와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인터랙션 및 실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표현하는 오감 기술 등이 가상현실 산업에 포함되어 있음.

(출처:	김아영	외	5인,	가상현실	동향분석,	2016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TRI)

❹ 국내외 VR/AR 활용 사례

교육 및 안전을 위한 트레이닝

-   한국전력연구원 VR 변전소 개발 : 3차원(3D) 로드뷰 기술을 적용, 감시ㆍ제어 

시스템 도입

-   한국서부발전 VR/AR 가상훈련시스템 개발 : 3차원 입체영상에서 VR장비를 

통해 훈련생이 발전소 내 장비 및 시설을 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현대중공업 VR 트레이닝 시스템 도입 : 안전교육장에 VR 장비를 설치하여 추

락, 화재와 같은 사고 상황에 대한 교육 실시

-   엠라인스튜디오 VR을 활용한 안전교육 체험 시뮬레이션 개발 : 산업재해 사례

를 4D로 구현하도록 제작 체감형·실감형 4D VR 시뮬레이션

이벤트 및 마케팅

-   의류 브랜드 ‘빈폴’ AR 체험 동영상 제작 : 온라인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새로운 마케팅 시도

-   가구 브랜드 ‘이케아’가 애플과 협력 쇼핑을 위한 AR 앱 제공 : AR기술을 사용 

이케아 앱내에 있는 ‘AR카탈로그’ 및 가구 배치 등을 실제 공간에 가상으로 해

볼수 있는 시스템 개발

-   부동산앱 ‘직방’ VR가상 홈 투어 서비스 운영 : 매물의 내부 면적과 구조 등을 

VR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시스템

VR테마파크 및 엔터테인먼트

- 부산국제영화제에서 VR 영화상영관(VR CINEMA IN BIFF) 운영 : VR영화 상영

-   롯데월드가 VR 테마파크를 운영 : 테마파크,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키즈파크, 전망

대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테마파크로의 전환할 예정

-   뉴욕 타임즈는 VR 콘텐츠 플랫폼 NYT VR 개발 : 읽는 미디어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미디어로 전환

❷ VR/AR산업의 특성 및 적용 분야

새로운 미디어로 주목받고 있는 VR/AR은 기존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함. 영역별로 체험형 콘텐츠, 트레이닝 콘텐츠, 안전 교

육 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됨.

❺ 국내정책동향

- ‘13대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에서 융합서비스 유형 중 VR/AR 기술 선정

-   VR/AR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응용기술 개발, 적용분야 확대 등을 목표로 

4개 부처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

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출처] 2018 AR/AR기술 KISTEP

❸ 전세계 VR/AR 시장규모 전망

-   글로벌 VR/AR 시장은 2016년 31억 9,300만 달러에서 2021년 908억 

6,890만 달러로 성장 예상

-   2018년 이후 기존 스마트디바이스 기반의 AR 서비스 및 콘텐츠가 다양한 산

업 영역에 활용되어 시장을 주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3,193,8
(100.0)

5418.4
(100.0)

10,262.0
(100.0)

21,262.6
(100.0)

50,180.2
(100.0)

90,868.9
(100.0)

모바일AR
780.0
(24.4)

792.1
(14.6)

3,800,1
(37.2)

11,735.2
(55.2)

30,265,9
(60.3)

57,894.8
(63.7)

스마트
글래스

377.5
(11.8)

606.3
(11.2)

794.5
(7.8)

1,407.3
(6.6)

9,045,0
(18.0)

14,864.8
(16.4)

프리미엄
VR

1,508.3
(47.2)

2,468.2
(45.6)

3,029.5
(29.7)

4,455.0
(21,0)

6,179,1
(12.3)

12,063.0
(13.3)

모바일VR
527.9
(16.5)

1,551.9
(28.6)

2,584.9
(25.3)

3,665,1
(17.2)

4,690,2
(9.3)

6,046.4
(6.7)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3,193,8 5418.4 10,262.0 21,262.6 50,180.2 90,868.9

Asia 1,367.4 2,373.8 4,505.1 9,477.5 22,505.0 40,865.8

North 
America

748.8 1,248.3 2,319.8 4,837.6 10,997.9 20,242.5

Europe 837.2 1,411.0 2,505.6 4,911.4 11,065.1 19,771.9

MENA 116.5 186.4 443.5 1,077.0 3,060.3 5,493.1

Latin 
America

124.0 198.8 434,9 959.1 2,551.8 4,495.9

[출처] 융합연구정책센터(2018). 융합연구리뷰. 자료재구성

-   일본의 경우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VR/AR 적용 중이며, 그 외에 중장비 트레이팅 콘텐츠, 부동산 VR, 관광 

VR, 화재 진화 및 피난 훈련용 AR 등이 빠르게 성장 중

-   중국의 경우 IT 빅3 기업을 중심으로 AR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VR의 경우 대

규모 도심형 VR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성장 중

-   우리나라의 경우 VR 체험시설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단계로 기업 간 

거래와 정부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VR 체험시설인 VR플러스, 캠

프VR, VR스퀘어, VRIGHT 등 약 200여개의 VR 체험시설이 영업 중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VR/AR 특허는 3,955건으로 동 기간 인공지능, 빅데이

터, IoT 관련 특허의 약 2-3배 수준

	VR					 	AR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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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VR 시장 규모 전망 추이>

[자료]	Digi-capital

2018 2020

<AR · VR 용도>

게임

189

51

헬스
케어

47

공학

26

부동산

16

소매

[자료]	골드만삭스

14

군용

7

교육

	VR	Content			 	Accessories			 	Head-Mounted	Display

2016 2017 2018 2019 2020

게임ㆍ엔터테인먼트 분야   몰입감과 실재감을 느낄 수 

있는 게임, 공연, 투어 등 체험형 콘텐츠 중심

의료ㆍ항공ㆍ국방ㆍ제조 분야   실제와 같은 경험을 제

공할 수 있는 훈련용 트레이닝 콘텐츠 중심

교육 분야   텍스트가 아닌 경험 중심의 콘텐츠 중심

커뮤니케이션 분야   가상의 공간 내에서 상호작용하거

나 가상의 객체를 공유하는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 중심

영상

국방

제조
산업

의료

교육

게임

VR ·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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