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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Information
Name

Affiliation

Position

Dillon Seo

VoleR Creative

CEO

Dillon is a serial entrepreneur and CEO of a company named VoleR Creative. The company is founded by
Dillon and it is currently working on a project involving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speech
recognition and virtual reality. Previously, he joined Oculus VR, the virtual reality head mounted display
manufacturer and the virtual reality content ecosystem builder, as a co-founder in 2012 and served the
company as a country manager for Oculus VR Korea until the company was acquired by Facebook for $2
billion USD in 2014. During his role as a country manager, he managed the basic company operation,
business development and VR content sourcing along with business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Before Oculus VR, he was also a country manager for a UI tool company named Scaleform, which was
acquired by Autodesk for $36 million USD in 2011, and during his service at Scaleform, he managed the
sales of its product, Scaleform GFx, business development and basic operation of the company. His
previous work experience also involves KOGIA (Korea Game Industry Agency, now known as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nd NDOORS Corporation (Korean online game developer owned by Nexon) as a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Work History>
September, 2015~Present: VoleR Creative CEO & Founder
September, 2012~February, 2015: Country Manager for Oculus VR Korea
March, 2011~August, 2012: Gameware Sales Executive for Autodesk
September, 2008~March, 2011: Country Manager for Scaleform Korea
April, 2007~August, 2008: Global Business Manager for KOGIA (Korea Game Industry Agency)
January, 2006~April, 2007: Global Business Manager for NDOORS Corporation
Graduated from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Alberta, Canada
<Other Activities>
October 2015~Present: Chairman of Immersive Mixed Reality Tech Forum
January 2009~Present: Advisor at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09~2010: Advisor at KGDA (Korea Game Developers Association)

연사 정보
성함

서동일

소속

㈜볼레크리에이티브

직함

CEO (대표이사)

서동일은 연쇄창업가로 현재 볼레 크리에이티브(VoleR Creative)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
다. 이 회사는 서동일이 창업한 회사로 현재 인공지능, 기계학습, 음성인식 그리고 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그 전에는 가상현실 헤드셋을 개발하고 가상현실
콘텐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오큘러스 VR이라는 회사에 2012년 공동창업자로 참여해
2014년 회사가 세계 최대 사회 관계망 회사인 페이스북에 미화 20억 달러 금액으로 매각이
될 때까지 오큘러스 VR 코리아의 지사장으로 근무했다. 지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그는 회사의
기본 운영, 사업개발, VR 콘텐트 소싱, 그리고 사업 파트너 관계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다. 오큘러스 VR 이 전에는 UI 툴 제작 및 판매 회사였던 스케일폼의 지사장으로 2011년 오
토데스크에게 미화 3천6백만 달러에 매각되기 전까지 근무하며 스케일폼 GFx라는 제품의 사
업개발과 영업을 총괄하였다. 회사가 매각이 된 후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게임웨어 사업총괄
부장으로 스케일폼 GFx를 비롯한 오토데스트의 게임 미들웨어 솔루션 영업 총괄을 담당하였
다. 기타 그의 경력으로는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서 해외사업총괄 매니저로 근무하였으며 온라
인 게임회사인 엔도어즈에서 해외사업파트장으로 근무하였다.
<강연자 프로필>
2015.9~현재: VoleR Creative 대표이사, 창업자
2012.9~2015.2: 오큘러스 VR 코리아 지사장
2011.3~2012.8: 오토데스크 코리아 게임웨어 사업총괄 부장
2008.9~2011.3: 스케일폼 코리아 지사장
2007.4~2008.8: 한국게임산업진흥원 Global Business Manager
2006.1~2007.4: ㈜엔도어즈 해외사업 파트장
University of Alberta 졸업
<기타활동>
2015.10~현재: 실감형 혼합현실 포럼 의장
2009.1~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문위원
2009~2010: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