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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아이디어 제목



업무 기획 및 총괄
관련 조사 및 연구

팀명 및 팀원



VR의 실현은 세상을 창조하는 것으로 시장성은 굉장히 큼

현재 VR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 컴퓨팅 성능 (유선 헤드셋, 설치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VR 기기)
- 통신 성능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무리가 있는 지연과 속도)
- 무겁고 불편한 헤드셋과 배터리 이슈
- 다양한 컨텐츠의 부재

아이디어 배경



영상 시장

NETFLIX $15B (2019)
amazon Prime $6B (2019)
- Apple TV+
- Disney +
- Youtube
- HBO max
- Hulu

그 외 시장

- 게임
- 관광
- 교육
- 모빌리티
- 헬스케어

아이디어 배경



4G와 비디오 컨텐츠의 르네상스는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함
- 유튜브 크리에터들과 스트리머들이 스마트폰을 통하여 영상을 제작하며 컨텐츠의 다양화를 이끌어냄

5G는 VR 컨텐츠와 비슷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 B2C 마켓의 잠재력
- 이를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보유한 장비를 통해 컨텐츠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어야 함

아이디어 배경



360 카메라로 촬영된 VR 컨텐츠  수동적인 360 주변 뷰

3D 디지털 모델링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사물과 교감이 가능함
But, 가상 3D 환경 모델링은 인력과 값비싼 기술들이 필요함

아이디어 개요



능동 컨텐츠를 위해서는
1. 하나하나 오브젝트를 모델링 하는 방법 (인력 소모)
2. LiDAR와 카메라를 통하여 구현하는 방법이 있음

아이디어 개요



최근 발표된 iPhone12와 iPad Pro 4세대에는 LiDAR 센서가 탑재됨
 모바일 기기 (즉, 스마트폰 혹은 테블릿 PC)를 통해 사용자가 VR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음

사용자 친화적인 스캐닝 기술과 VR 플랫폼 importing 기술로 일반 사용자의 컨텐츠 제작 진입 장벽
을 낮출 필요가 있음

본 사업 과제에서는, iPad 혹은 값싼 LiDAR 장비를 통하여 공간을 스캔하고 스캐닝한 결과를 VR 플랫
폼에 넣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아이디어 개요



- 일반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들이 창의적인 컨텐츠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함
- 컨텐츠 생산자가 증가하고, 소비자가 증가하며, VR 컨텐츠 유통 플랫폼 (즉, VR YouTube)가 나타남
- 점차 다가오고 있는 기술적인 요소들 (컴퓨팅, 통신, 헤드셋, 배터리 등)의 해결과 맞물려 VR 시대
와 성공적인 B2C 5G 시장의 기회가 열림

- 시공간의 제약을 해결하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이 이루어짐

특징 및 장점



- ~10.31: 관련 연구 및 산업 조사, 관련 장비 구매
- ~11.15: 기술 개발 및 프로젝트 1차 제작
- ~11.20: 프로젝트 보완 및 2차 제작
- ~11.25: 예선 동영상 촬영
- ~12.8: 결선 대비 발표 자료 작성 및 3차 제작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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