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360도 동영상 저작도구 기술
이준석

기술 개요
360 Video Authoring Tool Technology
Developing the technology of 360 video content editors for realistic media

Concept

Service Offering

Comparative
Advantage

■ Creating 3D Objects in a 360 Video(Panoramic) Space
■ Editing 3D Objects in a 360 Video(Panoramic) Space
■ Editing Interaction with Keyframes in the Timeline
■ Customization : User-friendly function support
- User-friendly menu customization
- Customizing the working frame of the authoring tool
■ Scalability : Extension of VR Multimedia Author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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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개념 및 구성
기술의 개념
■

VR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기술을 확장한 기술로, 360 동영상에 3D 객체
를 추가하여 상호작용을 처리하는 가상현실 콘텐츠 저작 기술

■

기반이 되는 VR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의 기능을 활용하고, 추가로 360
동영상에 사용자 시나리오에 맞는 3D 객체 추가 및 인터랙션 저작이
가능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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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념도

■

시장성

국내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되고 있는 360 동영상 콘텐츠 저작이 가능
한 VR 콘텐츠 저작 기술

■

3D 객체, 360 동영상 콘텐츠와 연결되어 동작되는 VR 디바이스와의
연동 콘텐츠 저작 가능

■

국내시장 동향 및 전망

기존 360 동영상 플레이 수준과 달리 360도 동영상과 3D 콘텐츠가
결합된 영상 콘텐츠 저작도 가능함

기술적 경쟁력

초연결통신연구소

-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39.7%로 4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
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5조원이 넘는 시장규모를 이룰 것
으로 예측되고 있음

우수성 및 차별성
■

360 동영상은 VR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VR 시장성과 함께 성장할 것
으로 사료됨

SW·콘텐츠연구소

기술의 특성 및 성능
■

경쟁기술/대체기술 동향 및 현황
■

해외기술 동향

우수성 및 차별성

■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Unity
: CG 콘텐츠 제작 가능하고 360 동영상
플레이 수준
Unreal
: CG 콘텐츠 제작 가능하고 360 동영상
플레이 수준

국내 기술 개발로, 360 동영
상과 3D 객체 결합된 인터랙
션 콘텐츠 개발 가능

해외시장 동향 및 전망
- HMD를 대표하는 VR 디바이스 시장은 2016년까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2017년 이후 VR 콘텐츠 시장이 확대되어 2020년에는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방송·미디어 연구소

기술의 특성 및 성능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국내 기술 개발로, 360 동영상과 3D 객체 결합된 인터랙션 콘텐츠
개발 가능

■

기술의 상세사양
- 360 동영상 공간에서 3D 객체 생성 기술
- 360 동영상 공간에서 3D 객체 배치 편집 기술
- 타임라인 상에서 키 프레임 단위 인터랙션 편집 기술

※ 출처 : http://www.vr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
Tractica 2015년7월 보고서

360 동영상 공간에서 3D 객체 생성 기술
360 동영상 공간에서 3D 객체 배치 편집 기술

기대효과

타임라인 상에서 키 프레임 단위 인터랙션 편집 기술

기술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표준화 및 특허

이전 기업 보유의 전문 분야를 VR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기술로 시장
개척도 가능

NO. 국가 출원번호(출원일) 상태
1

한국

명칭

■

타 분야 기업과 협력을 통한 다양한

국내 파노라믹 영상 내 객체 편집 장치
출원 및 그 방법

UGS 융합연구단

■

보유특허
2016-0062255
(2016년)

5기가 서비스 연구부문

기술이전 범위 및 내용

ICT소재부품연구소

※ 출처 : http://news.tf.co.kr/read/economy/1566482.htm,
한국 VR산업협회 준비위원회 2015년

- Unity, Unreal과 같은 제품 등이 있음

호남권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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