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R 콘텐츠 전문가 육성 교육사업 소개 자료
㈜아이코어이앤씨 김수현 (shkim@aicore.co.kr / 010-8758-4707)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VR 콘텐츠 전문가 육성 교육사업
ㅇ 과 정 명 : 1) VR콘텐츠 제작 과정(총 120시간)
2) VR 360영상 제작 과정(총 80시간)
ㅇ 주관기관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ㅇ 수행기관 : ㈜아이코어이앤씨
ㅇ 교육인원 : 30명 이상(2개 과정, 각 15명 이상)
ㅇ 교육대상 : 안양시 거주자, 안양시 소재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우대)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취업준비생 등
ㅇ 교육장소 : 안양창조산업진흥원(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48번길 25), 전산교육장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일자

VR콘텐츠 제작 과정

10월 23일 ~ 11월 15일

15일 120시간(매주 월~금)

VR 360영상 제작 과정

11월 1일 ~ 11월 30일

10일 80시간(매주 토, 일)

□ 취지 및 목적
ㅇ 5G 상용화 및 VR 기술의 발달, VR시장 확대에 따른 콘텐츠 수요 증가
- 다양한 산업에 융합되어 소비될 VR 콘텐츠 수요 증가 예상
분야

사례

게임/엔터테인먼트

PC/모바일/콘솔게임, 스포츠, 방송, 공연, 영화

SNS

가상공간에서의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 스페이스, 옥수수소셜VR

의료/헬스케어

건강정보제공, 홈트레이닝,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사전수술 계획

사무/제조

원격화상회의, 디자인/설계, 제조공정, 안정, 수리/관리, 테스트

광고/유통

레포츠체험, 실감형 내비게이션, 자동차계기판

국방/군사

가상 전투훈련, 전장공간에서의 전술 지원

부동산

방문 없이 직접 부동산 매물 확인

레저/Mobility

박물관/여행지/레포츠체험, 실감형 내비게이션, 자동차계기판

교육

교육학교, 가정에서 시뮬레이터 기반의 교육
(출처 : 대신증권 Research&Strategy본부)

ㅇ 관련학과 전공자 외 인문사회
·
전공의 미취업자도 전공과 융합하여 개발역량 및 취업역량 확
보, 이를 통한 부족한 VR 인력 수요 충족
ㅇ 교육기간 중 실무 프로젝트를 통한 결과물 도출과 이를 통한 VR 유관 기업체 취업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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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소개
ㅇVR콘텐츠 제작 과정 (총 120시간)
과목

소주제

교육내용

3D Unity 엔진 소개

Unity 엔진 개요

및 개발환경 구축

3D콘텐츠 제작 기본요소 이해

3D게임 캐릭터 생성

게임UI 구현 및 장비연동

특수효과 적용

AR 구현

VR 구현 및 콘텐츠 실습
VR콘텐츠
제작 과정

VR360

가상현실 콘텐츠 기획

프로젝트 구현

C#프로그래밍 기반 캐릭터 설정 컨트
롤/이펙트 적용, 몬스터 AI 생성
유니티UI활용 GameObject 정리
실행 UI 구현, PC 및 모바일 연동
게임매니저 스크립트 생성
사운드/이펙트 등 후처리 이해
AR개념 및 Vuforia SDK 소개
AR버튼 구현 및 테스트
VR구현 원리 이해, Oculus SDK 세팅
VR컨트롤러 동작, UI 제작
VR360 원리 이해
작품소개 및 타 분야 융합 사례
컨셉 기획,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설계
가상현실 스토리텔링
포트폴리오 기획 및 제작, 멘토링
포트폴리오 상호발표

발표 및 질의응답

마무리 및 질의응답

산업체

기업 실무 특강

탐방

기업 실무 현황 탐방

시간
8

8

8

8

8

16

8

8

20

4

8

비즈니스 매너
취업역량강화교육

이미지 메이킹

16

이력서, 자기소개 코칭, 모의면접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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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ㅇVR 360영상 제작 과정 (공통역량 8시간 + 직무역량 72시간 / 총 80시간)
과목

소주제

교육내용

3D Unity 엔진 소개

Unity 엔진 개요

및 개발환경 구축

3D콘텐츠 제작 기본요소 이해

3D게임 캐릭터 생성

C#프로그래밍 기반 캐릭터 설정 컨트
롤/이펙트 적용, 몬스터 AI 생성
유니티UI활용 GameObject 정리

게임UI 구현 및 장비연동
VR 구현
VR360
영상 제작
과정

실행 UI 구현, PC 및 모바일 연동
VR구현 원리 이해, Oculus SDK 세팅
VR컨트롤러 동작

시간
8
8
8
8

VR 360
VR 360 촬영장비 이해

VR 360 정의, 기본원리
작품 소개 및 타 분야 융합 사례

16

VR360
Cinematography

VR 360 콘텐츠 개요
영상촬영 및 파노라마 제작

16

포트폴리오 기획 및 제작

프로젝트 구현

멘토링
포트폴리오 상호발표

발표 및 질의응답

마무리 및 질의응답

산업체

기업 실무 특강

탐방

기업 실무 현황 탐방
계

4
4
8
80

□ 학습도구
Oculus (일체형 헤드업 디스플레이)

삼성기어 360 (VR촬영용 기기)

Unity (3D 프로그래밍)

Premiere Pro (전문 VR편집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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