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구글, 자사 VR 플랫폼용 독점 콘텐츠 확보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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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
ü

구글이 수주 내로 자체 가상현실(VR) 플랫폼인 ‘Daydream’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위한 독점 콘텐츠 개발을 위해 유튜브 스타와 기타 콘텐츠 제작자들의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8월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이에 따르면, 구글은
iJustine이라 알려진 Justine Ezarik 같은 유튜브 스타들의 360도 영상 제작에 자금을 대주고
있으며, 이외 다양한 VR 콘텐츠와 앱들에 각각 수십만 달러를 투자.

ü

구글은 이미 지난 5월 연례 개발자행사인 GoogleI/O에서 Daydream용 게임과 앱들을 대거
공개한 바 있음. 동영상 플랫폼인 Hulu가 Daydream 파트너로 발표됐으며, 이외 IMAX,
NBA, 그리고 Ubisoft 같은 메이저 게임업체들도 해당 플랫폼의 지원에 나설 예정. 구글
은 자사의 Jump 360도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제작한 비디오게임에 수십만달러(high
six figures)를 투자할 예정이며, 영화 콘텐츠에는 이보다 적은 액수를 쓸 것으로 알려짐.
구글이 정확히 어느 수준의 자금을 해당 프로젝트에 사용할지는 밝혀지지 않음.

ü

Daydream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생태계를 기반으로 개발한 VR 플랫폼임. 구글의
메이저 단말업체 파트너 중 대다수가 Daydream 호환 스마트폰 개발을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구글은 해당 해드셋용 레퍼런스 디자인을 배포한 상태. Daydream은 아직 정식 출시되지 않았지만,
개발자들은 안드로이드 7.0 최신버전인 너겟(Nougat)을 통해 관련 기능을 체험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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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ü

VR이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지만, 현재 가장
주목받는 영역은 역시 몰입감을 더 늘리는 게임과 360도 동영상 서비스임. VR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단말, 플랫폼, 콘텐츠 업체들 대부분이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며,
보다 많은 개발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생태계 경쟁도 더욱 가열되는 중임.

ü

이 상황에서 새로운 VR 플랫폼인 Daydream을 발표한 구글은 초기 콘텐츠 확보를 위한
행보를 강화 중인데, 특히 직접 자금을 지원하면서 동영상과 게임에서의 독점적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하는 중임. 이미 구글은 동영상 유통 플랫폼으로서 유튜브를, 그리고 앱 유통
플랫폼으로서 플레이스 스토어를 제공 중이며, 둘 모두 각각의 영역에서 타 업체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상황임.

ü

따라서 새로운 VR 전략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다양한 업체들이 각자의 VR 플랫폼과 개발자 생태계를 강화하는 상황이기에 Daydream의
초기 안착과 빠른 유저 확보를 위한 인기 앱이나 콘텐츠를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
따라서 인기 유튜브 스타나 미디어 업체, 스포츠리그, 그리고 게임 개발사를 통해
Daydream의 경쟁력을 높여줄 독점 콘텐츠 제작지원과 유통에 나서고 있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
Daydream 유저와 개발자 생태계에서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또 다시 추가의 유저와 개발자들을
끌어들이는 선순환효과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으며, 결국 VR 시장도 구글이 장악할 가능성은
더욱 커짐.

ü

물론, 오큘러스와 소니 PlayStation VR, 그리고 HTC의 Vive 등은 모바일 VR과는 다른 차원의
이용경험을 제공하기에 이들의 시장을 장악한다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며 시장규모를 키우는
경쟁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큼. PC나 콘솔 연결형 VR 체험자는 다른 장소에서의 이용경험을 위해
모바일VR을 이용할 가능성도 크며, 모바일VR을 체험한 이용자들은 보다 강력한 이용경험을 위해
보다 고가의 VR 단말을 구입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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