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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1-1 일반 현황

주식회사 에스티피플 법인설립

벤처기업 인증

인터넷 마케팅 특허 등록

기술보증협회 우수기업 선정

스마트 홈쇼핑 특허 등록

네이버 V 앱 콘텐츠 기획 제작

유튜브, 브라이트코브 라이브 협력사

VR 영화 1인칭 리그 개발

국내 최초 VR 상업영화 제작

VR 영화관 특허 출원

현대자동차 모토쇼 VR LIVE

화이자제약 5원방송 LIVE

LG U+ 세계3쿠션 대회 VR  LIVE

삼성전자 CES 제품 런칭 행사 생중계

MCM  영국 패션쇼 LIVE

신세계 뷰티 샵 프로모션 기획 및 제작

LG U+ 프로야구 VR 5G 기획 및 제작

VR 무선 실시간 전송 기술 개발

막스마라 DDP 전시 VR 제작

LG U+ 5G 전시관 VR 전시관 기획

EBS 교육 콘텐츠 VR 제작

청담 VR전용 영화관 오픈



1-1 일반 현황



1-1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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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술



초고화질과 고화질의 차이 5G 차별화전략과 OTT (TV)서비스위해원본제작뿐만아니라라이브콘텐츠도
4K 제작이필요한시점이도래하였습니다.  에스티피플은모든장비를 4K 시스템으로업데이트하였고현재 8K
라이브서비스도프로야구의경우하고있습니다.



화질과선명도의차이 HDR(색농도) 서비스를타사플랫폼보다고화질서비스를진행할수있습니다. 향후콘텐츠활용을
위해서도 4K 해상도촬영으로콘텐츠를저장해야합니다.



차세대기술을위해 8K 라이브(국내유일)서비스멀티뷰싱크제너레이터시스템을보유하고있습니다.

8K LIVE 시스템 공연 멀티캠 시스템



모바일에서도확인할수있는화질의차이 4K 라이브를통해유튜브, 페이스북에라이브할수있습니다.

HD UHD



* 4K LIVE 구성도

1CAM

2CAM

3CAM

4CAM

N-스크림

4K 인코더

스트리밍 서버

UHD, HD 동시 송출 가능

2160 60P

2160 30P

4K 자막기



* 5G 구성도



* 4K LIVE 구성도

1CAM

2CAM

3CAM

4CAM

N-스크림

4K 인코더

스트리밍 서버

UHD, HD 동시 송출 가능

2160 60P

2160 30P

4K 자막기



2-1 보유기술

<시제품 테스트 화면>

<개발도면>

1인칭 VR 촬영장비



2-2 보유기술

<VR 실시간 5G LIVE 기술>

실시간 스티칭 4K 라이브 장비



2-3 보유기술

VRLSE 시스템
: Virtual Reality Live Stitching Encoder

VR 카메라 없이 ENG 카메라에 언안렌즈 (180도)
활용하여 화면분할과 CG를 통해 실시간 스테칭 하는 시스템



2-4 보유기술

3D VR IN MOTION 기법
: 기존 VR과 달리 피사체를 돌려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법 다양한 각도를 촬영하는 대신 상중하 위치에서 촬영

피사체 자체가 돌면서 360영상을 제작후 UI 통해 구현

https://www.facebook.com/digitalwalkerstore/videos/1622779887802379/

https://www.facebook.com/digitalwalkerstore/videos/1622779887802379/


2-5 보유기술

3D VR IN MOTION 기법
: 회전 방식의 VR 촬영 기법

크레인을 통해 모터로 피사체를 일정한 속도로 회전 하는
방식에 촬영기법

https://www.facebook.com/radiantimagesinc/videos/2102026249824629/

https://www.facebook.com/radiantimagesinc/videos/2102026249824629/


2-6 보유기술

<다중 인코딩 기술를 통한 멀티 트랙 전송>일반영상 VR영상 멀티캠으로 전송하는 기술



2-7 보유기술

<골프 중계를 위한 이동형 VR 시스템>

무선 기술을 통해 TX –RX 실시간 VR 전송기술



2-8 보유기술

<1인용 VR 전용 특허등록>

3D 음향과 VR 회전형 어트랙션 영화관

<1인용 VR 전용 시연장면>



2-9 개발기술

12G 4K 중계용 라이브 시스템 개발

<스포츠 중계용 VR 라이브 시스템>



2-10 보유기술

2인용 VR 전용 영화관 개발

<청담동 VR 영화관>



2-11 보유기술

VR 전용 클라우드 콘서트 개발

<VR 전용 콘서트 무대 설계>

<카메라 커버하는 각도>



2-12 보유기술

VR 영화제 페스티벌 개발

<제 1회 VR 페스티벌>



2-13 보유기술

한국 마사회 ICT VR 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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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제작레퍼런스



2017 프로야구

3-1. VR 제작 레퍼런스



2016 모토쇼

3-2. VR 제작 레퍼런스



2017 세계당구대회

3-3. VR 제작 레퍼런스



막스마라 DDP VR 전시

3-4. VR 제작 레퍼런스



유아 콘텐츠 VR제작

3-5. VR 제작 레퍼런스



문의 : stpeopleshare@gmail.com    전화 02-546-0107   정우성 대표 010-9186-6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