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LG유플러스 ‘U+아이돌Live’ 출시
실시간으로 ‘최애’ 멤버 직캠 영상 본다

U+프로야구와 U+골프로 대용량 초고속 5G에 적합한 스포츠 중계

지리적 여건이나 학업 문제로 공개방송, 콘서트 등 오프라인 행사에

서비스를 선보인 LG유플러스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인 'U+아이

참석이 어려운 10, 20대 아이돌 팬들은 이제 현장보다 더 생생하게

돌Live'를 잇따라 출시했다.

손안에서 좋아하는 아이돌의 무대를 즐길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

3040 세대가 주로 즐기는 스포츠 중계에 이어 1020을 위한 공연

을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까지 주제를 확장하며 5G 콘텐츠 혁명을 주도하겠다는 전략

U+아이돌Live에서는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오기 전에 미리 알려주

에 따른 것이다.

는 '방송 출연 알림 받기' 기능으로 원하는 가수의 무대 출연 3분 전

LG유플러스는 1020 고객이 차세대 기술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방송을 놓치지 않고 시청할 수 있다.

도록 U+아이돌Live에 핵심 4대 기능을 탑재했다.

또 '지난 영상 다시 보기' 기능으로 좋아하는 아이돌의 영상을 놓쳤

U+아이돌Live에는 내가 좋아하는 멤버를 최대 3명까지 자유롭게

을 때, 혹은 반복해서 보고 싶을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골라 동시에 보는 '멤버별 영상' 기능이 탑재됐다.

LG유플러스는 연내 더욱 현장감 있고 생생한 공연 감상을 위해 VR

아이돌의 실시간 공연을 보면서 최애(最愛), 차애, 삼애까지 좋아하

기능을 대폭 강화한 U+아이돌Live 서비스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는 멤버별 직캠을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된 세로 화면으로 동시에

아이돌이 노래하고 춤추는 무대에서 관객석까지 360도로 회전하며

볼 수 있도록 했다.

감상하는 '2D 360 VR 영상'과 VR 기기로 눈앞에서 아이돌 공연을

TV 방송으로는 볼 수 없는 U+아이돌Live만의 멤버별 직캠 영상을

관람하는 것처럼 실감 나게 보는 '3D VR 영상'이 12월 중 추가될 예

생방송과 동시에 생생하게, 안정된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이다.

고객은 생방송 화면과 동일한 공연 전체 화면을 볼 수 있고, 좋아하

내년 5G가 상용화되면 화질, 화면 수, VR/AR 등 제공 서비스 기능

는 멤버의 직캠 영상만 선택해서 볼 수도 있다.

을 한 단계 진화시킬 방침이다 .

무엇보다 새벽까지 최애 멤버 직캠 영상이 업로드될 때까지 기다리
거나, 따로 찾아볼 필요가 없어졌다.
LG유플러스는 무대 정면, 옆면 등 각도별로 퍼포먼스와 멤버별 매력
이 새롭게 다가온다는 '덕후'의 마음을 읽었다.
U+아이돌Live에서는 무대 정면, 오른쪽/왼쪽, 뒷면에서 촬영한 '카
메라별 영상'을 독점 제공한다. 오직 U+아이돌Live에서만 볼 수 있
는 카메라별 영상으로 팬들은 내가 좋아하는 각도를 선택해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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