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창(創昌)한 창업캠프 <창업기업 아이디어톤 프로젝트>

참여기업 과제 브리프
기업명

모두의 VR

브랜드명

놀라운부동산

담당자
(문의처)

장병목 (jang2620@naver.com)

과제명

원룸, 빌라, 아파트 등 집을 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놀라운 부동산 플랫폼 이용자 유입을 위한
‘효과적인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계획 수립

■ 모두의 VR은 대구·경북지역의 VR 교육 및 행사와 주요사업인 실사 기반 VR 미디
어 콘텐츠 제작 업체로 VR 관련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자사 보유 홍보 채널로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다. 대부분
의 교육 의뢰는 블로그를 통해 이루어지며, 콘텐츠 제작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한 영업 중심의 판매가 주를 이룬다.
기업/
브랜드/ ■ 실사 기반의 VR 미디어 특성상 내·외부 장소를 잘 보여줄 수 있다는 특성상, 홍
제품 소개
보가 필요한 학교, 관공서부터 피트니스 센터, 개인 카페 등에서의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 현재 안정적인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플랫폼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놀라운
부동산’은 장소(place)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VR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판
단하고 있다.
■ 온라인 부동산 관련 플랫폼은 크게 ①중개 플랫폼과 ②정보 공유 플랫폼으로 구
분되어 있다. 업계 강자인 직방, 다방 등 대부분의 중개 플랫폼은 과포화된 시장
이고, 허위매물 수익구조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따라 허위매물 통제가 쉽지 않아
서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 이에 비해 최근 목적에 충실한 정보제공형 플랫폼(호갱노노)을 선호하는 추세다.
매물 광고를 하지 않아서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
시장
상황

■ 소비자는 실제로 제대로 된 내부 사진을 보고 싶어도 정보가 없거나, 허위매물에
속아 발품을 파는 일을 줄이기 위해 VR 콘텐츠를 선호하는 추세다.
■ VR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미 오래된 아이디어다. 직방, 다방은 콘텐츠 질이 많
이 떨어지지만, 물량과 인지도가 높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에 집뷰, 한방, YouVR,
등 다양한 업체에서 고품질의 VR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플랫폼을 내놓고 있다.
■ 공룡기업의 전국 시장 독식으로 인해 최근에는 지역기반 플랫폼을 통해 보다 전
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하는 크고 작은 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온하우스, 제
로웹, 대구방, 공실박스 등)
■ 놀라운부동산 : 대구지역 기반 정보제공형 부동산 플랫폼
■ 콘텐츠 확보 계획

- 원·투룸 (현재 매물 확보 및 콘텐츠 제작 중)
브랜드
- 추후 부동산 영업을 통해 빌라·아파트·오피스텔 매물 확보 예정
(제품 등)
상황
■ 콘텐츠 예시
- 우측 상단 3D 미니맵
- 현관, 거실, 안방 등 내부 투어 기능

(타 업체의 단순한 360 사진 기능 외에 투어 기능 및 3D 미니맵 기능 추가하여
고품질 콘텐츠 제공)

■ 올해(2018년) 말 서비스 런칭 예정
■ 최대한 기술력을 활용한 고퀄리티 부동산 정보 플랫폼으로 포지셔닝 예정
■ 현재 브랜드 인지도 제로 -> 대구지역 top
- 대구지역에서 ‘집 구경 = 놀라운부동산’
- 플랫폼 카테고리 구분 명확 必 (중개X 정보O)
- 매매가 아닌 구경하는 용도
커뮤니
케이션
목표

ex) 놀라운부동산으로 먼저 집구경하고 직방, 다방에서 중개받자!
ex) 10번 발품 팔지 말고 5번만 가자!

소비자들 이용 -> 부동산 업자들 이용
선순환 구조 구축
■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초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과제

■ 사용자 유입을 위한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 추가요청 : 가능하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이용률을 높이는 전략도 첨부할 것
■ main : 3040 직장인

타겟

■ sub : 2030 대학생, 직장인
메인은 3040 집을 구하는 직장인, 신혼부부 등이지만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사용가
능한 타겟을 새로 설정해도 무방
■ 홈페이지 : www.modoovr.com
■ 블로그 : blog.naver.com/modoovr

기타사항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MoDooV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modoov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