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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VR/AR eSports 게임 스테이지 ‘매직 아레나’
‘MAGIC ARENA’, the Next-Gen. VR/AR eSports game stage
VR eSports 경기장용 범용 설비

 VR eSports 경기를 위한 체험-녹화-연출 통합 시스템
Universal facility for VR eSports arena
 Play-record-display multipurpose system
다양한 멀티플레이 VR eSports 타이틀 구성
Consist of various multiplayer VR eSports titles

편리한 운영 시스템
 다양한 게임 운영기능 지원
 터치스크린으로 간편한 조작
 POS 시스템 연동 지원
Easy operating system
 Supports various operation functions
 Easy operation with touch screen
 Supports POS system integration

PC에 의해 제어되는 실시간 무대 연출
PC controlled real-time stage production
오픈 된 공간에서도 별도의 제약없이 저렴하고 빠른 설치
 2인 / 4인 / 8인 모듈화 구조
Low-cost & fast installation in open space
 2 / 4 / 8 players modular structure
관람객들의 몰입형 체험을 위한 VR / AR 통합 멀티플레이 시스템
 크로마키를 이용한 MR 영상 송출, CAVE 디스플레이 지원
VR / AR integrated multiplayer system for immersive experience
 supports CAVE Display, MR video output by chroma-key

Contact Information: +82 2 2060 1219 / support@realitymagiq.com
Website: http://www.realitymagiq.com

Contact Information
+82 2 2060 1219
support@realitymagiq.com

VR 아케이드에
특화된 게임 디자인
Arcade-oriented
Game Design

최고의 게임 품질

멀티플레이어 지원

State of theArt
Quality Game

Multiplayer
Support

㈜리얼리티매직(Reality MagiQ)은 15년 이상 PC온라인,

The Reality MagiQ aims to create state of the art quality

콘솔,모바일 게임을 개발해 온 베테랑 개발자들이 설립한

games to deliver hyper realistic user experiences with

VR 게임 전문 개발사 입니다. 최고품질의 VR 아케이드

highly sensitive haptic response and virtual designs.

전용 게임들과 VR 아케이드 사업장 구성을 위한 통합

We provide high quality VR e-sports game titles that are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uitable for any type of atmosphere, from small VR cafes
to larger VR theme parks.

with

멀티플레이 밀리터리 대전 VR 슈팅
Multiplayer Military VR PvP Shooter
• 글로벌 히트 FPS인 ‘스페셜포스2’의 정통 VR 후속작
• 최대 8인 대전 지원

• Military VR Shooter, based on renowned
‘Special Force’ IP

• 게임모드：데스매치，팀 데스매치，폭파미션

• PvP Competition: up to 8 players available

• 각 캐릭터마다 독특한 속성과 능력을 이용한 다양한

• Game mode: Deathmatch, Team Deathmatch,

전략적 플레이 가능
• ㈜드래곤플라이 공동 개발

Demolition
• Each character provides a variety of strategic
plays through unique attributes and abilities

VR SF 대전 슈팅 게임
Fast-paced Sci-Fi VR PvP Shooter
• VR 아케이드 환경에 최적화 된 FPS 게임

• Fast-paced sci-fi VR Shooter

• 역대 최고 수준의 화려한 그래픽 효과, 진동조끼 및
특수 총기 컨트롤러 지원

• Single-player, Co-op missions & PvP battle modes
for up to 8 players

• 싱글 플레이, 2인 협동플레이(co-op), 8인 대전(PvP)
지원

• Supports various E-Sports features

• eSports 중계기능 지원

• Supports haptic suit, gun controller and
customized LED

• CAVE 디스플레이 지원

• Supports CAVEdisplay

VR 멀티플레이 라켓 스포츠
VR Multiplayer Racket Sports
• 누구나, 쉽게, 여럿이, 승부를 즐길 수 있는 액션
스포츠 게임

• Pong-style sports game that makes you move joyfully

•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1:1 또는 2:2 구기 스포츠
게임

• Intuitive to play for all ages

• 스테이지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게임 규칙
• CAVE 디스플레이 지원

• Supports 1:1 and 2:2 match modes

• Various stages and items to tweak the game rules
• Supports CAVE display

극한의 호러 서바이벌 VR 슈팅
Hardcore Horror VR Survival Shooter
• 강렬한 공포와 긴장감을 선사하는 서바이벌
슈팅 게임
• 최고 품질의 그래픽 공간 사운드 연출에 의한
공포감 극대화
• 플레이어간 협력플레이에 의한 게임방식의
다채로운 변화

• Survival VR Shooter with intensive horror and suspense

• High quality graphics and spatial sound effects for
maximal immersion
• Multiplayer co-op support for dynamic interaction

between players

• 진동조끼 및 특수 총기 컨트롤러 지원

• Supports haptic suit, gun controller and customized LED

• CAVE 디스플레이 지원

• Supports CAVE display

VR Action Racing

VR Multiplayer Adventure Attraction

with
• 인기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IP를 활용한 VR
어드벤처 게임

• THE HAUNTED HOUSE - Fantasy adventure in the

• 아시아 히트 애니메이션 IP “또봇” 을 이용한 VR
액션 레이싱 대전 게임

• TOBOT VR - VR Action Racing game with kids’ favorite IP,

• ㈜드래곤플라이 공동 개발

world of spooky ghosts that appeared in the animation

‘TOB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