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me Developer



조직구조도

TEAM

CEO

Business

Develop 1 Develop 2 Develop 3



KEYWORD

글로벌 IP

다양한플랫폼
프로젝트팀

구성

프로젝트별 팀 구성
개발 3개팀구성
빠른대응, 안정적인개발프로세스

글로벌 IP활용
글로벌충성유저확보

MOBILE, VR
멀티개발로시장변화대응



게임 소개 ≪Final Warrior≫

-로봇시뮬레이터탑승형VR 게임
-미래컨셉의로봇대전으로개인유저를타겟으로한FPS 게임

VR PROJECTS



- 로봇 탑승형 VR FPS 

- 1인칭 VR FPS, 공격&특수모드 스테이지 5종

- 공중부양 모드를 통해 지상전, 공중전이 가능한 FPS 

- 현재 개발완료 및 업데이트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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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개 ≪Herobot: 2Eye’s Monster≫

-투아이즈몬스터 IP로만든VR FPS 게임 (이지모드/하드모드)
-시뮬레이터체험형VR로생생한액션과타격감손맛을즐길수있는게임

VR PROJECTS



- 시뮬레이터 체험형 VR FPS 

- 구출&섬멸모드, 특수생존 모드 (어린이용 이지모드/하드모드)

- 유저는 히어로봇을 타고 분열 된 바이러스들을 물리치고, 
동시에 감염 된 투아이즈 친구를 백신으로 구해줘야 합니다.

- 2020년 11월 말 상용화 버전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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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개 ≪넛잡 VR : NUTJOB VR≫

-글로벌파워IP 애니메이션 <넛잡>으로만든VR 액션아케이드게임
-원작IP의스토리와매력포인트를가져와기존팬층흡수가능

VR PROJECTS



- 흥행수익: 16,000만 달러 (한화 195억 원)

- 북미 박스오피스 2위, 중국 쑤닝그룹에서 341억 규모의 투자유치

- <넛잡1,2>출연진: 리암니슨, 성룡, 싸이 등 출연

- 넷플릭스 공급계약 체결,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통해 DVD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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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흥행작 <넛잡>으로 만드는 액션, 아케이드 VR

- 싱글모드(스토리), 멀티모드(실시간 대전모드) 존재

- 유저는 주인공 다람쥐 설리가 되어 친구인 버디와 함께 땅콩을
얻기 위해 모험을 떠납니다. 고층 전선줄을 건너거나 타임어택
과녁 게임 등 직접 몸을 써야하는 아케이드 게임으로 구성됩니다.

- 2020년 12월 말 상용화 개발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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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임채무씨의 강력한 방송 홍보 효과

UNIZ VR PARK



UNIZ VR PARK



- 사이버 멀미를 저감시키는 VR FPS 기술력 보유

공인인증기관 실증테스트를 통해 검증받은 기술력

B2C에서 SSQ(멀미진단) 설문조사로 정성적 결과도 확인

- 사이버 멀미 저감 관련 특허기술 2종 출원

VR어지러움 증상을 저감시키는 VR콘텐츠 제공시스템

회전형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어지러움증 개선용 VR제공 시스템

Technology



지식재산권명 출원인 출원/등록번호

①데이터용량압축모듈을구비하는VR구현장치 ㈜유니즈소프트 1020160162168

② 3차원가상현실콘텐츠구현시스템및콘텐츠구현방법 ㈜유니즈소프트 1020160162175

③반응속도가향상되도록타격감유닛을구비한가상현실 1인칭슈팅게임 ㈜유니즈소프트 1020170139127

④타격감개선시스템을이용한 1인칭슈팅게임방법 ㈜유니즈소프트 1020170139114

⑤웨어러블 센서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게임추천 시스템 ㈜유니즈소프트 1020180135140

⑥모바일컨텐츠 제공시스템 및제공방법 ㈜유니즈소프트 1020020016617

⑦오버레이기반 큐알코드를 이용한 증강현실서비스시스템 ㈜유니즈소프트 1020140162648

⑧콜백URL을 이용한 온라인 구매행위의 인증방법 ㈜유니즈소프트 1020010068710

⑨인공지능기반의 음성학습을 통한게임음향 재생시스템 ㈜유니즈소프트 1020180142419

⑩큐알코드 큐브를 이용한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 ㈜유니즈소프트 1020140162647

⑪회전형시뮬레이터를이용한어지러움증개선용VR제공시스템 ㈜유니즈소프트 1020190154071

⑫ VR어지러움증상을저감시키는 VR콘텐츠제공시스템 ㈜유니즈소프트 1020190150566

- 특허 7종 출원, 특허 5종 등록 (총 12종 지식재산권 보유)

타격감 개선 및 반응속도 기술 등 특허보유

자체 보유 기술과 특허기술 도입하여 인게임 내 몰입감 최대화

- 자체 보유기술로 효율적인 개발 진행

- 숙련된 개발자들로 구성되어 개발 이슈 최소화

Technology



진취적인 해외 마케팅
APPENDIX



적극적인 전시회 참가 및 글로벌 DB확보
APPENDIX



Thank you!

Contact us: 윤요환 대표 /010-8107-2222/ yh@unizsof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