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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킹덤은

우수한 개발력으로

VR, AR, MOBILE, 온라인 등 각종

프로그램 용역과

함께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VR:K-POP Dance School]

• 체험시간 : 5~10분

• HTC Vive &  Tracker & Depth Camera

• 댄스 교육용 콘텐츠

VR기술과 영상인식 기술(Depth Camera)의 융합으로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동작을 캡처하고 가상공간에 재현하여
K-POP 댄스를 배우거나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댄스를 즐길수 있는 콘텐츠 이다.
K-POP의 군무가 핵심 콘텐츠 이다.

PORTFOLIO



[다중충돌 예방 모니터링]

• VR 환경에서 다중 사용자 모니터링 및

충돌 예방 소프트웨어

• 구성 : 모니터링 서버 & Client Developer

Package

PORTFOLIO

VR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충돌 방지를 하기위해 구현해야 하는
불편함을 간소화 하기 위해 제작된 솔루션.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한쌍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위치 및 충돌정보를 주고 받는다.



PORTFOLIO

[추리 : 배반의 교향곡]

• 체험시간 : 30~60분

• HTC Vive

• 스마일게이트 Stove 계약

미션을 통해 단서들을 획득하고
획득한 단서들을 조합하여 범인을 찾아내는

VR 콘텐츠



[방탈출 : 흑마법사의 여관]

• 체험시간 : 10~20분

• HTC Vive

• 스마일게이트 Stove, GPM 몬스터VR 납품

제시된 미션들을 진행하여
방문 열쇠를 획득하여 탈출하는

VR 콘텐츠

PORTFOLIO



PORTFOLIO

[스크린 컬링]

• 영상 인식 & Vive Tracker를 사용

• 온라인 멀티플레이 기능

• 국제룰과 게임성을 가미한 다트룰 제공



PORTFOLIO
[VR Actuator : Follome]

• VR 체험자의 HMD 위치를 추적하여 콘텐츠에

맞게 외부 자극을 주는 장치

• 설치 크기 : 3m*3m, 2.5m*2.5m 등

해더부에 에어건이 설치되어 있어
콘텐츠에 맞춰 체험자에게

압축공기를 쏘아서 가상현실에서의
현실감을 극대화 해주는 장치



PORTFOLIO

[VR 콘텐츠 저작도구]

• 다중 디바이스 통합 기능

• 원-클릭 멀티플레이 기능

• Node 기반 데이터 제어 툴 제작



PORTFOLIO
[그 외 다양한 제품]

• AR게임 – 출동!! 전파구조대

• VR게임 – 전파를 부탁해

• 반응형 웹 – Linc Plus(lincplus.jnu.ac.kr)

• IoT- 스마트 제습기

• Firmware – 광의료기 “링크해바＂

AR게임 – 출동!! 전파구조대

IoT – 스마트 제습기 Firmware – 광의료기 반응형 웹 – 전남대학교 Linc Plus

VR 게임 – 전파를 부탁해



조직도

㈜지지킹덤

대표이사

기술이사

사업기획팀 개발팀

고국희
12년 경력
전남대학교 석사

박건
6년 경력

박영아
8년 경력

김준현
6년 경력

이채헌
3년 경력

고현희
18년 경력
전남대학교 석사



회사 정보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산학협력공학관 807호

062-530-0805

010-6687-8083

0504-379-8083

ceo@ggkingdom.com

www.ggkingd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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