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소개서



WHO

WE ARE?



“리얼위드의확장현실(XR)기술을 통해

전세계 사람들에게 보다 재밌고 흥미로운 세계를 보여 주겠습니다”

VISION



VR/AR 2.0 ?  XR(Extended Reality) 이란?



People in

CEO & PD  황영진
PD & 프로그래머 정상철

영업실장곽승호 최현호 그래픽아티스트 박선화

그래픽아티스트

곽현주

프로그래머 이창현



“ 빠르게 성장하는 리얼위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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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8



확장현실(AR/VR/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교육 및 게임 콘텐츠 개발사

REALWITH is
•

•



OUR SOLUTION



•

•

•

•

“ 2018년 이러닝 우수기업 최우수상 수상 ! ”

1. X-MES 



리얼위드 뷰어 설명서 다른 사업 분야 제시

2. 리얼위드 뷰어 솔루션



RARA(Realwith Active Reality Area)는 ‘확장현실기술을 적용한

현실기반게임형 교육시스템’이라는뜻을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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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 RARA 



▶ RARA 진행 시나리오 이미지



OUR CHARACTER IP



Nosycat and friends!

캐릭터 소개

노지캣 (Nosycat)

쫀득한 치즈케이크 노지캣!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에요

빨간 코는 과격한 성격 때문이라고 하네요!

푸그 (Poog)

푹신한 복숭아 케이크 푸그!

배가 부르면 갑자기 똑똑 해지는 놀라운 친구랍니다!

하지만 아직 똑똑해져 본 적이 없는 건 비밀이에요...

롤리 (Loly)

말랑한 딸기 케이크 롤리!

항상 밝고 애교가 넘치는 행복한 강아지입니다. 

하지만 화나면 과격하게 변한다는 소문이...

래시몽 (Rashmong)

부드러운 티라미슈 래시몽!

언제나 발명품을 만들어 노지캣을 도와줘요.

하지만 언제나 나사를 하나 빼먹곤 하죠.



OUR CONTENTS



“ 2018 KOCCA 스타트업리그 원장상 수상! ”

▶ 노지캣과함께영어동화책을읽을 수있습니다.

▶ 캐릭터가아이와대화하고 소통할수 있습니다.

“ 영어 전문 강사진의 교육 노하우가 더해진 교재 ”

연계 APP

1. 신개념 영어교육 하이 잉글리시 XR!



▶ 학교, 학원 등 단체수업이가능합니다.

▶ VR, AR, AI로다양한체험을 할 수있습니다.



지구에는 7개의 대륙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감탄문의 형식을 익혀보아요! 2형식의 문장을 익혀보아요!

- 하이 잉글리시 XR 시리즈!



노지캣친구들과함께떠나는힐링 여행!

“ 색채심리 전문가의 노하우 ”

연계 도서

2. 색채심리 마인드 컬러링 AR + XR(앱)

(앱)



▶색칠을 끝내고 어플로 비추는 순간! 생동감 있는 AR 캐릭터가 나옵니다.



▶ 색채심리를 알아볼 수 있어요!!



잭과 콩나무의 내용을 자사 캐릭터 IP를 활용하여 재구성한 캐쥬얼 액션게임!

노지캣과 친구들과 함께 잎을 점프해 내려가는 흥미진진한 모험을 통해

화려한 콤보 이펙트 등 짧은 시간에 즐기는 손쉬운 컨트롤의 게임.

-장르 : 캐쥬얼

-컨셉 : 대중성 / 순간적인 판단력 / 긴장감 강화

-게임엔진 : UNITY 3D

-플랫폼: Android / iOS

-이용자등급 : 전체이용가

- 1억 다운로드가 넘는 <Helix jump>를 오마주 하여 기존의 문제점인

게임 중 과도한 광고와 게임 흐름의 끊어짐을 개선했습니다.

- <Helix jump>의 보장받은 게임성과 퀘스트와 캐릭터IP를 활용한

개성 넘치는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3. 노지와 콩나무 (Nosy and the Beanstalk)



• 콩나무와 잎사귀로 구성된 미로에서 장애물을 건드리지 않고
점수를 쌓으며 내려가는 게임입니다.

• 코인을 모아 제한된 MAP을 해제하여 더 많은 추가 점수를 얻으며

경쟁하는 게임입니다.

• 친숙한 UI/UX를 기반으로, 게임성이 입증된 새로운 방식의 게임을

유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방치형 재화 습득 콘텐츠로 지속적인 성장
및 재접속 유도



OUR GOAL



목표시장현황



사업화 단계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제품 양산 준비

• X-MES 기반 “Hi Edu XR” 사회, 과학 콘텐츠
(경기콘텐츠진흥원 AR/VR 오디션 수상을 통해 개발 중)

• 멀티 MR 게임 스포츠 “RAS”

• AR 색채심리 컬러링 마인드컬러링AR
1, 2권 제품 판매 중

• X-MES 기반 “Hi English XR” 영어교육 콘텐츠
(벤처창업 혁신조달 상품으로 벤처나라 등록)

• X-MES 기반 관광, 여행 콘텐츠 “Hi Explorer XR”



-

매출전망



contact@realwith.com

070-4066-1322

070-8250-1322FAX

CONTACT US

“We just help you imag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