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월드
모두의 놀이터
세상은 거대한 놀이터이고,
우리는 모두는 크리에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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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제안배경
언택트형 경험 콘텐츠 리얼월드 제안

MZ세대의 특성에 맞게 경험으로 공간을 흥미로운 미션과 스토리로 경험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함
일반 대중이 쉽게 동참하고 오프라인에서 참여하여 지표화 할 수 있는 경험형 솔루션에 대한 니즈 증가

01 리얼월드 제안 배경

경험형 콘텐츠에 대한 니즈 폭발

경험형 콘텐츠에 대한 니즈 대중화
MZ Generation ▶ 단순 메세지 전달 체험보다 스마트한 실감기술로 직접 주인공이 되는 경험 콘텐츠에 대한 니즈 증가

*기존의 스팟성 일회성 이벤트나 행사
*개별로 실감기술을 사용한 스마트한 경험에 열광함

유투브 세대라 불리는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관람형 수동적 체험에서 벗어나 스마트 실감기술을 기반으로 한 몰입경험에 열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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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형 여가활동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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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형 여가활동 성장
실감기술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몰입 경험 각광
안전하게 + 비대면 + 개별로, 디지털 실감기술을 기반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반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유동유발형 콘텐츠는 부족한 상태

코로나19 이후 개별로 언택트로

언택트 장소 각광

스마트 기술 기반 개별로 안전하게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은 오히려 새로운 형식의
언택트형 실감기술형 콘텐츠를 찾고 즐기는
새로운 문화현상이 대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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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솔루션 소개
몰입경험 플랫폼, 리얼월드 솔루션 소개

모두의 놀이터, 리얼월드

리얼월드의 특징 및 장점

성공사례

몰입경험 플랫폼, 리얼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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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를 소개합니다
세상의 모든 평범한 일상과 공간들이 흥미진진한 모험과 재미가 펼쳐지는 곳으로 변모되는 지점의 이름

New Urban Entertainment

도시는 물론 전 세계의 도시 구석구석을 탐험하는

세상은 거대한 놀이터이며 우리 모두는 플레이어입니다. 리얼월드는 내가 있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얼반 엔터테인먼트

모든 곳을 짜릿한 모험과 재미가 펼쳐지는 특별한 곳으로 눈을 뜨게 만듭니다.

Immersive Interaction Solution

다양한 실감기술이 결합되어
플레이어의 몰입감을 증폭시키는

AR, GPS, NFC, 전화, 챗봇 등 IoT 등 리얼월드가 지원하는 실감기술이
스토리와 결합되어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몰입 경험을 선사합니다.

인터랙션 시스템
Transmedia Storytelling Platform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펼쳐진 스토리들을 선택,

미래형 스토리텔링 플랫폼

내가 직접 주인공이 되어 풀어가는 진정한 자기주도형 경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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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경험 플랫폼, 리얼월드

평범한 일상을 모험의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특별한 경험
리얼월드는 추상적인 개념의 경험을 ‘진짜 경험’으로 손에 담아내고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플랫폼입니다

Realworld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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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새롭게 경험하고 탐색하는 솔루션
공간과 도시를 탐험하는 완벽히 새로운 형태의 urban entertainment
평범한 공간을 특별하게,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직접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27개 지역+
서울 동대문• 광화문•경복궁 •정동•중구
을지로 • 종로3가 • 대학로 • 성수
송파 • 광진구
인천 개항장 • 월미도
수원 화성
충북 음성
전북 전주 한옥마을 • 충경로 • 남원 광한루원
강원 강원도 웰니스•원도심
대구 향촌문화관
전남 담양군
울산 태화강
부산 초량•영도• 광안리
중국 상해
리얼월드 클래식+ 콘텐츠 ‘라스트콜렉션’ (동대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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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의 특징 및 장점

2030 MZ실감세대라 주목하는 콘텐츠

콘텐츠와 여가문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2030세대가 리얼월드의 코어팬덤을 형성.
(코어팬덤의 46.5%는 한달 평균 여가 비용을 15만원 이상 지출하는 구매력 있는 집단)
특히 자발적 바이럴을 형성하는 여성이 코어팬덤의 7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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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실감기술과 인터랙티브를 스토리에 접목
• AR, 360VR, GPS, 챗봇, 전화 송수신, NFC 근접인식 등 최신의 초실감기술을 지원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체험 솔루션
• 인벤토리 기능으로 게임을 전개하는데 있어 필요한 가상 아이템 사용은 물론 할인/제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응용 가능

Motion
Detection

360VR

AR 기능

동작 인식

WebView

전화 및 챗봇 기능

360VR

NFC태그 (보물찾기)

인벤토리로 제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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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able and Sustainable
다양하고 폭넓은 콘텐츠 스케일과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

클래식 플러스

클래식

특정 장소에 가서 앱과 키트를 사용하여
즐길 수 있는 게임

특정 장소에 가서 앱으로만
즐길 수 있는 게임

콘텐츠
오퍼레이팅
시스템
현장
설치물
최소화

모바일
언제 어디서나 앱만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

운영 인력
개입
최소화

인터랙션
언제 어디서나 앱/게임 키트 등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

소규모 모바일 타입에서부터 도시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클래식/클래식 플러스 타입,
앱/웹/미션키트를 넘나드는 인터랙션 타입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험의 목적과 스케일에 따라 다양한 플레이 환경 지원이 가능함.
또한 운영 인력의 개입이 없거나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상대적 비용절감 또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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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실감기술 기반 콘텐츠

신개념

최고의 기술기반

참여자

체험형 콘텐츠

몰입 경험

주도 프로그램

• 단순히 보고 듣기만 하는 행위를 넘어

•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 리얼월드는 참여자가 스스로 무언가를

참여자가 직접 콘텐츠의 이야기 속으로

해당 브랜드의 공간이나 상품을 사용해보기도

해결하거나, 답을 찾게 하는 등 능동적으로

들어가 몰입하게 만드는 솔루션.

하고, 스스로 이야기를 탐험하는 과정을 통해

행동을 해야지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브랜드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 리얼월드에서는 참여자가 관객이 아닌
적극적인 문제해결자이자 이야기 속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자신이 경험한 것은 쉽게 잊을 수 없는
인지구조를 고려한 신개념 콘텐츠.

수 있게 됨.
• 참여자에게 브랜드에 대한 밀도 높은

• 이런 설계 구조는 곧 참여자의 문제해결
욕구와 성취감을 자극해 정서적 몰입을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일방적인 광고나

이끌어내고,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다른

정보전달보다 더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캠페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계기를 만들어 줌.

바이럴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12

성공사례

02 리얼월드 솔루션 소개

다양한 성공사례로 검증된 리얼월드!

<작전명, 소원>
역사를 체험으로 알게 하다!
• 핵심포인트: 수동적 역사공부를 능동적
역사체험으로 구현해낸 프로젝트. 많은 국민들이
독립운동의주인공이 되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냈던 캠페인.
• 참여인원: 약 53,000명 이상

• 핵심포인트: 일방적인 광고 노출 형태의 프로그램
예고방식에서 벗어나,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시즌2 예고 프로모션을 만들어냄.
• 참여인원: 약 35,156명 이상
• 진행기간: 19.02.25.~19.03.17. (약 1개월)

• 진행기간: 19.04.05.~19.06.10. (약 2개월)
• 1.44%
프로젝트 만족도 4.84%
평가

<tvN 대탈출 시즌2 프로모션>
시청자가 대탈출의 '제7의 멤버’가 되다!

1.76%

98.56%

95.15%

98.24%

<만족도>

<몰입도>

<추천도>

• 프로젝트 평가
• <대탈출2>의 제7의 멤버를 찾는 컨셉으로
진행한 대규모 프로모션
• <대탈출1>과 연계된 퀴즈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전
시즌의 복습 유도, VOD 구매율 상승 및 바이럴
• 콘텐츠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통해 몰입감 상승

<THE LOST FINALE>
동대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다!
• 핵심포인트: 관심이 없던 사람에겐 별로 특별하지
않았던 동대문에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덧입혀 완전
새로운 관점으로 그곳을 체험하게 만들었던 캠페인.
• 참여인원: 약 5,272명 이상
• 진행기간: 19.09.27.~19.11.10. (약 1.5개월)
• 프로젝트 만족도 평가
9%

3%

3%

97%

91%

97%

<만족도>

<몰입도>

<추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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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공사례로 검증된 리얼월드!

• 핵심포인트: 나와는 상관없어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기업의 가치를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녹여내어
거부감 없이 그 의미를 체험하게 만들어냄.
• 참여인원: 약 30,000명 이상 (서울/부산/전주)
• 진행기간: 18.07.21.~18.10.09. (약 3개월)
• 프로젝트 평가
- 거대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서울/전주/부산
거점도시에서 각각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트릴로지
방식 게임을 통해 교보생명 기업가치를 자연스럽게
녹여냄.
- 참여자가 스스로 이야기를 완성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한 국내 최대 규모 도심형 롤플레잉.

<미라클>
잊혀졌던 영화관, 경험의 성지로 만들다!

• 핵심포인트: 극장 전체를 활용한 미션을 통해
참여자에게 극장 전체를 둘러볼 수 있도록 유도함.
게임을 완료 후 예매권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사용자가 게임 완료 후 영화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진행기간: 상시 운영 중
• 프로젝트 평가
서울극장을 무대로 펼쳐지는 스토리 전개를 통해
기성세대에겐 잊혀졌던 추억 속의 장소를 다시
둘러보게 하고, 2030에겐 을지로에 숨겨진 새로운
장소를 찾는 재미를 제공

<닥터 H의 비밀노트>
살아있는 박물관, 체험하는 박물관을 만들다!
• 핵심포인트: 고리타분한 박물관에서 재미있고
신선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킴. 상설전시 공간을
활용하여
상시 체험 가능한 박물관 대표 프로그램으로 안착.
• 진행기간: 상시 운영 중
• 프로젝트 만족도 평가
- 콘텐츠 만족도: 4.77점 (5점 만점)
- 관람 이해 도움 여부: 4.5점 (5점 만점)
- 박물관 호감도 38% 상승
5

3.43

4.72

체험 전

체험 후

호감도

<태양단의 비밀>
기업의 가치를 경험 콘텐츠로 녹여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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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특장점
몰입경험 플랫폼, 리얼월드 솔루션 소개

기대효과

제작 프로세스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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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기술 기반의 스마트 관광•경험 콘텐츠
AR, Chatbot, GPS, Photo frame 등 스마트 실감기술로 진짜 살아있는 공간을 경험하게 만들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경험형 콘텐츠]로 재탄생 → 강력한 바이럴 효과
실감기술 기반 강력한 경험 콘텐츠로 집객 효과 강화 → 매출 활성화
단순 체험형 스팟성 일회성 이벤트
단순
체험

참여
부족

일회성

바이럴
미비

실감기술 기반 스토리를 직접 체험하는, 리얼월드

+

오프라인의
몰입경험
제공

+

게임
퀘스트
몰입도 증가

+

앱
최신
실감기술

장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세지를 흥미로운 스토리로 재구성하여
AR Chat bot등 최신 스마트 실감기술 기반
몰입형 경험 게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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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강화형 메타버스 플랫폼 리얼월드
현실 공간 전체에 가상의 세계가 덧입혀져 흥미진진한 경험의 세계를 펼칩니다

Augmentation
일상의 디지털화
(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등)

실제 세계를
디지털화시킴
(예:구글어스)

가상 세계속에서의
커뮤니티
(예:로블럭스,제페토,
마인크래프트)

Intimate

현실세계의
경험을 강화
(예: 포멧몬고,
리얼월드)

External

14억+
전세대

2-4억명
MZ세대

Simulation
메타버스 4분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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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안전하게 즐기는 관광 프로그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실감기술 기반 안전하게 개별 비대면으로 즐기는 신개념 여행
- 공간의 손상을 가하지 않으며 비대면 방식의 경험으로 지속가능하며 안전한 코로나 대응형 프로그램
- MZ 세대의 참여 촉진을 통한 강력한 바이럴 효과와 가족 친화영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

가족형

• 자녀와 함께 안전하고 유쾌하게 즐기는
가족친화형 콘텐츠
• 관광지를 즐기며 문화체험과
상권 활성화의 두마리 토끼를 잡아냄

MZ+친구

• 실감세대에 특화된 감성스토리를 내재화하여

웰니스형

• 경험하는 역사와 문학, 지역을

프로그램의 의미와 가치가 브랜딩으로

경험하며 느끼는 발견의 기쁨을 선사하는

잘 연결되도록 구성

이색 웰니스 콘텐츠로 자리매김

• 포토스팟과 바이럴 포인트를 고려한 지점이
될 수 있도록 공간 지정과 미션을 구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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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제작 프로세스
클라이언트
니즈 파악

기획 제안 및 논의를 통해
장소 및 스토리 확정

공간과 인터랙션하는
미션 개발

현장기반으로 한
시나리오-퀘스트 플로우 설계

협의

02
현장조사&
시나리오 개발

03
오프라인연계
미션 개발

04
미션
플로우 설계

08

07

오픈

베타테스트

06
플랫폼(앱)
디자인 및 세팅

05
플랫폼(앱)
기획

앱 디자인 및 세팅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01

앱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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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인 콘텐츠 관리 및 고객 대응 체제 구축
게임 콘텐츠 개선/수정 사항 즉시 반영, 고객이 사용하는 다양한 소통 채널로 실시간 대응, 시스템 장애시 전화 및 업무 채널 즉시 공유
게임 콘텐츠의 수정사항 발생시 콘텐츠관리 화면에서
즉시 수정할 수 있고 리얼타임으로 반영시킬 수 있음

콜센터, 카카오상담, SNS, 커뮤니티 를 통한 후기 및 도움요청, 앱 오류 보고 등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을 지원하는 다양한 채널 상시 운영

고객에게 1:1은 물론 전체 앱 푸시 통보 가능

시스템 장애 발생시 협업도구에 즉시 통보 및 관리자에게 전화 리포팅 체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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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리포팅 수행
- 리얼월드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으로 사용자 참여 추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리포팅 실시
- 미션 수행시 장애 구간 파악과 구간별 참여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콘텐츠 밸런스 조정

시간단위 및 흐름에 따른 이용자 참여 행태 리포팅

사용자 경험시간 모니터링 제공

미션 구간의 참여 상황 확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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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및 바이럴 전략
타겟에 따른 광고 마케팅 집행. 외부 홍보 및 마케팅 솔루션 활용 (후기가 있어야 참여가 늘기 때문에 콘텐츠 공개 직후부터)
UAC 광고 집행을 통해 최적 타겟 광고

1)3종 콘텐츠 관련 연령,관심 등 다양한 키워드
지정 및 이미지/영상을 제작하여 광고 학습을
통한 최적 대상 분류
2) 분류에 따른 개별 콘텐츠 집중 광고 전략

커뮤니티형 카페에 비광고성 참여유도
및 체험 후기 업로드
SNS광고보다 훨씬 강력한 마케팅 채널로
리얼월드만의 커뮤니티 특성을 활용가능

보도기사, 제휴, SNS (인스타/블로그등),
검색엔진 광고
인스타/페이스북/블로그 광고 집행
검색엔진 키워드 광고 집행
다수의 보도기사 작성 및 노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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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정량지표를 상시수집, 지속운영 및 유지에 반영
- 게임종료 미션으로 게임 만족도 평가 미션 제공
- 인구통계학적 정보/동반자/콘텐츠 만족도/몰입도/게임 후 지역에 대한 이미지 변화/추천도/
- 체류시간/체류시간 동안 사용 비용 등 콘텐츠 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 수집
- 참여자 미션 수행 및 이동 행태에 대한 정량 지표를 시스템 리포팅 데이터로 수집
- 운영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기 위한 지표로 활용가능

<예시>
작전명소원
(서울 정동길 배경)
운영지표 요약:
5만 3천명,
1만 5천보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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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세상이 당면한 문제를 유니크굿하게 해결하는 솔루션 기업, 유니크굿컴퍼니

회사 소개 및 연혁

조직구성

레퍼런스

04 유니크굿컴퍼니 소개

회사 소개 및 연혁

회사 소개 및 연혁
관광 및 체험형 액티비티 분야 국내 선도 관광벤처기업
도시재생 및 지역 임팩트 모델로 국제적 평가
• 2021.02 시리즈A 투자 유치.
• 2020.11 Draper University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3위 수상
• 2019.11 오사카-한국 혁신포럼 ‘OIH’ Award 수상
• 2019.06 대통령 순방 북유럽 경제 사절단 동행기업 선정

관광 및 뉴액비비티 여가 분야 국내 대표 플랫폼으로 성장
• 2019.12 올해의 관광벤처 최우수기업
• 2019.12 한국관광공사 올해의 관광벤처 최우수상
• 2019.11 벤처창업진흥유공포상 중기부 장관상
• 2019.05 서울-관광스타트업 대상
• 2018.12 올해의 (예비)관광벤처 최우수상
• 2017.10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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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및 연혁

조직 및 인력 구성
스토리-디자인-플랫폼개발-운영까지 모두 갖춘 체험형 스토리텔링 개발 전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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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레퍼런스 보유
여행•기업•부동산 Industry Portfolio

여행•관광

기업•마케팅

부동산•도시재생

Experience
Industry

스마트 관광
도시 탐험
실감기술 접목
MZ세대 체험

기업 브랜디드 콘텐츠
브랜드 확산
집객 프로모션
고객 참여형 마케팅

젊은 세대의 집객
장소의 바이럴 홍보
공간-콘텐츠 시너지
콘텐츠 중심 도시재생

경험형 액티비티
스마트기술 기반 여행
경험형 콘텐츠

경험의 시대,
리얼월드와 함께하세요.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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