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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R 주요 레퍼런스

유콘의 XR콘텐츠 분야는 AR제작 및 AR 공간정보서비스 중심으로 VR, MR, XR 콘텐츠 및 서비스 기획제작까지
기관 및 기업의 다양한 META Universe 프로젝트를 수행 및 발굴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분 TITLE TYPE CLIENT

1 인천개항장 AR 미션투어 APP <개항 TIME RUN> 개발 APP/AR/3D,2D 한국콘텐츠진흥원/인천테크노파크

2 (Lidar센서를 활용한) AR CatTower APP 기획 제작 APP/AR/3D 인천테크노파크

3 (Music share network VR) 뮤직 스피어 VR 기획제작 VR 창업진흥원

4 한국영화박물관 영화전시물 VR 촬영 및 제작 VR 한국영화박물관

5 (Digital cultural heritage) 남해안 공룡화석 AR Edu KIT AR / edu kit 문화재청 디지털문화유산팀

6 STARBUCKS 청담점 VR 촬영 및 제작 360 VR 스타벅스 코리아

7 디지털휴먼 활용 마*손 부캐선발대회 영상 제작 가상인간/3D 갤** 코퍼레이션

8 (실사+3D Mapping) Gwanghwamun Road 3D 영상 3D 서울시청

9 한* 인테리어 벽지 프로그램 APP APP 한*

10 웅진 북클럽 - 3D 실감 수학 3D 웅진씽크빅/JFLOW

※ XR명칭은AR VR MR XR 분야를통칭하는것으로사용



1. XR 콘텐츠 – Overview 영상

3D 근대 건축물 모델링 및 가상공간 맵핑

※ 클릭하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Lidar 센서 활용 cat tower  AR 시뮬레이션

디지털휴먼 활용 3D 영상 기획 제작 360도 카메라를 활용한 VR 촬영

https://youtu.be/pBmmdWWsxmw
https://youtu.be/GOqhddesQRU
https://youtu.be/TBj1IBpToiM
https://vimeo.com/420546838


** 인천 개항장 타입슬립 미션투어 앱 ‘개항 TIME RUN’ 개발 사례

• 7개의 개화기 건축물 3D 모델링 제작
• 총 21명의 인물캐릭터(역사인물+가상인물) 작화
• APP 기획 및 설계 등 프로젝트 기획 – 제작 일체 진행

• AR 네비게이션 기능 / 역사 속 인물들과 사진찍기 / 
숨겨진 아이템 찾기 기능(아이템 인벤토리) / 비주얼노벨
인터랙션 / 개화기 건축물 3D 재현 등 스마트미션투어 APP

인천개항장문화지구 內 소실, 멸실된 역사관광자원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대표장소 7곳을 AR 체험특화코스로 개발하여
7개 대표장소를 3D로 개화기 건축물size AR 구현+(건축물과 관련된) 인물과 스토리를 2D 비주얼 노벨방식 구현+미션아이템 GPS맵핑
게이미피케이션 방식적용하여 개항장 AR 스마트체험투어 APP 개발



** (Lidar센서를활용한) AR CatTower APP 기획 제작 사례

• 실제 구현 이미지
• Lidar 센서를 통한 3D 모델링 및 거리 감지 구현

• Beta 구현방식 플로우 챠트
• 멀티/싱글 선택 기능 / 도착점 설정 기능 등

Lidar 센서를 활용한 캣타워 AR 시뮬레이션 게임 콘텐츠
개발캣타워 map을 선택, 고양이가 캣타워의 도착점을 찾아가는 시뮬레이션 게임콘텐츠 기획 및 개발



** (Music share network VR) 뮤직 스피어 VR 기획제작 사례

• 3D 그래픽 구현 및 이미지 제작 일체 진행• 오큘러스 2.0 기반 음악제작공유 VR 

VR 퀘스트 내에서 음악을 제작할 수 있고, 이를 다른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음악제작공유 VR 콘텐츠.
오큘러스 퀘스트2.0 기반으로 제작. 



** 주요 XR 프로젝트 사례

2. (Digital cultural heritage) 남해안 공룡화석 AR Edu KIT

K- Digital cultural heritage - 남해안 공룡발자국 화석탐험
온/오프 블렌디드형 AR 교육KIT 기획 제작

1. 한국영화박물관 영화전시물 VR 촬영 및 제작

한국영화박물관 영화전시물 VR 제작



** 주요 XR 프로젝트 사례

스타벅스 청담점(1,000호점) VR 촬영 및 영상제작
(Insta 360)

3. STARBUCKS 청담점 VR 촬영 및 제작

Gwanghwamun Road, in SEOUL 
실사촬영한 광화문 야경을 3D로 만들어 이순신 장군, 

빌딩들이 움직이게 만든 3D 모션그래픽

4. (실사+3D Mapping) Gwanghwamun Road 3D 영상



** 3D VR 공간스캐닝 & Web 구축 샘플

※ 클릭하면 3D 공간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호텔 박물관

학교/학원 요트

https://my.matterport.com/show/?m=fUSngcKz1W7
https://my.matterport.com/show/?m=GqJs1ssRCBd
https://my.matterport.com/show/?m=RqqShXaJ1Ph
https://my.matterport.com/show/?m=eyhJnV5PTsJ


2. Web/App 주요 레퍼런스

유콘의 Web/App 콘텐츠 분야는 Website 제작 및 hybrid, Native APP 기획제작은 물론
Web/App 서비스 및 전략 설계, 3D, IoT 등을 접목한 On/Off 블렌디드형 서비스 설계를 강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분 TITLE TYPE CLIENT

1 3D SCANING 기반 국립아시아전당 3D VR 웹페이지 개발 WEB/3D VR 국립아시아전당

2 크리** 홈페이지 기획 및 개발 WEB 크리**

3 (우리아이 기질유형 진단을 위한) 기질진단 TEST APP 기획제작 APP 크리***

4 (강사와 그룹장 1:多 매칭시스템 기반) 체험학습 매칭 플랫폼 APP 창업진흥원

5 (마지막 날을 위한 오늘의 기록) 유언소셜플랫폼 망고하다 APP 나비**

6 단비뷰 –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매칭 플랫폼 WEB 한국콘텐츠진흥원

7 (동화스토리 에피소드 기반) 헨젤과 그레텔 캐쥬얼 미션 게임 app 이들 K

8 (보험설계사 매칭 기반) 올바보 app 개발 app 옥상**

9 (나스카 자동차 대회 자동차 레이싱 게임) 피트스탑레이싱 APP/게임 가방*

10 e재난 보안 프로그램 – 서울 *** 통합방제플랫폼 3D VIEW/IOT 서울***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회 3D VR Webpage  기획 제작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D VR 웹페이지 기획 및 제작
총 9명의 작가들의 야외전시회 전시물 베뉴별 3D VR 스캐닝+VR 페이지 내 영상 및 작품 정보 임베디드
드론영상 등 일체 기획제작

• 3D VR 페이지 내 마우스 워킹 관람 방식
• 각 작품베뉴별 정보태그 삽입(이동하면서 정보열람가능)

• 3D VR 콘텐츠 및 웹 페이지 개발
• 영상 및 3D VR 스캐닝을 통한 3D VR Web 전체 개발



** (우리아이 기질유형 진단을 위한) 기질 TEST APP 기획제작

우리아이 기질 유형 진단을 위한 테스트 앱 기획 제작. 
기질유형문항 등을 통한 기질유형 진단 → 놀이유형연결 → 놀이KIT 추천 서비스

• UX/UI 설계• 서비스 개발 플로우



** (강사와 그룹장 1:多 매칭시스템 기반) 체험학습 매칭 플랫폼

체험학습 전문강사와 체험학습 그룹 모객주체인 그룹장을 매칭하는 서비스.
그룹장을 전국 17만 공부방 원장 중심으로 로컬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체험학습 콘텐츠 마켓을 구성하는 서비스

• 매칭 방식 요소 정의• 서비스 개념도



 헨젤과 그레텔 캐쥬얼 미션 게임

동화 헨젤과 그레텔 스토리를 에피소드별로 게임맵을 구성하여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 흐름에 따라 안내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캐주얼 미션 게임

• 게임스토리라인 구성 및 UX/UI 설계 및 2D 작화 및 일러스트

**



** (나스카 경주대회 기반) 레이싱 게임 ‘피트스탑레이싱’

Nascar 자동차를 기반으로 피트스탑의 게임요소를 추가하여 레이스에서 승리하는 게임
기존 레이싱 게임의 어려운 조작 방식을 버리고 기어의 타 이밍을 맞추는 방식의 레이싱 게임

• NGUI 사용,  Animation 구현, 서버 연동, 유저 비동기 데이터와 연동 → KaKao SDK 연동
• UNITY3D 엔진과 C#을 이용한 기능 구현



** 서울 *** e 재난 방재시스템 설계 구축

UNITY WebGL를 활용하여 3D 모델을 WEB에서 구동
소방센서, IOT 센서 및 CCTV 연동 / 외부 장비와의 연동 시스템 구현한 서울*** e-재난 안전시스템 설계

•. UNITY WEBGL를 이용한 3D View 개발
• CCTV Viewer 개발
• 외부 센서(IOT) 인터페이스 개발

• 3D model mesh Combine 기능 구현
• RUNTIME Editor 개발



3. 영상 주요 레퍼런스

유콘의 영상콘텐츠 분야는 작화부터 성우녹음 및 오디오 편집 등 주요 기관 및 기업 대상으로
2D, 3D 모션그래픽 영상과 4K, 360도 카메라 등을 활용한 촬영 영상 등 높은 기획역량과 실행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분 TITLE CLIENT

1 2021 코리아투어패스카드 홍보영상 제작(2분 30초, 30초, 15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방문위원회

2 2021 놀이의 발견, 랜선 VOD 수업 영상 제작(총 4개 수업) 웅진 놀이의 **

3 2021 신세계 스타필드 덕풍5일장 리뉴얼 프로젝트 홍보영상 제작 신세계 스타필드

4 2021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5개권역 관광홍보영상 제작 경기관광공사

5 2021 한국마사회 말관련 직업소개 영상 제작(초등학교 배포 - 교육용) 한국마사회

6 2021 마포구 마을여행 영상제작교육 및 홍보영상 제작 마포구청

7 2020 한국마사회 마농체험 2D 애니메이션 영상제작(초등학교 배포 – 교육용) 한국마사회

8 2020 화성시 역사박물관 홍보 및 교육영상 제작(초등학교 배포용) 화성시

9 2020 2021 의왕시 향토박물관 초등학교 역사교육 영상 제작 의왕시

10 2021 디지털교과서 영상 제작(사회, 수학, 과학 등) ** 동아, 김**



** 영상 1 – 촬영베이스 영상

※ 클릭하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NW35CbUO73o
https://youtu.be/EU6pDyc2Gks
https://youtu.be/PBa60tREDFg
https://youtu.be/LjFQ3d10_gA


** 영상 2 – 모션그래픽 베이스 영상

※ 클릭하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LkjGDweD9Vw
https://youtu.be/Jivlw29LrlE
https://youtu.be/madsdK47AWc
https://youtu.be/UE3slGZgBk4


** 영상 3 – 교육, 디지털교과서 관련

※ 교육 및 디지털교과서 관련 영상은 심사본 제출(보안) 등으로 이미지만 첨부



www.xcone.me (AR VR MR XR)

www.vcone.me (Video)

www.youcone.me (Digital Marketing)

15명

032  277 1600

mack@youcone.me

유콘은당신과함께성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