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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Edutainment Game Service

ITSnowball

01 기업 소개

(주)아이티스노우볼

➢ 위치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63 드림트리빌딩 6층

➢ 설립일
2016년 4월 5일

➢ 임직원수
11명

➢ 주요기술분야
VR/AR

➢ 주요 성과
가마터AR, 전설의고향VR
잉글리쉬캐슬, 체크바다

1) 개요



1996년숭실대
게임개발동아리 '겜마루' 창
립 (22년활동중)

前 연세게임교육원
겸임교수

現 성신여대
창업교육센터
자문위원

現 '겜마루' 졸업생 회
장 (8년 역임중)

100여 개교육 및 미니게임개발

No.1 Edutainment Game Service

ITSnowball
회사 소개

IT 실무경력 19년차

VR저서 ‘5G 방송통신기술사
업화전략분석’ 부저자

01 기업 소개

2) CEO 소개



대표이사

네트워크 관리팀 서비스 운영팀컨텐츠 개발팀

- IoT교육컨텐츠개발

-App client 개발

디자인사업부서

- 온라인서비스및솔루션개발

- 시스템및DB 관리

- 사내보안시스템관리

- 고객관리

- 마케팅데이터수집

- 상품홍보

VR/AR연구부서

- 최신 트랜드 기술 연구

- 실험적 프로젝트

(VR, AR, Deep learning)

- 시장 분석

- 전략적 비전 제시

- 서비스 개발 및 유지보수

개발부서

UI/UX 팀

- 게임및교육컨텐츠디자인

- 캐릭터도안

- 온라인그림교육서비스

- 디자인 지원

No.1 Edutainment Game Service

ITSnowball

01 기업 소개

3) 조직 구성



No.1 Edutainment Game Service

ITSnowball

01 기업 소개

4) 주요 기술분야(핵심기술) :  VR, AR

➢ 보유 기술

– VR/AR/홀로그램 응용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제작 기술

– 모바일 VR 시스템 최적화 기술

– VR 어지러움 감소 UX/UI 디자인 기술

– 멀티플레이 게임 개발 기술

– 서버/클라이언트 시스템 구축 기술

➢ 기술 수준

– PC&모바일 환경의 멀티플레이 게임 개발 및 상용화

– AR/VR/홀로그램 컨텐츠 개발 상용화 또는 서비스 납품

– 서버/클라이언트 시스템 구축 및 상용화 운영

– 다수의 UI/UX 중심 모바일 서비스 개발 납품



• 2019.08  어린이천문대VR컨텐츠 공동개발제휴

• 2019.08  SBA LG-U+ VR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

• 2019.07  전국 간호학과 대상 실습형 VR컨텐츠 공동개발 제휴

• 2019.04 ‘전통가마터AR’ 앱 자체 개발하여 이천, 광주 도자기축제에 현장 서비스

• 2019.04  IPA SW예비고성장클럽200 선정

• 2019.02  중국 서안박물원 AR컨텐츠 제작 용역 수주

• 2018.12  NIPA&SBA 주관 VR/AR 제작지원사업 S.T.A.R. 우수기업 선정

• 2018.11  유엔젤㈜ 토모노트 사업부 컨텐츠 공급 연간계약 체결

• 2018.11  한국방송공사(KBS) ‘전설의고향’ IP 제휴 계약 체결

• 2018.11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산학협력 MOU 체결

• 2018.09  KOREA VR Festival 2018에 VR공포게임 전시

• 2018.08  NIPA&SBA 주관 VR/AR 제작지원사업 S.T.A.R. 선정

• 2018.07  부산 VR페스티벌 V-BELT 를 통해 VR공포게임 전시

• 2018.07  시험지 공유 서비스 checkbada.com 런칭 및 서비스 중

• 2018.07  유엔젤㈜ 토모노트 사업부 어린이집 제공 홀로그램 영상 제작 납품

• 2018.05  벤처기업 인증

• 2018.05  공동투자 사업 ‘맥스체대 체육입시학원 관리시스템’ OBT 진행중

• 2018.02  공군사관학교에 신체역량 증진 시스템 연구 발주

• 2018.02  

• 2018.02  영어교육 컨텐츠 플랫폼 ‘잉글리시캐슬’ 베타테스트 진행중

5) 연혁

01 기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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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  사단법인 한국게스트하우스 협업 외국인 관광상품 쇼핑몰 ‘트립메이커 ‘ site 구축 및 운영

• 2016.12  5G방송통신기술사업화전략분석 VR 공동저서 출간

• 2016.11  국제게임전시회 ‘G-Star’에서 VR(가상현실)게임 ‘The Alpha’ 전시

• 2016.10  옴부즈만 제 22회 산업융합촉진워크숍 참여

• 2016.09  현장탐사보도 채널I 인터뷰

• 2016.06  삼각 비교법을 통한 발음 측정 방법 특허 출원

• 2016.04  스노우볼을 ㈜IT스노우볼로 법인 전환함

• 2016.03  VR(가상현실) 인터렉션 동화 ‘갤럭시 판타지 VR’ 구글플레이 트라이얼버전 런칭

• 2016.01  AR(증강현실) 게임 2종 개발중

• 2016.01  모바일 App game ‘헝거쇼’ 개발중

• 2017.12 생체신호측정 섬유기술을 활용한 심박측정 웨어러블의류 시제품 개발

• 2017.11 국제게임전시회 ‘G-Star’에서 모바일게임 ‘헝거쇼 ‘ 전시

• 2017.11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스트레쳐블 스트라이프 웨어러블의류 기술 실시권 계약

• 2017.09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생체신호측정 웨어러블의류 기술 실시권 계약

• 2017.07  4차산업혁명 안내 ‘HAII 예지와 실천’ 공동저서 출간

• 2017.06  창업진흥원, 1인창조 우수기업사례 선정

• 2017.06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포럼회 홀로그램 전시시설물 제작

• 2017.05  ‘학원밴드’ 전체 서비스 전담관리 기반 공동제휴

• 2017.04  한류문화쇼핑몰 ‘korea25.com’ 공동개발 진행중

• 2017.01  ‘㈜엘포트’와 제휴, 인공지능 활용 영어발음교정 서비스 공동개발 진행중

• 2017.01  ‘학원밴드’와 제휴, 영어교육 컨텐츠 플랫폼 공동개발 진행중

5) 연혁

01 기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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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1) 성장 계획

2) 주요 제품 소개

3) VR/AR 사업화



No.1 Edutainment Game Service

ITSnowball

1) 성장 계획 : 가상현실, 인공지능 기술을 생활과 교육 서비스에 적용

02 사업 내용



No.1 Edutainment Game Service

ITSnowball

2) 주요 제품 소개

VR 콜로니어벤저스(게임 2015 -> 이후 ㈜페이크아이즈 로 이관)

VR House of Darkness (게임 2015. 연세게임교육원 공동개발)

VR Galaxy Fantsy (교육 2016)PC&모바일 멀티플레이게임
삼국투혼(2013)

잉글리시캐슬(교육 2018)

멀티플레이 모바일게임 헝거쇼 (2018)

시험관리시스템 CHECKBADA(교육 2018) 이천,광주 도자기축제 가마터AR앱 (서비스 2019)

02 사업 내용

http://game.donga.com/8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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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업 내용

2) 주요 제품 소개 : 전통가마터 VR/AR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nowball.gamater_ar&hl=ko

• 장르 : 전통문화체험 VR/AR

• 스토리

옛 조상들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흙을 골라내 다지고, 물레로 빚어 모

양을 만든 후, 말려서 가마에 굽고 유약을 발라 다시 굽는 일련의 과정을

하던 도자 가마터를 가상현실로 재현함. 사용자는 가상현실에서 가이드

를 따라 이동하면서 도자기 굽는 과정 하나하나를 체험학습 하게 됨.

• 연령층 : 8세 ~ 60세 전연령층

• 기능

- 전통 도자 가마터 시뮬레이션

- 전통 도자 가마터 학습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nowball.gamater_ar&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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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업 내용

공동 제휴사업

제휴사 ㈜IT스노우볼 학원밴드

역할 개발 & 시스템 운영 마케팅 & 서비스 운영

2) 주요 제품 소개 : 영어학원용 온라인 영어학습 플랫폼 잉글리시 캐슬

http://englishcastle.co.kr/

http://englishcast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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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http://checkbada.com

공동 제휴사업

제휴사 ㈜IT스노우볼 학원밴드

역할 개발 턴키 & 시스템 운영 컨셉 제안 & 마케팅

02 사업 내용

2) 주요 제품 소개 : 학원용 시험 관리 시스템 CHECKBADA



No.1 Edutainment Game Service

ITSnowball
제품 소개

 Genre  : Mobile Interactive App for 
English training

 Platform : Smartphone 

 Concept 
영어 교육 + 영상 컨텐츠 융합 서비스
영어 교육용 도서 컨텐츠와 이를 이용하여 자기가 만
들어내는 영상 컨텐츠가 결합된 자기주도 학습형 모바
일 교구 서비스 제공 플랫폼

 Business Model
캉가 APP을 이용하여 영어 교육 컨텐츠를 보유한 공
급자와 교육 소비자들이 모이는 교육 컨텐츠 마켓 플
레이스

영어 교육 + 영상SNS 융합 서비스

02 사업 내용

2) 주요 제품 소개 : 영어로 읽으며 동영상을 녹화하는 가정용 영어동화책 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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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업 내용

3) VR/AR 사업화

2018년 NIPA & SBA 주관
VR/AR STAR지원사업 우수상

2015년부터 3년의 VR 개발 경험

KBS ‘전설의고향IP’ 계약 체결



2015년 부산 G-Star게임전시회 VR공포게임 ‘House Of Darkness 전시 히트!

2019년 이천, 광주, 강진 도자축제 전통가마터 VR/AR전시
2018년 부산 VR/AR V-BELT

‘House Of Darkness reloaded’ 전시

02 사업 내용

3) VR/AR 사업화

No.1 Edutainment Game Service

ITSnow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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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산업분석

1) 사교육 시장 추이

2) 영어교육 문제점



03 시장/산업분석

1) 사교육 시장 추이

No.1 Edutainment Game Service

ITSnowball

증가하는 사교육비, 가장 큰 비중은 영어교육

만 3세에 영어교육을 시작 사례

초등학교

만 3세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경향 강화되는 추세



03 시장/산업분석

2) 영어교육의 문제점 :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능률을 고려한 학습시스템의 보편적 제공이 어려움

No.1 Edutainment Game Service

ITSnowball

오프라인 영어 사교육 학교/기관 영어교육

⚫ 수준 높은 회화 중심의 교육을 제

공하지만, 과도한 사교육비의 문제

발생.

⚫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소득층 자

녀들의 교육 불평등 심화

⚫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회화 중

심 전문교육 어려움

⚫ 보편적 교육 중심으로 학습자의 흥미

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어려움

일반 온라인 영어학습

⚫ 오프라인 학원에 비해 적은 비용으

로 교육받을 수 있으나, 모니터 중

심에다가 상황이 고정된 회화학습

으로 다양성 체험학습이 어려움

https://namu.wiki/w/%EC%B2%AD%EB%8B%B4%EC%96%B4%ED%95%99%EC%9B%9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92575


Edutainment Game Development & Service Company

성 장 전 략

1) 인공지능 영어학습 서비스

2) 교육 서비스 성장 확대

3) 글로벌 교육 진출

4) 예상 매출



04 성장전략

1) 인공지능 영어학습 서비스 : 자연어 분석 기반 온라인 영어회화 학습 서비스

No.1 Edutainment Game Service

ITSnowball

▶ 서비스 개요

•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상황별 멀티시나리오
로 반복학습에서의 학습 흥미 유지

• RNN 기반의 자연어 분석을 통해 학습자로부터
상황별로 자유로운 답변을 받고 적절성에 대한
평가 피드백 제공

▶ 이용 장점

• 편리함(온라인), 언제나 이용 가능(24시간)

• 회화 중심의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저렴한 비용
에 제공

• 비용절감(온라인 AI 자동평가)으로 저소득층에도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 data기록에 의한 평생 학습 관리

이용자 → 학습이 필요한 교육 대상자
(국내 유아/초등학생)

자연어 분석 기반의
온라인 영어회와 서비스

http://news.joins.com/article/5753227


2) 글로벌 교육 진출 : 교육 설계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 유수 교육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아카데믹 비

즈니스 진출

No.1 Edutainment Game Service

ITSnowball

04 성장전략

북미 : 캐나다 지역 대학
교육자 은퇴연수 프로그램 활용

중국 / 아시아 : 국내 컨텐츠 수출 기업
B 사 교육서비스 협력 진출

유럽 : 유럽지역 직업훈련원
과 연합을 통한 교육 설계 프로그램

판매 진출 모색

남미 : 브라질 교육 기관의 자원봉사
개념 협력 진행



3) 교육 서비스 성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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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습 서비스

회원 1만명
(BTC,  BTB)

2020                                    2022                                    2024                               2026

플랫폼 확장

회원 3만명
(BTC,  BTB)

교육 설계 플랫폼

회원 10만명

교육 포탈 플랫폼

회원 30만명

자연어 기반 영어회화
학습 서비스

기업용 시스템 30여곳

매출 10억원 매출 35억원 매출 70억원 매출 150억원

교육 유통 서비스
평가 Big data 서비스

교육 포탈 업계 8위 이내

Big data 
교육 설계 서비스

교육 포탈 업계 3위 이내

교육 포탈 서비스
해외 진출

해외 5개국 지사 진출

04 성장전략



4) 예상 매출 : 3년간 약 10억원 민간투자 및 20명 고용창출 예상

No.1 Edutainment Game Service

ITSnowball

04 성장전략

항 목 2017~2019년 2020년 2021년

예상매출액
(수출)

3.5억원

(0.5억원)

10억원

(3억원)

24억원

(6억원)

자금확보
계획

1억 5,000만원: BM협업지원융자

약 2억원 : 정부지원사업 &

기술담보 융자

약 2억원 : 자사 컨텐츠 서비스

및 용역 수익

약 1억원 : 엔젤투자

약 2억원 : 정부지원사업

약 3억원 : 자사 컨텐츠 서비스

및 용역 수익

약 5억원 : 1차 VC투자

약 6억원 : 자사 컨텐츠 서비스

및 용역 수익



사업문의 :   ㈜IT스노우볼

www.itsnowball.co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63 드림트리빌딩 6층

E-mail     :  duckbest@daum.net

대표이사 :  김덕규 010-6891-5255

감사합니다.

http://www.itsnowba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