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전드야구존

인사말, 경영철학
연혁, 사업확장
스크린야구 소개
성공 스토리
광고, 홍보, 이벤트
시스템 • 시스템 구성, 피칭시스템
시스템 • 비전센서, 키오스크
시스템 • 게임시스템
시스템 • 피칭존 시스템(투구모드)
시스템 • 정기적인 업데이트
시스템 • 기술적 차별성,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 관리시스템, 개발팀, 인테리어
창업포인트

대표이사 오 동 석

세계최고의 스크린야구 시스템
VR,AR 등 증강현실 기반의 글로벌
최고 체험형 게임 기술 기업

2017.01 고객감동경영대상 수상
2016.01 야구게임 시스템 등 3건 특허출원
2017.02 비전센서 특허권 취득

2016.02 레전드야구존 신천 직영점 1호점 오픈

2017.03 피칭머신특허권취득

2016.06 2016 대한민국 혁신기업 대상

2017.04 2017 Korea Top Brand Award 혁신브랜드 2년 연속 수상

2015.01 (주)클라우드게이트 법인 설립

2016.08 일본 법인 레전드 베이스볼, ‘캡콤’과 업무협약

2015.03 초고속 비전센서 개발

2016.09 스크린야구 최초 온(매장)-오프라인(고척돔) 야구대회 개최

2015

2017.06 스크린야구 시스템 관련 미국 특허권 3건 취득

2016.10 레전드 베이스볼 게임랜드 치하라다이점 로케이션 테스트 실시

2017.06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강남점 오픈

2016.12 디지털타임스 ‘2016’히트상품-소비자추천‘ 선정

2017.08 레전드야구존 100호점 오픈

2016

2017

NOW

세계로 뻗어나가는 레전드야구존

VR게임 및 다양한 사업전략

파트너십

2016년 8월, 레전드야구존 일본 현지 법인이자 자회사인 레전드베이스볼

다양한 스포츠 시뮬레이션 게임 개발에 힘쓰는 것은 물론 새로운 VR게임의

스크린야구 최고의 기술과 사업성을 갖춘 레전드

과 일본의 대표적 게임회사 '캡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대만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합니다. 스크린야구장을 종합

야구존은 야구산업 각 분야의 레전드들과 함께

미국 진출을 목표로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테마파크로 발전시켜 점주님들과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도모합니다.

스크린 야구시장을 열어갑니다.

<한국은퇴선수협회 협약>

<필드테크 협약>

<피엔아이시스템 협약>

실전 게임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은퇴선수협회의 기술 자문을

스포츠 시설 기획, 설계, 시공 등의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와 협력을

국내 최고 VR 스크린야구 게임 개발을 위해 VR 콘텐츠 제작 업체와

구하고 은퇴선수들의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지원 활동 진행

통한 신규 스포츠 산업 모델 발굴 및 실현

협력하여 체험형 스포츠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및 공동 사업 추진

왜! 레전드 야구존인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완성되는 남다른 야구체험,
많은 분들이 레전드야구존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LEGEND SCREEN BASE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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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스토리

OPEN

LEGEND SCREEN BASE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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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1월 1호점 오픈에 이어
2017 년 8월 100 호점 오픈을 완료하였습니다.

레전드야구존의 성공신화 가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

TOTAL : 100

”

2017. 07

76

2016. 12

]
24

2016. 06

상반기

2016. 01

2016년 상반기대비

220% 성장

]

B A S E B A L L

최고 매출 경신을 위해

S I M U L A T O R

강력한 마케팅 지원

본사의 강력한 마케팅이 지원됩니다

레전드야구존은 스크린야구의
신흥주자로서 대한민국 프로
야구의 전설로 사랑 받고 있는
선수들과 야구인들에게 인지

1

TV CF
인지도 높은 모델을 적극 활용해 고객들에게 친근감을 높이고 레전드야구존의 호감도 상승에 기여합니다.

도가 높은 모델을 적극 활용한
광고를 집행하여 브랜드 호감
도를 상승시켰습니다.

▲ 광고모델 배우 임창정, 박민하/ (전)프로야구선수 양준혁, 이종범

2

TV 방송 및 다양한 광고 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출을 통해 레전드야구존의 인지도를 상승시킵니다.

▲ SPOTV / 베이스볼마스터

▲ MBC PLUS / ‘붙어볼까? 레전드 매치 양준혁 VS 이종범’

LEGEND SCREEN BASEBALL

광고

06

홍보
LEGEND SCREEN BASEBALL

1

촬영 협찬 및 프로그램 공동제작
야구에 관심이 많은 일반 이용자들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MBC PLUS ‘오빠쇼’, SPOTV ‘베이스볼
마스터’, ‘연예인 중고나라 체험기 : 개이득 - 양준혁 편’ 등의 프로그램을 협찬 또는 공동제작하였습니다 .
‘붙어볼까? 레전드 매치 양준혁 VS 이종범’

2
3

07

대회
진행

1

보도자료 및 기획기사 배포
지속적인 기사 보도를 통해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레전드야구존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신문 지면광고 진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미디어 홍보 활동으로 효과적인 노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야구대회 개최
사회인 야구팀들에게 스크린야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매출 증대에 적극 기여합니다.

B A S E B A L L

2
3
온라인
이벤트

레전드야구존은 점유율과
중요성이 점점 고조되는 온라인
마케팅에 주목합니다.

1
2
3

매장 홈런왕 이벤트
이용 고객들의 짜릿한 즐거움을 배가하기 위해 레전드야구존에서의 매장 홈런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앱 상시 이벤트
이용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하게 레전드야구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앱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요일별 이벤트
주중은 물론 주말의 특성에 기반한 특별한 요일별 이벤트를 진행하여 일주일 내내 즐거움이 넘치는
매장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10만 명을 보유한 페이스북 페이지
SNS를 통한 이용자들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접근성을 높입니다.
페이스북 공유 이벤트
매장 이벤트와 연계한 페이스북 이벤트를 통해 매장 방문을 유도합니다.
라이브 방송 홍보
야구 애호인들을 타깃팅하여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LEGEND SCREEN BASEBALL

1

매 장
이벤트

S I M U L A T 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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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보적인 시스템

절정의 경기체험을 실현하는 시스템,
기술이 앞서갈수록 시장을 리드합니다.

LEGEND SCREEN BASE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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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 5 in 1 system process 로 진짜 야구를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1

2

최첨단 비전센서
● 360도 전방위를 판독하는 초고속 비전센서
● 정확한 각도, 탄도, 속도 판독으로 실제 타구재현 가능
● 세계최초로 비전센서에 배트스윙 인식기능 장착

3
5

● 다양한 게임모드 및 난이도 제공
● 좌타우타 / 주야간 경기모드 제공
● 차별화된 현장감 제공

4

안전하고 편리한 타격준비폐달
● 타격할 준비가 완료된 후 페달을 밟으면 경기가

실감나는 게임운용

START

● 좌우 양타석 페달 배치로 편리성 강화

안정된 타석플레이트
● 실제 프로구단에서 사용하는 인조잔디 적용으로 현장감 극대화
● 야구화를 신지 않더라도 미끄러지지 않아 안정된 스윙이 가능

1

정교한 피칭시스템으로 안전성 확보
● 정교한 제구의 피칭머신 및 연동 시스템 자체개발
● 세계최초 구질 자동화 시스템 장착

4
5

2
3

B A S E B A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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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칭시스템 : 다양한 난이도에 따른 휠 선택, 안전성에 스릴까지 배가됩니다.

▹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스크린야구 가맹점의

● 경쟁사 대비 가장 안전하며 30 여 가지 구질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기본 머신

2휠 4종류의 변화구를 기본으로 30 여 가지의 다양한 구질을 구현

▹ 플레이어의 안전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상하로만 공이 발사 되도록 설계해 플레이트 안쪽

직구, 커브, 체인지업 , 빠른직구 등의 변화구와 정확한 스트라이크/볼을 구현

으로 공이 발사될 염려가 없음

12미터의 안정적인 피칭거리를 확보하여 소비자의 반응이 매우 좋음
업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피칭머신 완성

안전을 위한 KC 인증 획득
● 깐깐한 전기안전인증 시험을 통과하여 안전을 위한 KC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3

10
특허받은 시스템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사성 장해 시험,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 전도성 RF 전자
기장 내성 시험, 정전기 방전 내성 시험, 버스트 내성 시험, 서지 내성 시험, 전압강하

스크린, 야구게임시스템
(특허획득)

▹

볼 피칭장치
(특허획득)

볼 수집/공급 장치
(특허획득)

스크린, 야구게임 시스템
(미국 3건 특허획득)

▹

▹

및 순간정전 내성 시험 등의 전기안전인증 시험 통과)

▹

2

LEGEND SCREEN BASEBALL

1

30여 가지의 구질을 구현하는 피칭머신

비전센서 : 초당 350프레임의 초고속 고해상도 촬영을 통해 가장 정교하게 판독합니다.
LEGEND SCREEN BASEBALL

360˚전방위를 판독하는 초고속 비전센서
정확한 타격판정은 물론 스트라이크 / 볼 및 타자의 스윙
유무까지도 판독하여 플레이어 간의 판정시비를 없애고,
실감나는 야구경기를 구현합니다.
● 모든 각도의 타격과 파울 및 헛스윙까지 정확히 잡아냄
● 스트라이크존의 통과 위치 분석으로 스트라이크, 볼의 정확한 판독
● 타격 방향 및 탄도와 비거리 등도

3D 입체 분석을 통해 정확히 판독

11

1

정확한 타격 분석
초당 350 프레임의 초고속촬영을 통해 360˚전방위적인 타격의 각도 및 속도,
비거리 등을 3D 좌표로 정확히 계산하여 더욱 몰입도 높은 경기를 진행

2

피칭 구질과 스트라이크 존 판독
피칭되는 공의 구질에 따른 궤적과 타자의 타격 및 비타격, 그리고 타자의 위치 및
배트 스윙유무 등까지 정확하게 판독하고 게임에 반영하여 현실감 있는 경기가 진행
되도록 구현

3

판독 및 경기내용의 DB 화
판독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경기결과는 실시간으로 DB 에 저장되어 유저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바로 확인 가능

B A S E B A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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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 편리한 디바이스를 실현하여 다양한 모드조작이 가능합니다.

1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직관적인 조작
게임과 인터렉션이 가능한 터치형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유저 편의성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구질 선택 및 수비수의 위치 변경이 가능한 디펜스 시스템 적용

LEGEND SCREEN BASEBALL

터치형 키오스크

12

키오스크의
다양한
모드 조작

❶ 수비 모드 : 직구, 빠른직구, 커브, 체인지업 등 4 가지 구질을 기본으로 30 여

❺ 관리자 모드 : 게임 중 관리자 모드로 진입하여 게임난이도 조정, 이어하기 기능
등의 조작

가지의 구질 선택 및 수비모드 변경

❷ 구단 선택 : KBO 소속 10 개 구단 중 선호 팀 선택 가능

❻ 모드 선택 : 온라인, 대전, 리그, 1:1:1 친선 모드 등의 게임모드 선택 가능

❸ 구장 선택 : KBO 리그 야구단의 10 개 구장 선택 및 주간/야간 경기 모드 선택 가능

❼ 선수 등록 : 가상키보드의 멀티터치 입력을 통해 선수 등록

❹ 회원 로그인 : NFC 리더를 이용한 원터치 회원 로그인 및 SQR 자동 로그인

❽ 피칭 조절 : 구질 미세조정을 통해 실제 투수가 던지는 것과 같은 궤적의 구질 세팅 가능

❶

❷

❸

❺

게임시스템

남녀노소 누구나 난이도에 따라
실감나는 야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구질 선택
LEGEND SCREEN BASEBALL

1

다양한 구질 궤적 구현
선택에 따라 직구, 빠른직구, 커브, 체인지업 구사 가능

2

난이도별 구속 차등 적용
루키, 아마, 프로, 메이저 레벨에 따라 80km/h 부터 최고
150km/h 의 구속으로 투구 가능

난이도에 따라 변화구 구속과 궤적 차등 적용
총 30 여 가지의 구질 발사 가능

3

13

스트라이크 / 볼 선택
같은 구질에 대해 스트라이크 / 볼을 선택함으로써
구질 다양화 및 타석 긴장감 극대화

4

수비 시프트
경기상황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상대방 타자정보를
바탕으로 수비수가 원하는 지점으로 수비위치 변경 가능

이용자 맞춤형 시스템
라인업 등록

구단/유니폼 선택

▶ 팀당 9 명씩 최대 총 27 명 까지 플레이 가능

▶ KBO 10개 구단의 구장, 유니폼, 로고 및 Home & Away 선택 가능

난이도 시스템 제공

화려한 연출과 애니메이션

▶ 플레이어 등록 시 난이도별 핸디캡을 적용하여 동등한 경기 가능
▶ 루키, 아마, 프로, 메이저 등의 난이도 제공
▶ 경기 중 난이도 변경 가능
▶ 여성, 아이들도 손쉽게 야구체험 가능

▶ 여러 각도의 카메라 기능으로 생동감 연출
▶ 디테일한 그래픽으로 프로야구 경기의 현실감과 다이나믹한 리얼리티 재현
▶ 모션그래픽 영상효과의 극대화로 스크린야구의 재미를 한층 강화

B A S E B A L L

S I M U L A T O R

KBO 프로야구 전 구장 등록

[

최신 그래픽 엔진을 통해 구현된
현실감 넘치는 야구장

시간변화에 따른 조명의 변화로
실제 야구장 같은 몰입감 선사

LEGEND SCREEN BASEBAL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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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인 패턴을 벗어난 실제타구 재현

1

야구를 아는 개발조직
모든 개발자들이 사내야구팀에 가입

2

체험을 게임에 적용하여 현장감 극대화

3

야구룰을 적용한 AI
야구의 모든 상황을 스크린에 재현
정확한 타격 판정으로 실감나는 경기 상황 구현

레전드에 패턴은 없다
100번 치면 100 번 다르게! 실제와 유사한 타구 시뮬레이션
실제 야구선수들이 사용하는 수비 AI 및 포메이션 제공

4

매 구마다 다른 볼 배합
시스템 상의 타자정보를 바탕으로 매 구마다 다채로운 볼 배합
구질과 궤적을 예측하고 판단한 후 타격하여 긴장감 극대화

게임시스템

남녀노소 누구나 난이도에 따라
실감나는 야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LEGEND SCREEN BASEBALL

피칭존 시스템 : 진정한 야구의 완성, 타격과 투구를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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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뛰어난 판독센서
최첨단 센서 활용으로 정확한 구속 및 제구력 측정

2

구속, 퍼펙트존 투구에 따른 부가 점수 부여

3

대전 모드 가능
최대 6명이 함께 플레이 가능
대결모드를 통한 친구, 연인간의 건전한 경쟁

쉽고 편리한 이용방법
특별한 장비 없이 야구공만 사용
자동 볼 공급장치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 극대화

4

화려한 연출효과
실제 경기장에 와있는 듯한 리얼한 음향효과와 화려한
애니매이션
정확한 선수 모션 적용을 통해 게임의 몰입도 극대화

B A S E B A L L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의 꾸준한 업그레이드로

S I M U L A T O R

정기적인 업데이트

새로운 게임 환경을 구현합니다.

게임환경 업그레이드
LEGEND SCREEN BASEBALL

레전드 뷰

16

1
3

스크린야구에 최적화된 야구용품 연구개발
뛰어난 내구성과 스크린야구에 최적화된 스크린 전용 야구

2

레전드 뷰 서비스
타석 양 옆으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로 타격모습을 촬영해

용품을 일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개발

스윙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서비스

점주들에게 우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수익

실제 야구 중계처럼 홈런과 안타, 헛스윙 등의 타격모습을

향상에 기여

스크린에서 확인 가능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이용자만의 팀 창단 및 유니폼을 마음대로 디자인 할 수 있는
서비스

4

2.4대규모 업데이트
알까기, 펌봄, 포구에러 등 실책 시스템 추가 및 엔진, 연출
카메라 업그레이드를 통한 한 층 더 높은 생동감 실현

기술적 차별성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최적화된 고객맞춤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다양한 기술적 차별성
LEGEND SCREEN BASEBALL

1

초음파 위치인식 기술 적용
초음파 위치인식 기술을 이용한 원 터치 경기 참여
SFC (Sound Field Communication)기술로 자동 경기 참여가 가능해 별도의 바코드
스캔이나 키 입력이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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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화 된 회원관리 시스템
본인이 참여한 모든 경기기록 제공
개인별 타격 및 전적 분석

3

최적의 투구 궤적 조명
균일한 조도의 센서판독영역 확보
날아오는 공을 편하게 볼 수 있는 최적화된 조명기술 적용

스마트폰 앱과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경기 내용과 타격, 전적 분석 등을 확인

4

TTS(Text-to-speech)기능
키오스크에 입력한 이용자 이름을 인식하여 맞춤형 음성 서비스 제공
이용자 맞춤형 음성 서비스
실제 경기장에서 게임을 하는 듯한 생동감 전달

B A S E B A L L

S I M U L A T O R

어플리케이션 : 내 손 안의 스마트폰 앱으로 레전드야구존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최근 경기 결과부터 경기장 검색 및 경기 참여
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레전드야구존 앱

터치 한번으로 경기 참가

자신의 기록 관리와 전적 분석

▶ 경기참여 버튼만 누르면 경기장 위치를 자동 파악
하여 플레이 가능

▶ 경기기록 및 전적 분석, 기록에 의한 각종 랭킹 등을
스마트폰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경기참여

LEGEND SCREEN BASEBALL

레전드야구존을 더욱 간편하게

18

▵ 경기기록 및 전적 분석

1

프로 경기보다 더 자세한 경기 결과
스마트 폰으로 경기 결과를 전송해 자세한 경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2

체계적인 기록 관리

4

고객 재방문을 위한 컨텐츠 제공

▵ 기록에 의한 각종 랭킹

단 하나의 투구도 놓치지 않는 기록 관리를 통해 자신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푸시 알림을 통해서 매장을 나간 뒤에도 게임을 회상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여줌

3

실 데이터 기반 다양한 분석 지표
KBO, MLB의 타자 지표 수준으로 상세한 데이터를 각종 그래프와 함께 제공
경기 결과의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점 보완 자료로 활용하여 기록 경신의
재미 선사

매장, 지역, 전국구의 랭킹 시스템을 적용하여 각종 이벤트에 활용
(고객 재방문율 높임)

관리시스템

데이터 기반의 최첨단 서비스 관리로
점주님의 만족도를 최상으로 유지합니다.

중앙 관제 시스템 : 전국매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지원 서비스
LEGEND SCREEN BASEBALL

▶ 중앙관제 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매장의 서비스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통제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 조치
▶ 각 점별, 구장별, 시스템별 운영상황이 집계되고 통계로 추출되어 사전대응 및 AS 의 기본 자료로 활용
▶ 점주에게도 운영툴로 제공되어 자기 매장에 대한 운영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사전점검과 긴급 대응 서비스

1

사전대응 서비스 (Before Service)
주기적으로 사전점검팀이 출동하여 시스템의 이상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시스템의 이상으로 운영 차질을 빚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점주 만족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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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❸

❷

❹

2

사후대응 서비스 (After Service)

3

운영관리 시스템

4

서보 모터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5

컨트롤러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문제 발생 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중앙 관제 시스템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정적인 가동을 보장하는 빅 데이터 기반의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피칭머신의 동작을 제어하는 서보 모터의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감지 및 원격 AS 가능

게임 PC 와 피칭머신 사이의 통신상태 및 피칭머신 제어상태를 원격 모니터링 하여 문제 발생시
정확한 진단과 빠른 AS 가능

B A S E B A L L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개발력을 갖춘

S I M U L A T O R

강력한 개발팀

개발자들이 최강 스크린야구를 완성합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게임 개발자 인프라

▶ (주)클라우드게이트에서 피칭머신의 모든 연구개발과 생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문제 발생시

▶ 전체 임직원 중 약 70%가 개발에 전념하고 있음

정확하고 빠른 AS 가능

▶ 세계 최초로 FULL 3D OnLine 게임을 런칭하여 성공을 이룸
▶ 글로벌 스크린개발팀으로서 세계를 무대로 기술력 보급과 사업다각화에 역점을 둠
▶ 스크린야구 및 가상스포츠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위해 점주기대에 부응

진화하는 스크린야구 시스템
매월 신규 컨텐츠 제공 및 분기 단위 대규모 업데이트 실현

독보적인 기본 시스템 구축

UPDATE
레전드만의 시스템 구축

차별화된 인테리어

3

▶ 구질 및 스트라이크 / 볼 선택가능

▶ 주간 / 야간 경기모드 제공

▶ 정확한 타구분석과 정교한 시뮬레이션
▶ 야구룰에 의거한 공수주 AI

▶
▶
▶
▶

▶ KBO 10개 구단 로고 / 구장 / 유니폼
▶ 3인 플레이 시스템 업데이트
▶ 퀄리티업 게임그래픽 AI

▶ 대회모드 업데이트
▶ 팀 로고 / 유니폼 제작 시스템
▶ 10개 구단별 응원 BGM
▶ 이벤트 알림시스템

하이라이트 시스템
좌타모드 시스템
멀티카메라 기능
TTS 시스템 제공

▶ 외국인을 위한 멀티랭귀지
▶ 기존 시스템을 초월하는
또 하나의 대규모 업데이트

LEGEND SCREEN BASEBALL

자체개발/국내생산의 확실하고 빠른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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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DERNconcept

ANTIQUEconcept

지역별 주고객층을 타겟으로 한
특화된 컨셉을 적용

레전드의 old item 을 소품으로 활용
하여 첨단 장비와의 조화된 SI 구현

창업 포인트

창업포인트 : 레전드야구존만의 장점!
LEGEND SCREEN BASEBALL
21

POINT

1

POINT

전문적인 기술 노하우를 갖춘 개발팀
경험 많은 온라인 / 모바일 게임 개발 인력

2

정교한 시스템의 실감나는 게임 플레이
FULL HD SCREEN 센서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개발 인력 보유

피칭머신 : 정확한 제구, 다양한 구질과 구속의 변화

프로야구 출신 선수가 직접 기술개발 참여

키오스크 : 정교한 수비 시뮬레이션, 원격 AS 가능
시스템 최적화 프로그램 제공

POINT

3

POINT

영업점 관리 / 지원 정책
영업 상권지역보호 (반경 400m, 전경 800m)

4

체계적인 사업 운용 노하우
본사의 체계적이고 간단한 운영 정책 가이드

본사의 다양한 마케팅 / 홍보 지원

동종업계 대비 최고 고객 만족도 목표

슈퍼바이저 영업점 교육 지원

일본, 대만, 미국 등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창업경쟁력 : 레전드야구존의 서비스가 가장 강력한 경쟁력!
체계적인 Before & After 서비스 구축

대전지역 AS 본부

Before
Service

긴 연휴 및 정기적인
비포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 안정화 추 구

After
Service

거점별 AS 인력 배치
(전라도/ 경상도 / 충청도 / 수도권 )

(주)클라우드게이트 ㅣ(주)레전드야구존 ㅣ 본사·사업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37 E&P TOWER3

대표전화 : 1666-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