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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회사 소개



회사개요

NO.1 스크린야구 ‘리얼야구존’

리얼야구존은 2014년 국내 최초로 룸 형태의 스크린야구 시장을 개척해

날씨와 계절,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 언제 어디서나 야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계약 200호점을 돌파했으며, 세계적인 스크린야구 기술력을 인정받아 일본, 중국, 대만, 미국 등 해외 수출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 업 명 ㈜리얼야구존

설 립 일 2014년 03월 15일

대표이사 이승진

매출현황 380억원 (2016년 기준)

운영현황 업계 최초 국내 계약 200호점 돌파, 중국 완다몰 입점 및 일본, 대만, 미국 시스템 수출 진행

회사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76, 2~3F

대표번호 02-540-7776

홈페이지 www.realyagu.com



회사연혁

스크린야구 대표 브랜드 ‘리얼야구존’이 걸어온 길

2014년 서울 방이동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2017년 10월에는 계약기준 200호점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스크린야구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2018년 초에는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 신규 브랜드 부문 1위를 차지하며 그 경쟁력을 증명받고 있습니다.

2009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스크린 야구 개발 진행

9월 스크린 야구 SW 및 레이저 센서 개발 완료

3월
㈜리얼야구존 법인 설립

ISO 9001 인증 –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5월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12월 가맹점 74호점 오픈

4월 가맹점 100호점 오픈

6월 일본 해외법인 설립

7월 홍콩 해외법인 설립

11월 일본법인 1호 직영점 오픈(도쿄 마치다)

2017년

3월 중국법인 1호 직영점 오픈(상하이)

4월 소비자가 선정한 신뢰브랜드 대상 수상

미국 텍사스 현지업체 및 중국 완다몰 스크린야구 시스템 부스 수출 계약 체결
10월

가맹점 200호점 계약 돌파

8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혁신상 수상

2018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 신규 브랜드 1위



스크린야구 시장 현황

독보적으로 성장하는 스크린야구 시장

VR기술의 발달을 통해 고객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스크린 스포츠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스크린골프에 이어 840만 관중을 동원한 프로야구의 인기와 함께 스크린야구가 가장 독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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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경쟁력



리얼야구존 운영 경쟁력

‘리얼야구존’ 경쟁력

리얼야구존은 매년 놀라울 정도의 성장을 거듭하며, 스크린야구 브랜드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

 경쟁사 대비 최다매장 운영 노하우

 세부적인(1:1맞춤) 매장 상권분석 및 최적의 위치선정 전문가 그룹 보유

 인테리어, 운영, 장치 관리 그리고 수익 극대화 모델 카테고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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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돌파



리얼야구존 운영 경쟁력

 차별화된 설비 및 시스템

기술력

 게임룸

 다양한 룸 구성과 최첨단 센서를 통한 정밀한 타격 관리, 난이도 레벨 설정으로 누구나 쉽게 야구를 즐기는 시스템 구현



리얼야구존 시스템 경쟁력

게임 시스템

 모바일 APP 서비스 / 최신 3.0 업데이트 패치 적용

 대회/고객참여한모든랭킹, 기록등데이터를연동하여모바일/PC 등언제어디서나확인가능

로그인

통산기록
타격기록

매장안내

 개성만점 나만의 구단 선택/남녀노소 수준별 난이도 조정 모드

 개성 넘치는 지역 연고 가상 프로구단/구장 선택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난이도 조정이 가능

구단/구장 선택 시스템 수준별 게임 난이도 조정

다양한 기능의 앱 2.0 
업계 최고의 그래픽과 게임성의 버전 3.0



리얼야구존 인테리어 소개

최대 18.44m의 메이저룸, 아늑한 인테리어가 특징

현대적 감각의 세련된 인테리어 설계를 기반으로 시각적으로 편안한 소재를 활용해 구성한 리얼야구존의 플레이 룸과 대기 공간은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설계된 스포츠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주요 직영/가맹점 인테리어



스크린광고 경쟁력 및 고객 통계 현황

약 300,000명

월 평균방문 고객(2018년 방문자 평균 기준)

약 350만 명

2018년 1월~ 12월 총 방문 고객

기준 : 내부 기록관리 시스템

* 자료:2017년 9월 기준-내부 집계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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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야구존
스크린광고

월평균 29만명 이상, 강제 노출

브랜드반복노출및 상기확률높음

대회등다양한프로모션+ 광고효과

세부타겟팅및효율리포팅

리얼야구존 스크린광고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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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광고 상품



리얼야구존 광고상품 안내

NO.1 스크린야구 광고매체 ‘리얼야구존’

리얼야구존의 광고상품은 세분화된 타켓팅으로 광고 도달률이 뛰어나며, 기존의 온/오프라인 매체 대비 타겟에 대한 직접적

전달 효율이 높아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상 및
이미지 광고

경기 시작 전, 게임 진행 후 각 이닝마다 노출되는 기본 상품으로 광고주들이 원하는 15초 분량의

영상 광고, 이미지 광고를 슬롯 현황에 맞춰 게재해 전달하는 상품입니다.

IN GAME 광고
리얼야구존 게임 내에 실제 프로야구 광고상품(펜스, 조명탑, 가상광고 등)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특성이나 노출 전략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회
스폰서 협찬

매년 리얼야구존의 공식 스크린야구 대회인 리얼배틀에 공식 후원 협찬사로 참여하여 해당 브랜드 노출

범위와 예산에 따라 메인 스폰서, 서브 스폰서 등 다양한 레벨의 스폰서 협찬을 진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모바일
APP 광고

리얼야구존의 공식 앱에 이미지/띠 광고, 제휴 협찬성 프로모션 등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광고 마케팅

프로모션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리얼야구존과 함께한 주요 광고 스폰서 고객 리스트



스크린광고 - 영상광고

오프닝 영상광고

고객이 게임장소(룸)에 입장하여 경기 세팅을 진행하면 노출

되는 광고 상품

노출 타이밍 경기 세팅 진행중 노출

사이즈 1920*1080 pixel

포맷 15초 MP4(동영상)

적용기간 리소스 입수 후 다음 패치 시

보유구좌 2구좌

노출량 월평균 98,323회(1구좌당 강제 노출수)

레디 이미지 광고

경기시작 전 안전수칙 안내 종료 후 ‘마우스 버튼 클릭‘ 레디

노출 이미지 광고 (클릭할 때까지 지속 노출)

노출 타이밍 경기 세팅 완료 후 노출

사이즈 1920*1080 pixel

포맷 PNG, JPG

적용기간 리소스 입수 후 다음 패치 시

보유구좌 1구좌

노출량 월평균 98,323회(1구좌당 강제 노출수)



스크린광고 – 영상&이미지 광고

동영상 광고

특정 이닝 종료 후 클리닝타임에 노출되는 광고로 고객들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광고 상품

노출 타이밍 5이닝 종료 후 노출

사이즈 1920*1080 pixel(전체화면 가능)

포맷 15초 MP4(동영상)

적용기간 리소스 입수 후 다음 패치 시

보유구좌 15초 (1구좌) + 15초 (1구좌)

노출량 월평균 98,323회(1구좌당 강제 노출수)

이닝 종료 이미지 광고

각 이닝 종료 후 이닝 교체 화면과 함께 진행되는 광고 상품

노출 타이밍 이닝 종료 후 노출

사이즈 기본 1920*1080 pixel (협의 가능)

포맷 PNG, JPG (3초 노출)

적용기간 리소스 입수 후 다음 패치 시

보유구좌 7구좌(1,2,3,4,6,7,8이닝 종료 후)

노출량 월평균 98,323회(1구좌당 강제 노출수)



In Game 광고 - 노출광고

신발(페달)광고

타격 전 발판 밟을 때 노출되는 이미지 광고로 이닝당 최소

18회가 노출되는 브랜드 광고 상품

노출 타이밍 경기 시간 內 지속 노출

사이즈 512*512 pixel

포맷 PNG, JPG

적용기간 리소스 입수 후 다음 패치 시

보유구좌 1구좌

노출량 월평균 최소 5,309,453회(제한 없음)

가상광고

각 이닝당 공수교대 시 노출되는 광고상품으로 실제 프로야

구의 가상광고 형태와 동일한 광고 상품

노출 타이밍 각 이닝 교체 시(약 3초)

사이즈
최소 1024*1024 pixel 이상

내부 조절 후 적용(세로 스크린길이 ¼)

포맷 MOV(알파 영상 포함)

적용기간 리소스 입수 후 다음 패치 시

보유구좌 롤링 5구좌(독점 가능)

노출량 월평균 1,769,817회(독점 진행 시)



In Game 광고 - 노출광고

전광판 광고

각 경기장 전광판을 이용해 게임을 즐기는 동안 반복 노출

되며, 주목도가 매우 높은 광고 상품

노출 타이밍 경기 시간 內 지속 노출

사이즈 1024*512 pixel

포맷 PNG, JPG

적용기간 리소스 입수 후 다음 패치 시

보유구좌 2구좌(공격/수비)

노출량 월평균 최소 884,908회(제한 없음)

전광판 옆 조명탑 광고(잠실구장 기준)

각 경기장 전광판 좌우의 조명탑을 이용해 노출되며, 게임을

즐기는 동안 반복 게재되어 주목도가 높은 광고 상품

노출 타이밍 경기 시간 內 지속 노출

사이즈 1024*1024 pixel

포맷 PNG, JPG

적용기간 리소스 입수 후 다음 패치 시

보유구좌 4구좌

노출량 월평균 최소 5,309,453회(제한 없음)

* 조명탑 광고는 잠실구장 기준이며, 각 구장별로 동일한 수준의 광고로 동시 집행.



In Game 광고 - 노출광고

외야펜스 광고

투수 뒷편의 외야 펜스 광고로 다양한 위치에 브랜드 노출

진행이 가능한 가성비 좋은 광고 상품

노출 타이밍 경기 시간 內 지속 노출

사이즈 1024*256 pixel

포맷 PNG, JPG

적용기간 리소스 입수 후 다음 패치 시

보유구좌 5구좌

노출량 월평균 최소 5,309,453회(제한 없음)

제품(조형물) 광고

제품조형물을 제작하여 전광판 좌우측에 배치하여 액션을

주는 광고물로 주목도가 높은 광고 상품

노출 타이밍 경기 시간 內 지속 노출

사이즈
최소 1024*1024 pixel 이상

내부 조절 후 적용(전광판 높이 수준)

포맷 FBX

적용기간 리소스 입수 후 다음 패치 시

보유구좌 2구좌

노출량 월평균 최소 5,309,453회(제한 없음)



In Game 광고 - 노출광고

경기장 내 그라운드 광고

구장 1루, 3루 방향에서의 그라운드 광고 상품

노출 타이밍 경기 시간 內 지속 노출

사이즈 1024*256 pixel

포맷 PNG, JPG

적용기간 리소스 입수 후 다음 패치 시

보유구좌 2구좌

노출량 월평균 최소 5,309,453회(제한 없음)

경기장 상공 구름 광고

경기장 내 전광판 상단에 구름 형태로 로고를 만들어 넣을

수 있는 광고 상품

노출 타이밍 경기 시간 內 지속 노출

사이즈 최소 1024*1024 pixel 이상

포맷 FBX

적용기간 리소스 입수 후 다음 패치 시

보유구좌 1구좌

노출량 월평균 최소 5,309,453회(제한 없음)



In Game 광고 - 노출광고

홈런 광고

경기 중 홈런이 발생될 경우 홈런 이미지와 함께 광고 이미

지가 함께 노출 가능. 매우 주목도가 높은 광고 상품

노출 타이밍 경기 중 홈런 칠 경우 발생

사이즈 최소 1024*1024 pixel 이상

포맷 PNG, JPG

적용기간 리소스 입수 후 다음 패치 시

보유구좌 1구좌

노출량 월평균 58,349회(제한 없음)

타자입장 광고

타자가 입장 시 타율 등의 정보와 함께 브랜드 로고가 노출

되는 광고 상품

노출 타이밍 경기 시간 內 지속 노출

사이즈 최소 1024*1024 pixel 이상

포맷 PNG, JPG

적용기간 리소스 입수 후 다음 패치 시

보유구좌 1구좌

노출량 월평균 최소 5,309,453회(제한 없음)



In Game 광고 - 노출광고

스코어 광고

고객들이 점수를 낼 때마다 스코어창 상단에 브랜드 광고

이미지가 노출되는 광고 상품

노출 타이밍 경기 시간 內 지속 노출

사이즈 최소 1024*1024 pixel 이상

포맷 PNG, JPG

적용기간 리소스 입수 후 다음 패치 시

보유구좌 1구좌

노출량 점수 발생시(제한 없음)

키오스크 광고

고객 대기, 응원실의 키오스크(게임 조작기계) 화면에 게임

진행 시 노출되는 광고 상품

노출 타이밍 경기 시간 內

사이즈 최소 1024*1024 pixel 이상

포맷 PNG, JPG

적용기간 리소스 입수 후 다음 패치 시

보유구좌 1구좌

노출량 지속 노출



스폰서 광고 - 스크린야구대회

리얼야구존 스크린야구대회 ‘리얼배틀’

2016년부터 진행 중인 스크린야구 대회로서, 올해부터는 직장인

리그/대학 리그로 분할 되어 추진, SPOTV 등 방송 중계 진행

스폰서
혜택

 방송/대회타이틀/보도자료/SNS/홍보물을 통한
스폰서 브랜드 노출

 참가자 전원 해당 브랜드 관련 제품 증정

 대회 시상 관련 선정 및 권한 부여

 기존 스폰서 : 하이트진로, 엡손, 티웨이항공 등

대회
기간

 홍보 : 약 1 개월
 예선 : 지역별 예선 토너먼트
 결승 : 서울 직영점에서 결승 토너먼트 진행

진행
성과

2017 리얼배틀 대회 (일반 대회, 대학생 대회)

 참가인원 : 약 1,600여개팀, 6,000여명

2018 리얼배틀 직장인 페스티벌 (참가팀 제한)

 신청팀 : 약 50여개팀, 200여명

 방송 노출 : SPOTV 시청률 선방, 동영상 조회수 총 15만회

2018년 리얼배틀 직장인 리그전 – SPOTV 방송 중계2017 리얼배틀 일반인/ 연예인 대회 2017 리얼배틀 서울지역 대학리그전



모바일 APP 광고 (리뉴얼 신규 론칭)

리얼야구존 APP 2.0 리뉴얼 론칭

리얼야구존 APP 버전 2.0 이 리뉴얼 론칭 되어 깔끔한 UI를 통해 다양한 리얼야구존 이용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얼야구존 APP 버전 2.0에서는 아래와 같은 배너 광고 구좌를 확보, 다양한 방식의 노출을 통해 고객사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고의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팝업 배너

 앱 로그인 후 메인 메뉴 접속 전
중단 팝업 배너 노출

 자동 슬라이드 롤링 노출로 주목
도 높은 광고 구좌

띠 배너

 메인 메뉴 고정 띠 배너 영역으로
자동 슬라이딩 노출

 메인 고정 노출로 팝업 배너 영역
과 함께 주목도 높은 광고 구좌

네비게이션 배너

 하단 야구공 네비게이션 아이콘
클릭 시 상단 텍스트 광고 노출

 진행 중인 제휴 이벤트 내용을
롤링 / 순차 노출

이벤트 페이지 운영

 팝업 배너, 띠 배너 영역과 연계
한 이벤트 페이지 운영

 이벤트 내용 확인 및 광고, 제휴
상세페이지 연결



04
Media Mix

광고 현황



광고 가능 슬롯 현황 및 단가 (스크린/In Game 광고 기준)

• 모든 광고상품의 리소스는 클라이언트 제공 기준입니다.

• 상품 및 광고비용은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광고구좌 LIST 및 광고 단가

광고 명 위치 이미지 사이즈 재생(sec) 구좌 구분 현재 서비스 광고 월별 광고단가 비고

오프닝 영상 광고 로그인 완료 후 1920*1080 최대 30
1 -

35,000,000 
1 -

레디 이미지 광고 게임 시작 시 1920*1080 클릭시까지 1 내부 이벤트 25,000,000 

신발 광고 게임 중 페달 입력 UI 512*512 - 1 - 15,000,000 

동영상 광고 5이닝 종료 후 2회 1920*1080
15 1 (A) 하이트진로 TERRA

30,000,000

현대자동차 뉴아반떼
(대전지역) 19.1월 종료

15 1 (B) -
웰컴저축은행 톱랭킹광고

18.12월 종료

이닝 종료 이미지 광고 1,2,3,4,6,7,8 이닝 종료 후 1920*1080 3 7 3이닝 후 봉봉성형외과 25,000,000 
영화 ‘언니’, ‘콜드체이싱‘ 

18. 2월 종료

3D 가상 광고 각 이닝 교체 컷씬 중 1024*1024 3 1 하이트진로 TERRA 15,000,000 

전광판&조명탑 광고
인게임 전광판 및

조명탑 오브젝트 內
1024*512 15

1 하이트진로 TERRA
15,000,000 

1 봉봉성형외과

외야 펜스 광고 게임 내 펜스 1024 * 256 - 8

하이트진로 TERRA
봉봉 성형외과

닥터포헤어 샴푸
맥스웰 피부과

더 크라이오테라피

5,000,000
펜스광고 슬롯
여유분 있음

제품(조형물) 광고 구장별 좌/우측
1024*1024 - 1 하이트진로 TERRA

8,000,000
3D 이미지 회전

1024*1024 - 1 -

경기장 내 그라운드 광고
구장 1루 방향 1024*256 - 1 하이트진로 TERRA

8,000,000 
구장 3루 방향 1024*256 - 1 봉봉성형외과

경기장 상공 구름 광고 전광판 상단 상공 1024*1024 - 1 하이트진로 TERRA 8,000,000 

홈런 광고 홈런 UI 1024*1024 3 1 -

웰컴저축은행 톱랭킹광고
18.12월 종료

타자 입장 광고 타자 입장 UI 1024*1024 3 1 봉봉성형외과

스코어 광고 득점 UI 1024*1024 3 1 봉봉성형외과

키오스크 광고 마운드 뷰 UI 1024*1024 상시 1 -

기간 및 제휴 범위에 따라 협의 가능



 Appendix – 주요 동영상/이미지 광고 레퍼런스



광고 문의

리얼야구존 마케팅홍보팀

ykhwang@realyagu.com

070-5038-36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