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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who we are

Zero One Craft

제로원크래프트는 디지털 세상의 재료인

‘0’과 ‘1’로 세상에 도움되는 가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ZERO   ONE   CRAFT®
  0          1         공방®



꼭지
Imagination is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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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Our Company
Imagination is Everything



Computer Graphics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기술 영역
About Us: Our Focus

VR / AR Contents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

Interactive GAME
다중 사용 기능성 체험 게임

CG / VFX
영상특수효과



회   사   명 (주)제로원크래프트 대표이사 여 미 옥 

설   립   일 2013년 9월 25일 임  직  원 13명(2018년 10월 기준)

본 사 주 소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20, 대전문화정보산업  진흥원 CT센터 204호

부설연구소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 우송대학교  우송예술회관  412호

주   업   종 가상 증강현실 콘텐츠와 산업용 시뮬레이션  외

주 요 업 무 안전훈련 시뮬레이션 , 아케이드 게임, 모바일 게임, 특수영상 콘텐츠 제작

홈 페 이 지 http://www.01craft.co.kr

자본금과 매출 자본금 1억 원, 매출액 840백만 원(2017년 결산 기준)

About Us: Outline



2018년05월 ◆ 2018 Play X4, 서울 AR/VR 엑스포, G-Star ‘VR 우주정거장’ 출품
2017년06월 ◆ 국민안전증진 VR 기술 개발 사업자 선정(9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7년05월 ◆ VR 탈출 게임 제작지원(3억),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7년05월 ◆ NLOS 환경에서의 가상+물리 인터랙션 기술 개발(1억3천), 중소기업청
2016년06월 ◆ 무안경 입체 모니터 공간 터치 콘텐츠 및 기술 개발, (주)토비스 : 미국 라스베가스
2016년05월 ◆ 소방훈련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선정(2억5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5년10월 ◆ 해군중형함 가상현실 훈련 시뮬레이션 기술컨설팅 사업 수주, (주)STR, 대한민국해군
2015년09월 ◆ ’360 〬Video VR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1억3천)’ 중소기업청 
2015년07월 ◆ 라이더 센서 기술 소개 영상, (주)효성, 미국 CES 2016 전시
2015년03월 ◆ 대한항공 군사용 무인기 CBT 훈련 교안 제작, (주)유텍, 대한항공, 대한민국 공군
2015년02월 ◆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 : 한국디자인진흥원
2014년12월 ◆ 비보이스쿨 출시 : 구글스토어 - ‘bboy’ 부문 1위 앱
2014년09월 ◆ 용산 한글 박물관 대화형 콘텐츠 시나리오 수주,  시공테크
2014년03월 ◆ 반도체 검사 장비 실시간 가상현실 모니터링 그래픽 용역, AP systems
2013년09월 ◆ 법인 전환 : 자본 5천만원
2013년05월 ◆ 한국전력 :해풍 발전소 실시간 3차원 모니터링 시스템 용역
2013년04월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차세대 게임 비보이 댄스 배틀 게임 선정
2011년03월 ◆ Astro-wing 시즌 2 스마트 폰 앱 게임 Artwork
2010년12월 ◆ 한국 디자인 진흥원 : 국내 디자인 혁신기업으로 선정
2009년06월 ◆ 제로원크래프트 설립

About Us: History



About Us: Certifications



Our Team
(주)제로원크래프트 조직도

경영관리여미옥
남득기

기술연구소

기술파견 교육사업

스튜디오

권영빈 손종남

강석일
이한샘
양성효

하동원
박종옥
문지식
민원기
이철원



사업관리, 세무회계

CEO
yh10216@naver.com

Meet Our Executives Team

여  미  옥
아트디렉터, 기술이사

Technical Director
netmore@naver.com

하  동  원
총괄이사, 사업관리

General Director
01dknam@gmail.com

남  득  기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기술총괄

Research Director
kisper@naver.com

강  석  일



About Us: Technical Director

사업책임자    하  동  원(1970년생)

최 종 학 력    국민대학교  대학원, 콘텐츠디자인  전공, 박사 (2008년)

<주요 경력>

2000년 ~ 현재

다수의 대학에서 가상현실, 컴퓨터그래픽, 게임 개발 강의
한국 디자인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도시철도공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가상현실, 
모션그래픽, 게임 개발, 컴퓨터그래픽 강의 및 초청 특강

2013년 ~ 현재 (주)제로원크래프트 기술이사
2011년 ~ 2014년     KAIST 국방 M&S 기술특화연구센터 선임연구원(War-Game 연구)
2008년 ~ 2010년     (주)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게임 기술 자문 위원
2005년 ~ 2008년     한국 게임산업 진흥원 대전 게임 아카데미 교수
2000년 ~ 2004년     (주)인터비스코리아 기술이사, 월드컵 VR KIOSK 기술 개발 총괄
1998년 ~ 2000년     NETMORE 대표, 웹 기반 VR 기술 개발과 콘텐츠 제작



<가상현실 개발용 소프트웨어 보유 목록> <가상현실 개발용 하드웨어 보유 목록>
- Adobe CCT Full ver. - KAT VR treadmill 3 set
- Autodesk 3DS MAX - HTC VIVE 6 set
- Autodesk MUD Box - Oculus Rift VR 2 set

- Autodesk Motion Builder - Pi MAX VR 4K
- Unity3D PC/MAC ver. - Wrap 920 AR Max Reality, 2 set
- Unity3D Android ver - Intel Real Sensor

- Unity3D IOS ver - GoPro 360Hero 14ST
- Cinema4D PC/MAC - Wacom Intous II, III, IV, V 

- Allegorithmic Substance Suite - Wacom Tablet Monitor Cintique 24, 24, 27
- Marmoset Toolbag - Apple IPAD

- Z-Brush - NAS WD 2bay, 4bay, 8bay(24Tb)
- I-Studio MarkerFree Motion Capture - Android(LG, Asus, Samsung)

- Apple I-phone
- Neuron Motion Capture Pro-Full ver. 2 set

Bike Sim. Joystick Development Tool Kit
Beam Project(WXGA, Full-HD)

About Us: Corporate Assets
Clean Studio and Clean Office



Our Contents

Since 2013

(주)제로원크래프트가 참여한 프로젝트 소개



어린이 재난훈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한국 산업 기술평가연구원 개발비 지원 과제: 총 사업비 9억 원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에 맞게 지진과 화재 상황에서의 대응, 대피, 소방 방재 훈련 및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혼합현실 시뮬레이터
교통안전 자전거 시뮬레이터, 소방 훈련 소화전 및 소화기 시스템, 지진 대피훈련



충남안전체험관 영상 콘텐츠 개발
충청소방학교 안전체험관에서 국민의 안전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용역

태풍과 지진같은 재난이 발생했을때 위험성 인식과 대처해야될 행동을 체험객들이 재현하는 식의 교육을 받으며 재난 강도를 조절하면서 그에 
걸맞게 재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체험객들이 실제 상황과 같이 실감나게 체험 할 수 있도록 함 



소방관 화재진압 훈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개발비 지원 과제: 총 사업비 2억 원

실제 소방관들에게 필요한 표준작전절차(SOP)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실제로 화재 발생과 피해 내역의 통계에 기반한 가상공간 설계와 
불 확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훈련을 가상현실 기술로 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안전 자전거 시뮬레이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개발비 지원 과제: 총 사업비 2.5억 원

서울 가좌동을 모델로 한 실제 지형과 자율 주행자동차들, 15가지 이상의 위험 상황을 연출하고 체험자의 운행 기록을 컴퓨터로 분석하는 사후평가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 평균 키 140cm에 맞춘 자전거 지오메트리 설계와 고급 알루미늄 소재의 디자인까지 자체 개발. 페달 구름, 바퀴의 관성 
표현, 핸들 방향, 안장 착석 유무를 컴퓨터로 체크할 수 있으며 금속 체인이 아닌 카본 소재를 채택하여 유지관리 필요 없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함.

발달특성에 맞게 지진과 화재상황에서의 대응, 대피, 소방 방재 훈련 및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혼합현실 시뮬레이터
교통안전 자전거 시뮬레이터, 소방 훈련 소화전 및 소화기 시스템, 지진 대피훈련



다중사용자용 VR 카데바
한국정보기술연구원 기술용역

세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실제 인체 절단면 사진을 이용하여 별도의 기술 단계를 거친 후 가상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3차원 모델링으로 
변환하고, 실험실 내 다수의 사용자와 실험실 외 다수의 관객들이 VR 콘텐츠를 통한 해부학 교육이 가능한 플랫폼 기술 개발



다중사용자용 공던지기 게임
국립중앙과학관과 대전 행복복지관에 설치하고 운영 중

15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 던지기 게임. 현재 어린이 영어학습게임, 자연보호 게임, 장애 인식 개선 게임이 개발 
완료되었으며, 수요자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춤. 하나의 센서로 10미터 이상의 스크린을 센싱 할 수 있으며 기존 대부분의 유사 
프로그램과 달리 NLOS(Non Line Of Sight) 환경에서 강인한 기술 특성이 있음.



Astrowing Season II
스마트폰/스마트패드 비행 탄막 게임: (주)라이브젠 발주, Artwork 총괄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에서 즐길 수 있는 비행 탄막 게임으로 당대 최고의 히트작으로 선정됨.
플레이어 비행기 3종과 적 캐릭터 12종족 100여 개 기체의 콘셉트 디자인, 모델링, 이펙트, UI 설계 및 제작 일체



VR 탈출 게임 4종 출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게임 제작 지원 과제: 총 사업비 3억 원

Omni Directional Treadmill에서 사용자가 직접 VR 공간을 걷고 뛰면서 다양한 모험을 즐기는 게임.
우주정거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스토리는 사용자의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을 다양하게 필요로 하게 함으로써, 기존 컴퓨터게임과 
가상현실 게임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VR 체험장과 전시시설에 적용하기 좋은 소재임.



B-Boy School: 비보이 스쿨
Android 플랫폼을 위한 Break Dance 학습 앱

세계 최고 B-Boy 대회인 ‘R16’에서 우승을 차지한 비보이들의 동작을 컴퓨터 모션 캡처 기술과 게임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화 함. 
비보이 춤을 카테고리화하여 각각의 춤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속도로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



VR 공간 정보 제작 기술
대청호수와 한국과학기술원을 가상현실 공간 정보로 재구성

인공위성으로 만든 DEM data를 다양한 게임엔진 기술과 조합하여 매우 짧은 시간에 정교한 3차원 공간 정보를 제작할 수 있음.
이렇게 개발된 3차원 공간 정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나리오와 상호작용형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기초 기술이 됨.



지능형 영어 대화 시스템(Android 플랫폼)

상황별 영어학습과 자율 대화가 가능한 지능형 콘텐츠

Watson의 인공지능 STT 기술과 Android TTS 기술, Character Morphing 기술, Realtime Rendering을 융합하여 캐릭터와 마주하며 대화할 수 
있는 지능형 콘텐츠를 개발함. 현재, 파닉스 위주의 상황별 영어학습과 자율 대화 기능은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으며 말하는 캐릭터와의 연동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개발이 완료되면, 교육 분야와 전시/공연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파급효과가 예상됨.



무안경 입체 모니터를 위한 공간 터치 기술 개발
(주)토비스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테크 데모를 위한 기술 개발

(주)토비스의 무안경 곡면 UHD 입체 모니터를 위한 공간 터치 기술을 개발하여 미국 라스베이거스 게임기들이 물리적 조작 없이 사용자의 공간 
터치 동작을 인식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함.



상호작용 가능한 360 Panorama Video 여행
360도 Video에 인터랙션을 추가하여 리치 미디어 형식의 콘텐츠 기술 개발

기존의 360도 파노라마 영상은 그저 볼 수만 있을 뿐 영상 내부의 콘텐츠와 적극적 상호작용이 없다. (주)제로원크래프트는 다중의 360 영상에 
인터랙션을 추가하고 서로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의 선형 여행에서 공간 여행으로 차원을 확장하였으며, 영상 내부의 콘텐츠와 SVG나 3D 
model을 포함한 콘텐츠들을 연결함으로써 360 파노라마 영상으로 유적탐사, 가상현실 여행, 간단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



공군 소총 사격 훈련 시스템
대한민국 공군의 모의 총기 소총 사격 훈련 시스템 개발

군에서의 사격은 그 자체의 비용 소비와 위험성도 크지만 민간에서의 수많은 민원 때문에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게 됨. 이에 게임 기술과 모의 
총기를 결합한 형태의 해결안이 채택되었고 (주)제로원크래프트에서는 모의 총기에 의한 탄착점 인식 기술, 군이 요구하는 사격 시나리오에 따른 
가상환경 구축을 진행 완료함.



화장품 마케팅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주)원드풀라이프의 브랜드 ‘베네몽’ 화장품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베네몽’이란 하나의 브랜드로 디자인된 화장품 용기는 디자인 곳곳에서 서로 닮은 점이 많아서 증강현실 기술로 서로를 구분하기 어려움. 또한 
증강현실 기술은 투명한 물체, 반짝임이 많은 물체, 펄이 들어간 재질은 인식하기 매우 어려움. (주)제로원크래프트는 스마트폰이 인식하는 화장품 
용기의 이미지들을 세부 특징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개발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함.



How to use Fire Extinguisher
소화기 사용법 영상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하여 무료 배포

(주)제로원크래프트에서는 3차원 컴퓨터그래픽으로 캐릭터와 소방복, 소화기 모델링, 분말 분사와 이에 반응하는 화염을 Dynamic Simulation 
기술을 이용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전문가의 Narration으로 더빙하여 영상을 제작함.
이렇게 제작한 영상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하고 일부 안전체험관에서 활용하고 있음.



UWB  기술 홍보 영상: CES 2016 in LA 출품작
(주)효성기술의 UWB 칩 기술에 대한 홍보영상

UWB 칩 기술이 산업 전반에 두루 활용될 수 있음을 3차원 컴퓨터그래픽 기술로 표현함.
사실적인 하드웨어 모델링 기술, Rigid Body 시뮬레이션 기술, Cloth 시뮬레이션 기술,  Motion Graphic 기술들이 활용됨.



전대물 영상특수효과 제작
레전드히어로 영상특수효과 제작

일반 촬영된 원본 시퀀스를 컴퓨터그래픽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을 왜곡하고 추가적인 효과를 줌으로써 관객은 스토리에 더욱 빠져들게 됨. (주)
제로원크래프트에서는 2차원/3차원 컴퓨터그래픽 기술들을 활용하여 중국 방송콘텐츠인 ‘레전드 히어로’의 영상특수효과를 제작함.



변전소 산업 설비 CG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 설비를  CG로 제작

변전소에서 필요한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필요성에 맞는 컴퓨터그래픽 영상을 제작하여 납품



Activities
Imagination is Everything



전시회 참가
주요 메이저 전시회 다수 참가



언론 보도
다양한 매체에 소개



기업 문화
항상 겸손하고 서로 존중하며

24시간, 365일
자신을 위해 시간 잘 
활용하기

자기 경영

모르면 물어보고
알면 알려주고
만나면 인사하고

소통

디자이너답게
프로그래머답게
기획자답게

전문가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



고맙습니다

(주)제로원크래프트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오랜 
노하우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 070.  4196.  5369
휴대. 010.  9149.  0117, 하동원 기술이사
메일. netmore@naver.com, 하동원 기술이사

VR / AR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