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ACT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157-1㈜ 한국오토엠

Tel : 031-768-2676 Fax : 031-768-2679

게임캠프 입점 제안서
GAME CAMP PROJECT PROPOSAL



건전 아케이드게임물 제작업인증업체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물등급위원회

• 대표이사 조두학

• 자본금 10억원 :  사원수 20명

• 설립일 1995년 11월

• 본사 / 공장 :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157-1

• CONTACT     :  T. 031-768-2676    F. 031-768-2679

• 보유특허및 기술

• 회사명 (주) 한국오토엠 HAN KOOK AUTO M Co.,Ltd.

㈜한국오토엠 AUTO-M



영 화 관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프리머스등약 70여곳

리 조 트 한솔오크벨리, 용평리조트, 금호리조트, 대명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 한국콘도, 켄싱턴리조트

휴 게 소 문막, 화성, 추풍령등전국고속도로휴게소약 80여곳

놀 이 공 원 어린이대공원, 한국민속촌, 원주드림랜드, 담양테지움테마파크,이월드.

레일바이크 양평레일바이크, 아산레일바이크, 여수해상레일바이크, 여수해상케이블

워 터 파 크 이천테르메덴, 로만바스, 제주아쿠아리움

기 타 제주우주항공박물관,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 프리존등약 100여곳

입점현황및사업파트너



게임캠프는 60여가지의 (인형뽑기,사진자판기,VR 가상현실체험, 프라이즈 게임, 노래방, 슈팅게임, 사격게임, 아케이드 게임등) 오락성을 겸

비한 타격 게임부터 스포츠게임 까지 여러가지 게임을 한 곳에서 할 수있는 게임센터이며 그 다양성으로 가족이 함께 또는 어린이, 청소년,성

인남녀노소 등 연령층의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한국오토엠 고유의 신개념 게임센터 브랜드 입니다.

게임캠프(Game Camp)는 직영과 임대로 약 20 ~ 60평 부터 200평에 이르는 규모로 매장운영 되고 있습니다.

▪ 캠핑을즐기듯이여러가지 게임의 액티브한재미와익사이팅한모험을경험하고 즐길수있는

게임캠프장이바로 "게임캠프"의아이덴티티입니다.

게임캠프 BI (Brand Identity)



게임캠프사업파트너

: 전문직원의매주방문기기상태,

운영상태점검관리

:인기절정캐릭터의정품만을공급

: 입점장소파악, 맞춤형기기설치, 디자인정비

: 순회사원의정기방문,

기기점검및신속정확한수익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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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1~3 가지신제품개발• 신상제품으로교체

• 고품격관리시스템

• 정품캐릭터상품

• 영업전략컨설팅제공

• 수익정산서비스 한국오토엠 사업파트너

공동운영
수익분배

기기
무상설치
운영 + 관리
전담

설치
장소제공
운영 + 관리
협력

24여년간 다양한게임기와자판기를개발, 

생산해온 (주)한국오토엠은

남다른컨텐츠노하우로 자체생산한품질좋은기기를

무상설치하여운영수익을분배하는

국내최대규모입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꾸준한실수익에 사업파트너들의높은만족도를받고있습니다.



• 소규모인원으로운영가능 (최소인건비)

• 전문지식없이간단히운영가능

• 재료비걱정이없는순수현금사업 (외식업: 매출의평균 40% 이상의재료비)

투자비에따른맞춤형창업

상권과입점점포의컨디션에따른제품구성으로

투자비맞춤형창업이가능

• 게임캠프 20~30평 : 사격,야구,인형뽑기등유행게임

• 게임캠프 40~60평 :  아케이드게임

• 게임캠프 60~100평 : 아케이드게임 + 스포츠게임복합몰

국내게임산업은정부의규제로장기간정체기를보내다쾌적한환경의대형상권입점및지속적으로새로운

네트워크게임 출시 등의업계의계속된노력을통해최근프랜차이즈업계의 item 부재를틈타창업시장의

Hot item으로 급부상제2의전성기를누리고있음

게임산업의높은성장가능성

NO.1

NO.2

NO.3

NO.4

㈜한국오토엠

게 임 캠 프

• 게임캠프 100평~200평 : 아케이드게임 + 스포츠게임복합몰 + VR

게임기제조업체로신상품및
신속한기기교체

현장운영경험으로
매출좋은기기만선별입점

타업체대비부분별금액의
경쟁력이우수

관리하기쉽고, 재료비걱정없는사업

한국오토엠의노하우가최고실수익창출

게임캠프의강력한 경쟁력



게임캠프사업실적

시흥하늘휴게소 70평형게임캠프 NC 웨이브 전주객사지점 200평형게임캠프



게임캠프사업실적



이니셜8
피쳐캠프

슈팅레인지
스크린사격 헌팅존
& VR

스윗랜드4(브라이트)2대

비트앤 덩크 (3대)

펌프잇업 - LX

데드스톰파이레츠 (SD)

페스트트랙 (2대)

모터싸이클

타임크러시스4

하우스오브 데드

레츠고정글

비디오게임 (10대)

블라썸

인생사진

엣지플러스 노래방 (4대) 인형뽑기 (10대)

드래곤펀치

정글헌터콤보

70평형게임캠프기기배치예시조감도 (7900 x15000mm)

예시조감도입니다. 실제입점기기는장소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70평형게임캠프기기배치예시조감도 (7900 x15000mm)



시흥하늘휴게소기기배치조감도

시흥하늘휴게소 70평형게임캠프입점기기배치조감도



시흥하늘휴게소기기배치조감도

시흥하늘휴게소 70평형게임캠프입점기기배치조감도



200평형게임캠프기기배치조감도 [전주객사지점]

전주 NC웨이브 200평형게임캠프입점기기배치조감도



200평형게임캠프기기배치조감도 [전주객사지점]

전주 NC웨이브 200평형게임캠프입점기기배치조감도



이니셜 D 8 2대

슈팅레인지 3대
아이스맨 2대

비트앤 덩크 (2대)

키메이커 (2대)

드래곤펀치

비디오게임 4대

엣지플러스 코인
노래방

인생사진

스피드라이더 2대

키즈라이더 (3대)트랜스포터콤비 2대

40평형게임캠프기기배치예시조감도 (9000x15000mm)

예시조감도입니다. 실제입점기기는장소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펌프프라임

태고의달인

렛츠고아일랜드 3D

딥씨파티낚시

페스트트랙(에어하키) 2대

시크릿캐슬 2대

스마트스마이커



40평형게임캠프기기배치예시조감도 (9000x15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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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진

비트앤덩크

태고의달인

슈팅레인지사격기 (3대) 픽셀크래프트슈팅볼

정글헌터콤보

20평형게임캠프기기배치예시조감도 (7000x13000mm)

예시조감도입니다. 실제입점기기는장소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어드벤쳐볼링

드래곤펀치

트랜스포터콤비 2대
이니셜D 8 2대

스피드레이서3

아이스맨

슬랩샷스트라이크 [ 에어하키 ]

판타지반반



20평형게임캠프기기배치예시조감도 (7000x13000mm)



15평형게임캠프기기배치예시조감도 (6000x10000mm)

슈팅레인지
사격기 3대

비트앤 덩크 2대
픽셀크래프트
슈팅볼 슬랩샷스트라이크

어드벤처볼링

트랜스포트콤비 2대

드래곤줄펀치

스위트랜드

예시조감도입니다. 실제입점기기는장소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15평형게임캠프기기배치예시조감도 (6000x10000mm)



로케이션게임캠프기기배치예시조감도

슈팅레인지
사격기 3대

어드벤쳐볼링

픽셀크래프트
슈팅볼

비트앤 덩크 2대

슬랩샷
스트라이크

9D VR 
가상현실체험

예시조감도입니다. 실제입점기기는장소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로케이션게임캠프기기배치예시조감도



졸음깸터 7~8평형매장형기기의배치조감도

예시조감도입니다. 실제입점기기는장소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입점기기및제원

어린이 VR (BEAR BABY) 

제품규격 : 높이 1100, 좌우 720, 앞뒤 760(mm)

제품중량 : 75kg

HTC Vive 가상현실 게임 (HTC Virtual Realty) 

제품규격 :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가능한 게임 아이템

설치면적 : 최소 2m x 1.5m , 최대 6m x 6m 면적 필요

트루타겟 (TRUE TARGET) 

제품규격 : 높이2000, 좌우1300, 앞뒤3000(mm)

제품중량 : 220kg

뽀끼뽀끼2 (PPOKKI PPOKKI)

제품규격 :  좌우 :800(mm), 앞뒤 : 1000(mm)

사용코인 : 주화 500,전지폐 사용가능,지폐환불기 장착

불스아이 파티(BULLSEYE PARTY) 
스크린 양궁
1set (4Player) 

스크린 규격 : 높이 2025, 좌우 3800(950), 앞뒤 300(mm)
제품규격 : 높이 3000, 좌우 4000, 앞뒤 3000(mm)

키즈라이더 (KIDS RIDER) 

제품규격 : 높이 1100, 좌우 720, 앞뒤 760(mm)

제품중량 : 75kg

프라이즈월 블루 (PRIZE WALL Blue)

제품규격 : 높이1750,좌우1500,앞뒤270(mm)
제품중량 : 130kg
사용코인 : 주화100,500/전지폐 사용가능

시크리트캐슬 (SECRET CASTLE)

제품규격 : 높이1700,좌우1340,앞뒤800(mm)
제품중량 : 230kg
사용코인 : 주화100,500/전지폐 사용가능



입점기기및제원

슈팅 레인지 (SHOOTING RANGE)
비비탄 자동사격기

제품규격 : 높이2,000,좌우800,앞뒤3750(mm)
제품중량 : 320kg
사용코인 : 전지폐 사용가능

VR 가상현실체험 (Virtual Realty) 

제품규격 : 높이1,800,좌우1,100,앞뒤2100(mm)

제품중량 : 270kg

인생사진 (LIFE PHOTOGRAPHY)
흑백 사진자판기

제품규격 : 높이2000,좌우900,앞뒤1400(mm)
제품중량 : 120kg
사용코인 : 주화500 / 전지폐 사용가능/

지폐환불기장착

키메이커 (KEY MAKER)

제품규격 : 높이1700,좌우1340,앞뒤600(mm)

제품중량 : 220kg

사용코인 : 주화100,500/전지폐 사용가능

비트 & 덩크 (BEAT & DUNK)

제품규격 : 높이1850,좌우1300,앞뒤1800(mm)
제품중량 : 230kg
사용코인 : 주화100,500 / 전지폐 사용가능

패스트트랙 EVO (FAST TRACK EVO) 

제품규격 : 높이800,좌우2350,앞뒤1250(mm)
제품중량 :180 kg
사용코인 : 주화100,500 / 전지폐 사용가능

탑드리프트(TOP DRIFT) 

제품규격 : 높이2550,좌우2400,앞뒤2400(mm)

제품중량 : 180kg

트래스포트 콤비 &트윈
(TRANSPORT COMBI & TWIN)

제품규격 : 높이1850,좌우1300,앞뒤1800(mm)
제품중량 : 230kg
사용코인 : 주화100,500 / 전지폐 사용가능



입점기기및제원

판타지 반반 Fantasy BanBan

제품규격 : 높이 2388, 좌우 2216, 앞뒤 1688(mm)
제품중량 : 300kg

•타겟을 맞추는 재미! 경품을 획득하는 재미! 재미가 두배!
•남녀노소 누구나 쉬운 플레이
•품질의 안정성 (비비탄 사격게임과 차별화)
•검증된 인컴
•탁 트인 경품 진열창

이니셜D (INITIAL D) 카레이싱

제품규격 : 높이 2100, 좌우 1700, 앞뒤 2300(mm)
제품중량 : 350kg

• 신뢰할 수 있는 메커니즘, 실감나는 배경음
• 넉넉하고 디럭스한 외관,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편안한 컨트

롤 주행
• 익사이팅한 움직임으로 실감나는 리얼 자동차 경주
• 고품질 32 “LCD  화면
•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

PIXELCRAFT 픽셀 크래프트

제품규격 : 높이 2710, 좌우 2570, 앞뒤 1050(mm)
제품중량 : 355kg

•화려한 조명연출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의 환상케미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는 픽셀 크래프트 공놀이 게임
•더 높은 점수를 내기 위한 무한 경쟁게임
•재미는 기본! 경품은 덤으로!

딥씨파티 (DEED SEA PARTY) 
물고기 잡기

제품규격 : 높이 750, 좌우 1150, 앞뒤 1700(mm)
제품중량 : 150kg

• 화려한 색상,귀여운 캐릭터, LED 조명 효과로 매장 광고효과 증대
• 남녀노소,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6인용 게임
• 다양한 장소 설치가능하며 좁은 공간을 활용 소형 놀이공간 가능

어드벤처 볼링

제품규격 : 높이 1950, 좌우 1630, 앞뒤 1950(mm)
제품중량 : 300kg

•1인용 / 2인용 연동 가능
•남녀노소 이용 가능한 쉬운 시스템
•간단한 설치 및 이동 가능
•풍부한 사운드와 견고한 외장

슬랩샷 스트라이크 Slap Shot Strike

제품규격 : 높이 1717, 좌우 1670, 앞뒤 2277(mm)
제품중량 : 355kg

•고득점 퍽으로 역전의 기회를 잡자!
•최대 4명 플레이 가능
•쉴 틈 없는 공방전

아이스맨 (ICE MEN) 

제품규격 : 높이2112, 좌우2362, 앞뒤1100(mm)
제품중량 : 300kg

• 세계적으로 검증된 물총게임
• 누구나 즐검고 쉽게 즐길 수 있는 물총게임
• 인컴테스트 매출 1위!
• 다이나믹한 이펙트
• 체감형 오락

스위트랜드 (SWEETLAND)

제품규격 : 높이1403,좌우1380,앞뒤1380 (mm)
제품중량 : 180kg

•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경품을 이용한 프라이즈 게임
• 남녀노소 전연령 플레이 가능,
• 여성이나 연인들 사이에 인기만점입니다.
• 사탕류 외에 액세서리, 캐릭터 상품, 학용품 등을 사용 가능



70평형게임캠프입점기기리스트

구분 기기명 제조사 수량 제품상태 단가 금액 비고

크레인게임기

토이즈팝 & 뽀끼뽀끼 10 신품

키메이커(KEY MAKER) ㈜한국오토엠 2 REFURB

트랜스포트콤비(TRANSPORT COMBI) ㈜한국오토엠 2 신품 2인용

시크릿캐슬(SECRET CASTLE PLUS) ㈜한국오토엠 2 신품

빅스윗트랜드 일본남코 1 REFURB

요요파티 국산 1 신품

줄자르기(버버컷) 일본 1 신품

아케이드게임기

Let Go Jungle(SEGA) SEGA(일본) 1 REFURB

Time Crisis 4 일본 1 REFURB

이니셜 8 일본 1 REFURB

PUMP IT UP(LX.55인치) 안다미로 1 신품

House of the Dead(SEGA)4 SEGA(일본) 1 REFURB

스마트스메이커(SMART SMACKER) 안다미로 1 신품

데드스톰파레이즈(SD)라이징스톰 일본 1

스포츠게임기

정글헌터 국산 1 신품

농구게임비트앤 덩크 국산 3 신품

페스트트랙(에어하키) 영국 2 신품

드래곤펀치 국산 1 신품

Total 33



50~60평형게임캠프입점기기리스트

구분 기기명 제조사 수량 제품상태 단가 금액 비고

비디오게임기
32인치

LCD신청

철권 1 신품

테트리스 1 신품

1943 1 신품

1942 1 신품

겔러그 1 신품

보글보글 1 신품

스노우2 1 신품

야구왕 1 신품

퍼즐보글 1 신품

메탈슬러그4 1 신품

기타

인생사진자판기 ㈜한국오토엠 2 신품

비비탄사격기(한국오토엠) ㈜한국오토엠 5 신품

부스형노래방(코인) 대승인터컴 7 신품

9DVR(가상현실체험)6인/3인/2인 펑핑 1 신품 검토후입고

피쳐캠프&실내양궁&스크린사격 국산 1 신품

지폐동전교환기 2 신품

Total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