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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Culture Creation Group

인사말

1. 가상현실 콘텐츠 파트너 ADMI.

ADMI는 VR/AR 콘텐츠전문기업입니다. 지난 10년간교육, 훈련, 체험, 스포츠등다양한분야의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공공기관, 기업등다양한영역에서 ADMI가제작한콘텐츠를활용하고있습니다.

2.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ADMI의조직력은아티스트, 프로그래머, 심리학을전공한전문가들로부터나옵니다. 기획자와아티스트의감성중
심스토리텔링과 IT기술기반의 VR/AR 프로그램협업으로독창적인콘텐츠를제작합니다.

3. 고객을 최우선합니다.

최상의품질확보를위해고객과의소통을최우선합니다. 현장을철저하게분석하고엔드유저의특성을고려하여이
용자눈높이에부합되는스토리와콘텐츠를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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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Culture Creation Group

회사개요

회 사 명 ㈜에이디엠아이 (ADMI Inc.)

대 표 김 문 식

설 립 일 2011년 1월 28일

주요제품 VR/AR 및 시뮬레이션 콘텐츠 제작

직 원 수 14명

주 소 대전시유성구대덕대로512번길20, CT센터202호

홈페이지 www.admi.co.kr

경영지원팀(1)

▪ 경영관리및기획

▪ 운영지원

콘텐츠기획(3)

▪ 교육.훈련콘텐츠기획

▪ 체험콘텐츠기획

▪ 문화.기술기획

▪ HW 및공간설계

▪ Contents R&D

▪ Motion Simulator

▪ 2D/3D Graphic

부설연구소(3)

▪ PC SW Development

▪ Mobile App Development

▪ Server Program 

Development

SW개발(2)

▪ 3D 그래픽/영상 개발

▪ H/W 설계및시제품개발

2D/3D 그래픽 (5)

CEO

ADMI는콘텐츠전문기업으로 2011년설립되어
기관, 기업등에교육.훈련콘텐츠/ 게임콘텐츠/ 온라인시스템/ App 등을다수납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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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Culture Creation Group

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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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dutainment

I.
Entertainment

III.
Healtainment

|주|에이디엠아이

VR·AR

• 모션시뮬레이터기반

VR 체감콘텐츠

• VR 방탈출시스템

• AR 체험콘텐츠

• VR 교육.훈련시스템

• 안전교육/ 과학교육/ 

자연교육 VR

• Bike 시뮬레이션콘텐츠

• 콘텐츠기반운동/건강시스템



Entertainment

체감콘텐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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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Culture Creation Group

VR방탈출

방탈출을 VR로즐기자!

헨젤과그레텔
동화속주인공이되어
마녀의집에서탈출하라

가상현실콘텐츠로
새롭게구성된 동화스토리로

어른과아이들이
환상의세계로빠져든다

현장활용사례

VR방탈출헨젤과그레텔

[VR E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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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에게버려져숲속을헤매던헨젤과그레텔, 

고픈배를참던중우연히발견한과자집에들어간다. 

알고보니그곳은마녀가아이들을잡아먹기위해

마법으로만든환상의공간이었다.

한편과자의집에는마녀도알지못했던

현실과환상세계를오가는마법과자가존재하는데..



 VR ESCAPE: Hansel & Gretel

동영상링크: https://youtu.be/Axx9dDQMYxI

https://youtu.be/Axx9dDQMYxI
https://youtu.be/Axx9dDQMYxI
https://youtu.be/Axx9dDQMYxI


VR·AR Culture Creation Group

VR 엔터테인 – 콘텐츠 및 운영현황

外다수설치및운영

이글레이스

부족을배신한독수리 '설친'을막아라!

그로몬더탱크 (GTT)

무기조각을모아절대에너지 '에타(Eta)' 를완성하라!

악의 유혹에 넘어간 독수리부족의 날망은 부족 유물을 악당에 넘긴다. 부족은 유물 탈환 비행단 구성을

위해 최고 독수리를 뽑는레이스를 펼친다.

'그로(GRO)'행성의 무기조각이 합쳐지면 절대에너지 '에타(Eta)'가 완성된다. 절대에너지를 차지하기위

해 그로행성에 악당이 습격하고, 절대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그로몬 전사들과의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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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회관CGV ESCAPE(U.S)



Edutainment

교육.훈련 분야

10



VR·AR Culture Creation Group

공룡을수집하라!

공룡시대로들어가

공룡의특징을이해하고

미션을수행하여

다양한종류의공룡을수집한다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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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명 Why? 공룡

배경 현재(2020년 내 방) / 과거(공룡시대)

학습목표 공룡의 시대와 분류 및 특징 알아보기

방법 큐브에 누락된 정보를 시대를 이동하며 찾는다.

체험시간 3분~5분

• 현재(2020년) / 공룡시대: VR / 3D 구현
• 체험시간:4~5분
• 학습: 공룡의 시대와 분류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 이벤트: 공룡시대로의 이동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장애물 요소 구성
• 보상: 장애물 통과하여 정보 획득 시 보상 요소 제공

• 공룡과학자인 아빠가 실험도중 2억년 전 공룡 시대로 사라졌다. 양자전송장치를 통해 아빠는 실험실로 알 수
없는 큐브를 하나씩 보내오고 있다. 큐브의 수수께끼를 해석해낼 때 마다 큐브함의 에너지가 차오르는데..

콘텐츠 시나리오 Story 1: 공룡

Why?

공룡

등장인물

등장인물 • 아빠, 공룡, 나, 우보(로봇)

문제개요
• 공룡과학자인 아빠가 실험도중 2억년 전 공룡 시대로 사라졌다. 
• 양자전송장치를 통해 아빠는 실험실로 알 수 없는 큐브를 하나씩 보내오고 있다.
• 큐브의 수수께끼를 해석해낼 때 마다 큐브함의 에너지가 차오르는데..

핵심체험활
동

(학습)

• 아빠가 보내온 큐브 1개에는 1마리의 공룡의 정보가 들어있다.
• 큐브를 실험 장치에 넣으면 해당 공룡의 정보 시트가 나타난다.
• 정보 시트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고, 공룡 시대로 이동해서 정보를 채운다.

퀴즈 및 리뷰 • 퍼즐, 퀴즈, 리뷰 등을 통해 학습내용을 복습한다.

인트로
• 실험실에서 공룡DNA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던 아빠
• 실험장치에 공룡의 DNA를 넣는 순간, 알 수 없는 에너지 폭발로 아빠가 사라진다.
• 아빠가 사라진 곳은 2억년 전 지구, 아빠의 공룡 연구가 계속된다.

[VR 과학교육]

<미션1: 뿔을 찾아라>

<미션2: 먹이를 찾아라>

<공룡분석기>

시나리오

가
상
현
실
체
험
콘
텐
츠



동영상링크(VR공룡): https://youtu.be/F0vvlEy6OGs

 리얼에듀(REAL EDU): VR 과학교육 - 공룡

https://youtu.be/F0vvlEy6OGs
https://youtu.be/F0vvlEy6OGs
https://youtu.be/F0vvlEy6OGs


VR·AR Culture Creation Group

우주

우주쓰레기를제거하라!

우주로날아가기위한

로켓발전사를과거/현재/미래

스토리로이해하고

우주에버려진쓰레기를

회수하는미션을통해

우주환경보호필요성을높임

활용사례및설치예시

우주탐험 VR콘텐츠 – 로켓역사

[VR 과학교육]

SECTION A: 
Past

SECTION B: 
Present

SECTION C: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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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에듀(REAL EDU): VR 과학교육 - 우주

동영상링크1
(SectionA 과거): 

https://youtu.be/LLbZ
xDjPEsE

동영상링크2
(SectionB 현재): 

https://youtu.be/GESh
Spq5uHg

동영상링크3
(SectionC 미래): 

https://youtu.be/lQydt
hynvqA

https://youtu.be/LLbZxDjPEsE
https://youtu.be/GEShSpq5uHg
https://youtu.be/lQydthynvqA
https://youtu.be/GEShSpq5uHg
https://youtu.be/GEShSpq5uHg
https://youtu.be/lQydthynvqA
https://youtu.be/lQydthynvqA
https://youtu.be/LLbZxDjPEsE
https://youtu.be/LLbZxDjPEsE


VR·AR Culture Creation Group

VR 과학교육키오스크시스템

공룡/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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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KIOSK 시스템]

단순지식이해를넘어체험하
고, 경험하고, 느끼는학습과훈

련필요.

전달지식을잘외우고있느냐
가아닌교육의목적을이해하
고성취사유형학습필요



VR·AR Culture Creation Group

VR자연교육

환경오염으로고통받는
동물친구들을구출하라!

해양오염, 극지오염, 
아프리카사막에서의
사파리체험을통해

환경오염원인을이해하고
경각심을높여

환경보호의의미를되새김

현장운영사례

심해/사파리/극지탐험 VR콘텐츠

<해양환경공단> <대전어린이회관> <김대중컨벤션센터>

[제작실적 및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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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교육 - VR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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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F Pitch Roll Dimensions Weight Power Power Consumption

2 DoF ±12° ±12°
650mm[W] X 800[L] X 

1,400mm[H]
90kg AC 220

Average 0.3KW 
[max.0.8KW]



 리얼에듀(REAL EDU): VR자연교육 3종

동영상링크1
(SAVE SEA): 

https://youtu.be/DhGD
NAMwEsw

동영상링크2 
(SAFARI): 

https://youtu.be/H4ZP
S3DeZbo

동영상링크3
(SNOW SSING): 

https://youtu.be/NvX2
egycO0Q

https://youtu.be/DhGDNAMwEsw
https://youtu.be/H4ZPS3DeZbo
https://youtu.be/NvX2egycO0Q
https://youtu.be/DhGDNAMwEsw
https://youtu.be/DhGDNAMwEsw
https://youtu.be/H4ZPS3DeZbo
https://youtu.be/H4ZPS3DeZbo
https://youtu.be/NvX2egycO0Q
https://youtu.be/NvX2egycO0Q


Healtainment

건강.운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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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Culture Creation Group

Bike Simulation

운동과콘텐츠를결합한

바이크시뮬레이션시스템

중국, 미국

실내체험관및스포츠관설치

현장활용사례

[리얼힐] 시뮬레이션바이크체험콘텐츠

[Health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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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콘텐츠 - Bike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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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바이크 사양서

크기 800 [W] X 600 [L] X 1,000 [H] / mm

탐승인원/최대하중 1인승 / 100kg

무게 50kg

가동범위 1 Axis / Roll ±5°(Max)

전원 DC 14V 3A

모니터 사양 별도

권장설치 공간 1200 [W] X 1600 [L]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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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 콘텐츠 및운영현황

外다수설치및운영

나라판타지움
(세종시, 실내스포츠)

광희/신가초등학교
(서울시, 실내스포츠실)

스마일스크린스포츠
(서울시, 실내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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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
ucbAv44so

https://youtu.be/McYO
NpbsYEc

Bik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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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ucbAv44so
https://youtu.be/McYONpbsYEc
https://youtu.be/9-ucbAv44so
https://youtu.be/9-ucbAv44so
https://youtu.be/McYONpbsYEc
https://youtu.be/McYONpbsYEc


감사합니다.

admi@admi.co.kr / T. +82-42-824-0128 / F. +82-42-824-0154

CT Center 202, 512, Daedeok-daero,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www.admi.co.kr

ADMI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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