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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서

게임, 게임회사, 게이머를 위한 토털 O2O 크로스 플랫폼 서비스 기업



재미의, 재미에 의한, 재미를 위한…
모든 요소에 재미 요소가 활용되어야 함

단순함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유저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

+

게임, 게임회사, 게이머를 위한 O2O크로스 플랫폼 회사
펀플은 FUN + SIMPLE의 의미이며,

=



펀플웍스의 사업은 3가지 Domain으로 그려집니다

공급

온라인 아이템을 다양한
오프라인

결합상품으로 제작 및
공급합니다.

확실한 타겟의 광고 매칭과
실질적인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유명 IP를 활용한 광고 게임부터
일본 게이머를 타켓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퍼블리싱 합니다. 

확실한 타겟의 광고 매칭과
실질적인 리워드를 제공하는
게임 리워드 광고 플랫폼

입니다.





FUNPLE STORE - Business Introduce

개발사, 게이머 뿐만 아니라 제휴PC방 모두에게 재미와 이익, 편의를 제공하는 펀플스토어 Biz

코드 등록 후,
게임 이용

새로운 고객접점 확보 및 PC방을 통한 홍보/마케팅 PC방 점주의 수익 및 이용유저 증가 현금결제 편의 및 MD상품으로 게임 충성도 Up

FUNPLE POSA 시스템을 통한 주문 및 정산



공급

공급

펀플카드 공급

2,000

서울·경기·인천 : 약 1,000개

강원·충북·충남 : 약 200개

대전·대구·광주 : 약 280개

전북·전남·경북·경남 : 약 360개

울산·부산·제주 : 약 170개

http://www.funple.com/product/productView/PDPTZZ16AFKRHHHHFG


소울워커
스마일게이트

리니지
엔씨소프트

리니지2 아이온 블레이드앤소울 구글 기프트카드
INCOMM

오버워치
블리자드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원스토어 카드
원스토어

펀플스토어 주요게임 LINE-UP ㈜펀플웍스는 게임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Big Title을 중심으로 LINE-UP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펀플카드 펀플콜렉션상품

펀플스토어콜라보상품 모바일펀플핀





새로운 사업기반

PC방 등 전국 오프라인 네크워크 활용
리워드 서비스를 위한

PC방 유저를 펀플웍스 이용자로 흡수

10대~20대의 게이머를 Target 고객으로 흡수하여
펀플리워드 서비스를 통한 트래픽과 매출 확보

PC방 유저의 펀플 인프라화

PC방 등 전국의 오프라인 사용처를
펀플 리워드 네트워크로 구축

전국 1만 여개 PC방 네트워크 전국의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한
인프라 확보 및 리얼 리워드 서비스

펀플 Network 기반의 인프라 확보 및 새로운 사업의 가치를 창출
PC방 게임유저를 타겟으로 한 노출과, 잠재적인 800만 게임유저 대상의 게임 리워드 광고 플랫폼



펀플 리워드/광고
짤(ZZAL) APP

기존 리워드 서비스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

포인트 적립부터

사용까지 높은 허들

짤 리워드/광고 APP만의 특화된 혜택

모바일쿠폰 구매만으로

제한된 사용처

기존 리워드 서비스들은 포인트 사용 측면에서 효용성이 심각하게 낮습니다. 

짤은 어렵게 모은 포인트가, 가장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사용처를제공합니다. 

100원만 적립해도

카드, 현금 등과

자유롭게 복합 결제 지원

전국의 PC방 및 편의점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사용처에서

오프라인 제휴처에서 소액단위 현금

(최저 1,000원)으로 출금도 가능



짤 리워드/광고 App 피쳐드

스플래시 잠금화면 메인 짤충전소 짤짤이(문상꿀렛) 가맹점찾기



ZZAL 플랫폼 확장 계획

1. 범용 O2O 리워드/광고 플랫폼으로 타깃 확장

로컬 중소상공인

오프라인 매장 전용 멤버십 서비스 도입

전국 코인노래방, 커피숍,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 추가 확보

최초 10~20대 남성 층에서, 

10~40대 여성 층으로 코어 타킷 확장

2. 게이머 전용 광고 플랫폼으로 확장

짤서비스전용PC방런처

PC방
예약시스템

게이머전용
서비스 등

전국 월간 PC방 이용자 800만명 중 80% 회원 가입 목표

짤서비스와 연계된 PC방 예약시스템, 전용 PC방 런처, 

게이머 전용 메신저 출시 등을 통해 게이머 플랫폼으로의 확장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글로벌을 메인으로 한 유명 IP를 활용한 게임과
일본 게이머를 타켓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퍼블리싱

가장 대중적인 장르의
검증된 컨텐츠를 스핀오프

라이트 한 컨텐츠로
글로벌의 인프라를 공략

속도와 저비용으로
모바일 시장 트렌드에 대응

G

밝고 귀여운 일본풍의
게임 중심으로 퍼블리싱

일본 니치마켓 대상의
2D 미소녀 육성 게임

일본유저에 호감도 높은
특화된 게임



글로벌한 팬덤을 보유한 유명IP를 이용한 글로벌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인기 IP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인프라 모객 전략

2017년 일본 최고 흥행 애니메이션
- 케모노프렌즈 : 매치3 -

글로벌 2000만명의팬덤 보유의 캐릭터
- B.Duck : 퍼즐 -

미국/일본/중국/한국 등의 전설적인 IP
- 우주소년 아톰 : 벽돌깨기 -

여성들의 머스트해브 캐릭터 상품
- 마메시바 : 팝스타 -



일본 게이머를 타켓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퍼블리싱
일본 니치 마켓에 최적화된 게임 출시 및 신작 계약

메리갈란드마이콘비니 로그 유니버스

2D 캐릭터 육성시스템
미소녀 방치형 RPG

밝고 귀여운 일본풍 편의점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일본 애플 시뮬레이션 게임 TOP5 랭크)

트렌디한 레트로 퓨쳐 스타일의
우주배경 SF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게임사와 게이머를 위한 3가지 사업의 축으로 유기적인 연계 Biz 전개

공급

확실한 타겟의 광고 매칭과
실질적인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O2O 게임 마케팅 플랫폼 게임 리워드 광고 플랫폼광고형 글로벌 게임 Service게임사 게이머

FUNPLE NETWOR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