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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 : ㈜ 한빛소프트

 설립일 : 1999.01.06.

 사업분야 :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주권상장 : KOSDAQ (2002.01.10.)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1로 171, 3층

 홈페이지 : http://www.hanbitsoft.co.kr

 게임포탈 : http://www.hanbiton.com

 ㈜한빛소프트 대표이사 (현)

 ㈜한빛소프트 CFO (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LG화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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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소개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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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승현

http://www.hanbiton.com/


1999년
한빛소프트 설립

2000년
‘스타크래프트’ 최단기간

1백 만장 판매 기네스상 수상

2006년
‘헬게이트, 런던 지스타 2006 베스트 컨텐츠상 수상

2009년
‘그라나도 에스파다’ 누적매출 300억원 돌파

‘에이카’ 2009 대한민국게임대상

온라인 최우수상 등 수상

2011년
온라인게임 ‘삼국지천’, ‘FCM’ 

국내 상용화

2012년
‘그라나도 에스파다’ 글로벌 서비스

2021년
‘헬게이트 VR’ 서비스

2019년
오디션’ e-스포츠 정식종목 승격

2020년
모바일게임 ‘퍼즐 오디션,

‘삼국지난무’ 국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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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KOSDAQ 상장

2014~2017년
모바일게임 ‘FCM 2014’, ‘세계정복’ 서비스

모바일게임 ‘천지를베다’ 국내 서비스

모바일게임 ‘클럽오디션’ 국내 서비스

AR게임 ‘역사탐험대’ 국내 서비스



CEO

이사회

경영지원실

홍보팀

게임사업팀컨텐츠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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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운영팀



04 주주구성 및 관계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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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구성 관계사현황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T3엔터테인먼트 7,617,009 30.69%

특수관계자 284,087 1.14%

기타 16,921,266 68.17%

발행주식총수 24,822,362 100.00%

2022. 06. 30 기준 2022. 06. 30 기준

36.11%53.70%

30.69%

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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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Games
01 오디션

• Title : 오디션 (Audition)

• 제작/배급 : ㈜T3엔터테인먼트 / ㈜한빛소프트

• 출시 : 2004년 10월

• 장르 : 리듬액션 게임

• 플랫폼 : PC

• 등급 : 12세 이용가

• 특징

- 음악을 선곡한 후 리듬에 맞춰 아바타 조작을 통해 게임을 진행

- 누가 더 리듬에 맞추어 춤을 잘 추는가를 상대방과 경쟁

- 상점에서 판매하는 수천가지의 패션 아이템으로 아바타를 꾸밀 수 있음

- 여성 유저 비율이 최고 57%로 PC 온라인 게임부문에서

유례없는 여성 유저 비율을 자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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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Game Introduction

• Title : 그라나도 에스파다(Granado Espada)

• 제작/배급 : ㈜IMC Games / ㈜한빛소프트

• 출시 : 2006년 7월

• 장르 : MMORPG

• 플랫폼 : PC

• 등급 : 15세이상 이용가

• 특징

- MCC 시스템 : Multi Character Control(MCC)은 동시에

최대 3명의 캐릭터를 컨트롤 가능

- 다양한 팀을 구성해 자신만의 전략적 플레이 가능

- 방대한 영입 캐릭터 : 총 200종 이상의 NPC를

영입하여 새로운 동료로 성장 가능

02 그라나도 에스파다
S2.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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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클럽오디션

S2. Games

• Title : 클럽오디션 (Club Audition)

• 제작/배급 : ㈜블루게임즈 / ㈜한빛소프트

• 출시 : 2017년 3월

• 장르 : 리듬액션 게임

• 플랫폼 : 스마트폰 (Android / IOS)

• 등급 : 전체 이용가

• 특징

- 자사 최대 IP ‘오디션’ 기반의 모바일 버전

- 유저 실시간 동기화 지원

- 여심 공략! 여성 이용자 비율 50% 이상을 기록

- 단판 플레이 방식으로 게임상 스트레스 요소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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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Game IntroductionS2. Games
04 에이카

• Title : 에이카(AIKA)

• 제작/배급 : ㈜한빛소프트

• 출시 : 2009년 2월

• 장르 : RPG

• 플랫폼 : PC

• 등급 : 19세이상 이용가

• 특징

- 최대 2,000명이 동시에 전투를 벌이는 전쟁 특화 온라인 게임

- ＜워리어,크루세이더＞, ＜스나이퍼, 듀얼거너＞ 그리고

<프리스트, 나이트메지션＞ 등 취향에 맞는 클래스 선택 가능

- 경매장 시스템, 메신저, 엘터 네트워크 등 커뮤니티 시스템

- 14회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최우수상, 게임기획/시나리오 부문, 

온라인게임 부문에서 수상을 하여 3관왕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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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퍼즐오디션

S2. Games

• Title : 퍼즐오디션 (Puzzle Audition)

• 제작/배급 : ㈜아이오넷 / ㈜한빛소프트

• 출시 : 2020년 5월

• 장르 : 퍼즐 게임

• 플랫폼 : 스마트폰 (Android / IOS)

• 등급 : 전체 이용가

• 특징

- 매치3 퍼즐과 아바타 성장 요소의 결합

- 혼자 즐기는 퍼즐, 대결하는 PvP 모드

- 45vs1의 배틀로얄 서바이벌 게임모드 지원

- 멋지게 꾸민 아바타를 자랑하고, 인기투표로 추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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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Hanbit Drone



Overview

• 회사명 : ㈜한빛드론

• 대표자 : 박양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센터 1305호

• 설립일 : 2006.09.05

• 주요 사업분야

- 중국 드론 전문 제조사 DJI의 공식딜러

- DJI Consumer, Enterprise, Agriculture, RSC등 드론 전범위 사업 진행

- 상세 사업분야

» DJI Business : consumer, Enterprise, Agriculture, RSC

» Solution Business : Mission Customize Service

» Education Business : 임무특화교육

• 사업소개

1) 유통 사업

- 입문용 드론 및 촬영용 드론 등 일반 컨슈머용 드론 제품 보급

- 산업용 드론의 일반기업체 보급 및 국가 기관 등에 유통

2) 농업 사업

- 방제드론의 운용 교육 진행 및 체계화된 농기계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농업현장 및 방역현장에 방제 드론 공급

3) 교육 사업

- 촬영,수색,점검,진단, 구조 등 특화된 임무에 맞는 드론 전문 교육 진행

- Flight Training/Flight Develop/Flight Master 과정

S3. Hanbit 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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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드론사업 시작

- 완구 드론, 교육용 드론 시작

2017년
- Consumer(소비자) 드론 시장 진출

- Enterprise(기업) 드론 시장 확대

2018년
- 국내 유일의 DJI 공식 추천 A/S 센터 구축

- Agriculture(농업) 드론 시장 진출

2021년
DJI ARS 오픈

- 롯데백화점 동탄점

- 대전 신세계 Art & Science점

T-Live 영상관제솔루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영상관제솔루션 도입

산림항공본부 업무협약 체결

- 산림항공본부 드론교육 업무제휴 체결

2019년
DJI 임무특화교육 특화

- DJI 기체를 활용한 임무특화교육 개시

DJI 로보마스터 S1 독점총판

- 혁신적인 인공지능 로봇

DJI 로보마스터 S1 

국내 독점수입원 권한 취득

지자체 용역사업 확장

- 기술실증 사업운영/해안정찰용역수행

화재예방 영상관제솔루션 진행

S3. Hanbit Dron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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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