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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이고 혁신적 인 기업, 더퓨쳐컴퍼니



㈜더퓨쳐컴퍼니는 창조적파괴, 즉 낡은관습을무너뜨리고변혁을일으키는과정을

통해새로운가치를창조해나가며현대사회를누구보다먼저 이끌어나가고있습니다.

핵심가치

창조적
Creative.

끊임없는도전과 새로움을
창조하다.

세계화

혁신 Innovation.

남들보다앞서 새롭게
접근하다

Global.

전세계인이즐거움을함께
향유하다

2021년, 9월㈜더퓨쳐컴퍼니는이러한 창조적, 혁신, 세계화라는
핵심가치들을바탕으로 제 2의 지구, ‘메타버스2’를성공적으로
런칭하였습니다이 서비스를통해국내시장 확대는물론, 글로벌시장
확대에 박차를가하고 있습니다.



Best

최고
끝없는 학습과자기계발을통해

자신의 분야에서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인재

Future

미래
새로운 가치를연구하고 더

나은
변화를선도하는인재

Challenge

도전
현실에 안주하지않고 진취적,

유연적 사고로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인재

Communication

소통

열린마음과공동체 의식으로
다양성을가지고 의견을주고

받으며
소통, 협력에 힘쓰는 인재

더퓨쳐컴퍼니는 믿고 신임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열정적이고 소통하는 최고의 전문 인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eta + Universe
다채로운 경험과 만족을
제공한다



스크린샷



스크린샷



영상

https://youtu.be/-GMKKJxAXlw

https://youtu.be/-GMKKJxAXlw
https://youtu.be/-GMKKJxAXlw


영상

https://youtu.be/QBalFfIUKyY

https://youtu.be/QBalFfIUKyY
https://youtu.be/QBalFfIUKyY
https://youtu.be/QBalFfIUKyY


메타버스2 서비스
메타버스2의 맵 구조는 Mapbox라는 매핑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지구 전체를 1:1 스케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지형엔진은지구에 존재하는 절벽,폭포 등 모든

극적인 지형을 효과적으로 표현합니다.

사용자는 지구의 토지를 10㎡씩 격자 무늬로 나눈 타일

한 칸을 구매하거나, 혹은 여러 개의 타일을 한꺼번에

드래그하여 구매 후 소유 또는 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타일마다 소유자가 선택한 국가의 국기를 표시해

놓을 수 있으며, 전세계의 유저들이 맵에서 서로의 국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 단계
메타버스2의 개발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유저 간의 메타버스 자산 매매를 하는 과정인 1단계이며, 2단계에 들어서 이용자 간의 자원 채취 개발 과정에 있어,

산간지역과 해안지역 등에 차별성을 두어 채취할 수 있는 자원에 현실성을 더할 것 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유저 간의 메타버스 자산매매
과정

소유한 자산에서 자원 개발
얻은 자원을 통해 건물 등을 건설하는

과정

인프라를 통해 상업, 관광, 자원
채취

등의 비즈니스 활동 가능



콘텐츠 업데이트 로드맵

랜드마크

2차 랜드마크 오픈

P2P 페이지 에디터 월드 업데이트

메타버스2 에디터 메타버스2 월드 오픈 아바타, SNS 기능

UGC 확장 / VR 기능

로드맵 2차 랜드마크 오픈
랜드마크 3D화

메타버스2 에디터 오픈 메타버스2 월드 – Season 1 오픈 메타버스 2 월드 업데이트

메타버스 2 Phase 1

• 건물 건설 기능 업데이트

만든 건물은 NFT가 되어

P2P 페이지에서 심사를 통해

등록하여 판매하거나

마음에 드는 건물 및 구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콘텐츠 오픈 예정

• ‘메타버스2 월드’ 기능을 통해

나만의 건물과 구조물, 도시 등의

지형을 만들고 꾸밀 수 있음.

• 자원이 추가되고 건물이

다양화 되어 P2P 페이지에서

판매 및 거래

• 아바타 생성 및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기능 업데이트

• 친구와 채팅이 가능한 SNS

기능과 옷과 장신구 등 여러

콘텐츠를 만들고 올리는 기능

업데이트

• 유저가 가상 공연, 가상 경기

미술관 관람 등을 구성하고

수익 등을 얻을 수 있는 기능

업데이트

• VR로 가상세계를 직접 체험

할 수 있고 가상으로 사무실을

차리거나 모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업데이트 예정

메타버스 2 Phase 2 메타버스 2 Phase 3 메타버스 2 Phase 4

메타버스2  월드키워드

주제

상세
내용

• 서울, 뉴욕 총 16곳

랜드마크 업데이트

• 랜드마크 타일 터치 시

랜드마크 건물을 3D로 확인



1 ~ 2차 콘텐츠 업데이트
❖랜드마크오픈 / 3D 업데이트

• 서울, 뉴욕총 16개 랜드마크업데이트.

• 랜드마크타일터치시랜드마크건물을 3D로확인가능. 

P2P페이지

등록

타 유저와

공유 가능

건물

건설

건물 건설

나만의 구조물 만들기

P2P 페이지 등록

아이템이 NFT화 되어 가치를 지님

타 유저와 공유 가능

타유저가만든건물을 구입할수있고
만든것을 P2P 페이지에등록하여수익

창출

❖메타버스2 에디터업데이트

• 유저가에디터기능을통해건물과구조물을만들수있음.

• 아이템을만들면 NFT화되어 P2P페이지에등록. 



3차 콘텐츠 업데이트



4차 콘텐츠 업데이트



National Facillity

랜드마크
랜드마크는 네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랜드마크의 소유권은 해당 랜드마크의 타일을
전부 소유하고 있어야 인정되며 외부 및 내부를 3D형태 실제 공간으로 구현될 예정이고,

해당 랜드마크 소유주는 그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기반시설이 되는 곳

국가와 지역의
주요 문화재

복합 문화 공간과 비즈니스 센터의
특징을 가지는 랜드마크

럭셔리한 주택지역과
상업 요충지

Heritage

Gold

Platinum

Culture

Prestige

Belt

● 유명한 복합 상업시설 거리의 소유주가 될 경우 광고판을 소유하게 되면 기업들이 해당 건물에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현실과 같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 랜드마크 관광지 내부에 여러 가지 전시품이 전시되고 현실에서 관광을 하는 것처럼 가상세계에서 명소를 둘러 볼 수 있으며 그 관광지의
소유주가 되면 관광 수입을 얻게 됩니다.

● 랜드마크에서 공연이 열리면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실제 공연을 볼 수 있으며 공연이 열린 랜드마크의 소유주는 공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Brave Girls 랜드마크 프로젝트

❖브레이브걸스는정식론칭전부터우리와함께한메타버스2의홍보모델입니다.

브레이브걸스는메타버스2의서율과뉴욕 “브레이브걸스＂랜드마크프로젝트로
랜드마크소유자에게제공되는대체불가능한토큰(NFT)이되어들어갈예정으로
서울과뉴욕의랜드마크 5종을선정하여각기다른브레이브걸스의건물로지정될것입니다.



메타버스2의 세계

메타버스2는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최대 도시인

‘서울특별시’와

미국의 최대 경제 도시

‘뉴욕’을 배경으로 합니다.

앞으로는 관광과 여행도

가상세계의 온라인상으로

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울과 뉴욕의

실제 관광지나

명소를 가고 싶다면,

메타버스2의 세계에서

실제 서울과 뉴욕의

관광지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여행도

현실세계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의 생활 양식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 모든 것들을

가상세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산업은 급격히 성장할 것입니다.



현실세계와 동일한 모든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2의

핵심이며, 메타버스2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직접 만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관광, 회의, 공연, 쇼핑, 창작활동, 경제활동 등 상상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맵

건설 (3D) 메타토큰채굴

에디터

건설 - 건물외부(도시지역)

메타버스2 월드

월드(3D필드)

건물 내부 아바타

에디터 Beta

애니메이션

3D 홀로그램
건물 도면

P2P 거래

거래소(메타토큰거래)

메타토큰

랜드마크

완성된 건물

건물 도면

메타토큰

철광석
석재

물
석유

광고판

자원채굴 (산 / 강 / 바다)

철광석

석재

물

석유

채굴기 (4종류)

랜드마크 준 랜드마크

내셔널 퍼실리티

헤리티지 골드

플래티넘 컬쳐

프레스티지 벨트

브레이브걸스

랜드마크

3D 건물 제공

NFT 일련번호

3D 홀로 그램

건물 도면 제공
NFT 일련번호

NFT

NFT

캐릭터 생성



메타버스2의 생태계

WORLD

1. 콘텐츠를자유롭게제작가능

2. 제작한콘텐츠를마켓에등록

3. 등록된콘텐츠는 NFT화

4. 마켓에서 NFT로등록된
콘텐츠를
거래하여수익창출

BUILDING

MAKE & BUY

• 사용자가 만든 건물을 구입
• 에디터를 이용해 건물을 제작하여

마켓에 등록

LAND

BUY THE LAND

• 토지를 구매하여 건물을 건설
• 건설된 건물에서 메타토큰 채굴

CONTENTS

PARTY & PLAY

•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참여
• 콘텐츠를 제작하여

마켓에 등록

CHARACTER

MAKE & BUY

• 사용자가 만든 캐릭터 구입
• 캐릭터를 만들어 마켓에 등록



● 건물 및 창작물

메타버스2 에디터에서 플레이어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작품 거래

에디터를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게 되면 NFT화 되어 다른

유저들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발전

메타버스2 에디터를 이용하여 유저들은 각종 아이템들을

구매하여 콘텐츠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 광고

사용자가 광고판을 만들고 다른 사용자들의 광고를 유치해서

이용료를 받고 광고를 게시해 줄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2 에디터



메타버스2 월드에서는 여러 종류의 자원이 채굴됩니다.

채굴된 자원은 건물 건설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자원
채굴



2021년 11월 10일 기준

유저는총 44,859명으로

그 중

대한민국 77.49%

미국 12.36%

홍콩 2.7%

일본 3.73%

중국 1.44%

기타 국적 2.28%로

대한민국과미국의 이용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저 통계 - 국적 별



남성 55.1%

여성 44.9%로

여성 유저에 비해

남성 유저가 많습니다

유저 통계 - 성별



연령층은

20대 37.64%

30대 36.24%

40대 11.84%

50대 9.24%

60대 이상 5.04%로

주로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저 통계 - 연령 별



메타버스2에는 각종 수익 모델이 존재합니다
수익모델은 크게 회사, 유저 두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유저

수익구조

유저

임대료
설치한 건물의 일정 공간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징수합니다. 임대료는 공간을 이용한 일수로 책정되며
임대인이 임대료의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
수익

일부 건물은 공연 또는 전시회 등을 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가진 유저는 해당 건물에서
공연, 전시회 등의 이벤트가 실시되면 입장료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광고
건물의 광고판을 소유한 유저는 광고를 유치하고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고 수익은
회사와 플레이어가 분배해서 취득합니다

메타달러
이자

판매 (이자 획득) 상태이지만 판매되지 않은 토지의 이자율이
매일 0.01%씩 감소하며, 판매가 일어나면 이자율은 0.3%로
바뀌고 매일 0.01%씩 감소하며 최소값은 0.01%입니다. 이자는
수수료 수입 이자풀 내에서 지급합니다.

추천인
보너스

나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한 사람들이 자산을
거래했을 때, 거래 금액의 0.5%만큼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메타달러
수수료

플레이어들끼리 자산 거래를 할 때, 자산이 판매되면
판매 당시 총금액의 5%에 해당하는 메타달러를
회사에서 수수료로 징수합니다.

광고 수익
건물의 광고판을 소유한 유저는 광고를 유치하고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고 수익은 회사와 플레이어가 분배해서 취득합니다.



창출되는 가치
현재 개발 단계로서 유저 간의 자산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 메타토큰 채굴, 랜드마크 및 주요 지역

소유 시 지급 받을 수 있는 NFT가 가장 큰 수익 수단

입니다.

또한 나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한 사람이 자산을 판매할

경우 판매 금액의 0.5%만큼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며

후에 2단계, 3단계 개발이 진행되어 자원개발, 건물

건설 기능이 추가될 경우 좀 더 많은 가치 창출이 이루

어질 것입니다.

이자는 판매 (이자 획득) 상태이지만 판매되지 않은 토지의

이자율이 매일 0.01%씩감소하며, 판매가 일어나면

이자율은 0.3%로 바뀌고 매일 0.01%씩감소하며

최소값은 0.01%입니다. 

이자는 회사에서 떼는 수수료 내 에서 지급하여 자산을

구매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판매 시에만

판매금액 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개발 단계가 진행된 후에는 게임 내 건물들을 사용자가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며 패션 아이템과 가구 등을

제작하여 마켓 플레이스에 올리고 유저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모든 재료들은 모듈화

되어 사용자들이 본인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며 그로 인해 새로운 경제활동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랜드마크 등 주요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지역의 실제와 동일한 3D 모델로

제작, NFT화하여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NFT는 자산 정보가 고유하게 디지털로 저장되어 자산 증명이 되는 개념입니다.

NFT화된 3D 건물을 소유한 사용자는 해당 건물을 실제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희소성과 자산 가치를 보유하게 됩니다.



+

CONTACT US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 12길 34

전화번호 1644 - 8788

E - Mail admin@thefuturecompany.info

YouTube www.youtube.com/c/Metaverse2

Instargram www.instagram.com/metaverse2_kr

Twitter twitter.com/Metaverse_2

Hompage www.futurecompan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