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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OVERVIEW
Vision & Mission

천상 게임 개발자인 사람들의 꿈으로,
지난 9년 동안 성장만 경험한 개발사

COMPANY OVERVIEW
개발 철학

5분만에
즐거워지는 실험실
장대한 서사보다는 즐거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게임을 지향합니다.
지난 9년간 6개의 모바일 게임, 3개의 VR게임과 27개의 하이퍼 캐주얼 게임을 출시하였습니다.
현재는 하이퍼 캐쥬얼부터 미들코어까지 세상을 즐겁게 만드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매시 레전드
Smash Legends

개발작 소개
위대한 게임, SMASH LEGENDS

개발작 소개
위대한 게임, SMASH LEGENDS의 뜨거운 반응

최고 MAU

210만

누적 다운로드

500만

최고 DAU
애플
App store
글로벌 피처드
선정

45만

최고
매출액

13억

개발작 소개
Youtube에도! 이미 스매시 레전드!

개발작 소개
위대한 게임, SMASH LEGENDS

SMASH LEGENDS™는 5민랩의 역대 가장 큰
프로젝트로서 야심차게 준비한 기대작입니다.
유쾌하게 치고 받는 모바일 PvP액션게임으로서,
쾌속의 액션과 묵직한 타격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개발사

5minlab Corp.

퍼블리셔

5minlab Corp.

장르
출시 일자
플랫폼

실시간 난투형 액션 PvP
2021. 04. 13
Mobile (iOS / AOS) / PC (Steam)

개발작 소개
Platformer

꼬모:냥이추적자 for Kakao
장르

스테이지형 런게임

제작 기간

2013년 5월 - 2014년 8월

운영 기간

2014년 8월 - 2016년 2월

수상

힘내라 게임인상 (2014.04)
창업진흥원 창업선도대학 사업(2014.05)

진출 국가

한국 (2014.08.)
중국 (2015.01.)
글로벌 (2015.03)

테크스택

Client C++ / cocos2dX
Server – erlang
Tools – as3+air, python, buildbot, adobe flash

특징

자체 출시한 5민랩 첫 프로덕트.
D1 Retention : 50%
분산 서버, 빌드 자동화, 자동화된 리소스 파이프라인,
플래시를 이용한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제작 등 당시
기준으로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았음.

개발작 소개
VR / AR

BAAM Squad
장르

VR Multiplayer Shooting

제작 기간

2017년 4월 - 2018년 3월

운영 기간

2018년 3월 - 서비스 중

진출 국가

한국
중국
글로벌

테크스택

C#
Unity3D
Photon Cloud

플랫폼

특징

HTC Vive
Ouclus Rift
“과자공장”이라는 가상 현실 공간 속에서 과자 아이템과
기계 장치들을 사용하는 전략형 플레이가 특징.
4인 협동(Co-Op)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FPS게임.
GDC 2018 Play 출품!
전세계 168개의 VR방에 공급함.

개발작 소개
Puzzle

Brickscape
장르

3D 퍼즐

제작 기간

2017년 1월 - 2017년 6월

운영 기간

2017년 6월 - 2021년 4월

수상

Google ARCore 런칭 타이틀
BIC awards excellence in casual finalist (2017)

진출 국가

글로벌

테크스택

Client – C#, Unity3D, ARCore
Server – Python, GAE, Toast Cloud

플랫폼

특징

iPhone,
Android,
HTC Vive

AI를 이용한 level generation 자동화 게임.
6백개 이상의 레벨과 데일리 퍼즐로 구성.
퍼즐 안의 한 조각을 바깥으로 빼낸다는 독특한 설정으로, 각
도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입체 퍼즐 게임

개발작 소개
Puzzle

Express Thru
장르

퍼즐

제작 기간

2017년 5월 - 2019년 1월

운영 기간

2019년 5월 - 서비스 중

플랫폼
테크스택:
특징

Android / iOS
Client - C# / Unity 3D, Server – Python, AWS
Generator와 Solver로 나눈 퍼즐 생성 자동화 도입.
Brickscape Level generation 자동화에서 발전한 형태,
언뜻 보면 배달 트럭으로 보이나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로켓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특징.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화물들을 싣고 갈 수 있는
이동 경로를 파악해야 함.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경로는 끊김없이 일직선으로
도달해야 하는 것이 포인트.

개발작 소개
Hyper Casual

Project 7x40
Hyper Casual 장르는 현재 회사 내 프로젝트 팀 740에서 담당하고 진행해왔습니다. 7개
월동안 40개의 하이퍼 캐주얼 게임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팀입니다.
주니어 개발자들이 게임의 아이디어부터 완성까지 이끌었으며,
실시간으로 유저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연구했습니다.
유저들의 반응을 지표로 삼아 게임 개발의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는프로젝트입니다.
VooDoo, Green Panda Games, Gismart, Mamboo Games 등과
퍼블리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신규 개발은 휴식기로, 기존 게임의 서비스 운영을 진행 중입니다.

개발작 소개
Hyper Casual

Monster Park.io
장르

하이퍼 캐주얼

제작 기간

2020년 10월 - 2020년 10월

운영 기간

2020년 10월 - 서비스 중

플랫폼
특징

iOS
5민랩 740프로젝트의 12번째 게임.
고대 몬스터들과 싸우며 다양한 아이템을 모아 더 강력 한
몬스터를 공략하는 플레이가 특징.
하이퍼 캐주얼 프로젝트 중 최초로 ROAS > 1.0을 넘었고
꾸준히 인기가 유지되는 중.
특히 중국에서 꾸준히 기대 이상의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는
게임.

개발작 소개
Hyper Casual

Idle Port Tycoon
장르

하이퍼 캐주얼

제작 기간

2019년 11월 - 2019년 11월

운영 기간

2019년 12월 - 서비스 중

플랫폼
특징

Android / iOS
5민랩 7x40 프로젝트의 18번째 게임.
화물을 옮겨 돈을 벌고, 항구를 건설하여 범위를 확장
시키는 게임.
하이퍼 캐주얼 프로젝트 중 2번째로 ROAS > 1.0을 넘어
퍼블리셔인 Gismart와 정식으로 퍼블리싱 계약을 체 결함.
현재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였으며, 꾸준히 이익 창출을
해내고 있음.

개발작 소개
Hyper Casual

Billion Builders
장르

하이퍼 캐주얼

제작 기간

2020년 1월 - 2020년 1월

운영 기간

2020년 2월 - 서비스 중

플랫폼
특징

Android / iOS
5민랩 740프로젝트의 21번째 게임.
미니멀한 인부들이 기차로 이동하며 건물들을 짓는 간편 한
방치형 플레이로, 인부를 늘려갈수록 더욱 빠르게 건 물을
건설할 수 있음.
최근 ROAS > 1.8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주며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이를 계기로 퍼블리셔인 MAMBOO GAMES와 정식으로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음.

개발작 소개
VR / AR

Toy Clash VR / AR
장르

1-line offense for VR / AR

제작 기간

2016년 4월 - 2017년 1월

운영 기간

2017년 1월 - 서비스 중

수상

제 5회 게임 창조 오디션 3위
Samsung Gear VR 피쳐드 수상
Google Daydream VR 피쳐드 수상
2017년 4월 G-rank 챌린지 서울상
Unite 2017 Best VR 수상

플랫폼

Samsung Gear VR (2017. 1.)
Google Daydream VR (2017. 4.)
Steam VR (2017. 8.)
Microsoft MR (2017. 11.)
Oculus VR (2018. 1.)
PS VR (2018. 7.)
LG VR (2019. 4.)
Microsoft Hololens (2017. 10.)
Apple ARKit (2018. 1.) - 최초 타이틀

테크스택
특징

C# / Unity 3D
상대의 타워를 무찔러 이기는 타워오펜스형 게임.
책상 위에서 벌어지는 장난감들의 전쟁이라는미니멀한 테마
공간 속에서 전략을 전개하는 플레이가 특징.

COMPANY OVERVIEW
5minlab의 조직력

젊음의 패기와 성공의 경험이 요동치는 새로운 세대의 개발사

피드백은 수평적이지만 의사결정은 수직적인 조직 문화. 권한과 책임이 동등함을 원칙으로 상식이 통하는 회사.
젊고 혈기 넘치는 개발사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요괴”, “드래곤 네스트”로 유명한 이승찬(Skulit),
“던전앤파이터” 수석개발자인 장호준 등이 합류하여 성공의 경험을 공유하는 92명의 조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COMPANY HISTORY
5MINLAB 연혁

게임인재단
제 3회
힘내라 게임인상
수상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창조오디션

3위

넥슨 박물관
2016
Accelerator
Nexon VR
Open Call

Unity Un
ite ’17 A
wards B
EST VR

OnGameNet
G-Rank Awards
Challenge
SEOUL

GDC
GDC Play
2018
Nominee

2013. 09.

㈜ 5민랩 법인 설립

2017. 05.

OGN G-rank Seoul Challenge 수상

2014. 04.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 사업 선정

2017. 06.

[Brickscape] 출시 (iOS / Android)

2014. 08.

벤처기업인증

2017. 10.

[Toy Clash AR] 출시

2014. 08.

꼬모[냥이 추적자 for kakao] 출시

2018. 01.

LINE [1010] 개발 착수

2015. 01.

[공동개발 프로젝트 Project O] 출시 (SEA)

2018. 03.

GDC 2018 Play에 [Baam Squad VR] 출품

2015. 08.

[Snake VR] 출시 (Gear VR, Baofeng Mojing)

2018. 04.

[Baam Squad VR] 출시

2015. 09.

KOCCA, 첨단융복합콘텐츠 지원사업 선정

2018. 06.

LINE [1010] 출시 (TH)

2015. 10.

[Toy Clash VR] 경콘진 게임창조오디션 3위 수상

2018. 11.

LG U+와 VR 협업 개발 착수 [Toy Clash VR]

2016. 03.

[Space Sushi] 넥슨컴퓨터박물관 VR Open call 선정

2019. 08.

라인게임즈 SI 투자

2016. 04.

[Toy Clash VR] 출시

2019. 11.

라인게임즈와 SMASH LEGENDS 퍼블리싱 계약 체결

2016. 09.

[Toy Clash VR] 경콘진 게임창조오디션 3위 수상

2020. 10.

시리즈 A 투자 유치

2016. 10

[Space Sushi] 넥슨컴퓨터박물관 VR Open call 선정

2021. 03.

SMASH LEGENDS 소프트 런칭

2017. 01.

[Toy Clash VR] 출시

2021. 04.

SMASH LEGENDS 글로벌 런칭

2017. 01.

SBS와 [정글의 법칙 VR] 프로젝트 개발 착수

2021. 05.

SMASH LEGENDS 500만 다운로드 달성

2017. 03.

삼성전자와 AR 시제품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착수

2021. 08.

SMASH LEGENDS 반주년 이벤트 진행

2017. 04.

NIPA 융합형 스마트콘텐츠 지원사업 선정

2022. 02.

크래프톤의 7번째 독립스튜디오로 합류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