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 소개서



10부작 웹드라마

공포 게임을 만들던 천재 고등학생 민훈, 시우, 이현에게 어느 날 위기가 닥친다.

자신들이 만든 게임 ‘호러메이트’에 귀신 캐릭터들이 현실 세상으로 튀어나온 것!

그들은 귀신들을 잡기 위해 한 단계씩 게임 스테이지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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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엔 무조건 통하는 호러 장르와 학교 괴담이 떠오르는 학교 배경의 ‘호러메이트’는

정석적인 공포는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버추얼 휴먼, 디스플레이월을 활용한 버추얼 프로덕션, 리얼타임 모션 캡처 등을 통해

생생하고 살아있는 듯한 귀신을 선보인다!

드라마에서 끝나기엔 아쉬운 ‘호러메이트’를 

메타버스로 체험가능한 버추얼 쇼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체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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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게임을 실제로 시청자가 체험할 수 있는 종합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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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없는 버추얼 프로덕션으로 현실 배경부터 판타지 배경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제작 가능

3D 그래픽 
배경 제작

촬영 결과물

버추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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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제작 버추얼휴먼 캐릭터 도아 활용
주관기관 자체제작 버추얼휴먼으로 모션캡처 및 페이셜캡처 기술로 구현

영화, SNS, 메타버스 등의 다양한 콘텐츠 채널을 통해 활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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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웅고등학교 천재 3인방이자 게임 덕후인 민훈, 시우, 이현은

자신들의 경험담을 담은 공포 게임 <호러메이트>를 개발하게 된다.

이들은 현실에서 만났던 빌런들을 귀신 캐릭터들로 설정하여

총 10개의 스테이지에서 귀신들을 처치하고

귀신들의 희생양 ‘도아’를 구하는 게임을 개발한다.

어느 날, 한창 게임에 몰두해 있던 민훈을 골려주기 위해

시우가 게임을 몰래 조작하는데, 그 순간 학교에서 정전이 일어나면서

게임 속 귀신 캐릭터들이 하나 둘 현실 세상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자신들이 만든 귀신 캐릭터와 똑같은 귀신들이 현실에서도 나타나자,

민훈과 시우는  당황하게 되면서 귀신에게 잡힐 위기를 겪게 된다.

한편, 오감을 넘어 육감으로 민훈과 시우가 사고 쳤음을 느낀 이현은

학교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귀신과 1:1로 대면하게 된다.

멀리서 이현을 구하기 위해 달려오던 시우와 민훈은

자신들이 했던 게임 속 패턴을 떠올리며 귀신을 상대하려고 한다.

과연 세 사람은 귀신 캐릭터들을 모두 잡고 

현실에서도 도아를 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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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웅고등학교 천재 3인방이자 호러메이트 게임을 개발한 민훈, 시우, 이현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게임을 하던 중 이상함을 느낀다.
한편, 친구들과 저주게임을 하던 효원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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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캐릭터였던 학주 귀신이 현실로 튀어나오면서 잡힐 위기에 놓인 민훈과 시우가 이현에게 도움을 청한다. 
한편, 화장실에서 숨었던 민훈과 시우 앞에 게임 속 NPC 도아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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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주 귀신에게 잡힌 시우를 구하기 위해 이현과 민훈이 게임에 참여한다. 
게임 속 아이템인 열쇠를 찾기 위해 교무실에 몰래 들어간 이현이 주변을 살피는데, 눈치를 챈 학주 귀신이 교무실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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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주 귀신을 물리치고 안심한 세 사람이 집에 가기 위해 지하차도로 향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두 번째 스테이지가 시작되었다는 
도아의 메시지를 듣고 세 사람은 다시 한 번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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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에 홀로 쓰러져 있는 효원을 발견한 세 사람! 하지만 이미 귀신이 된 효원을 눈치 채지 못한 세 사람은 효원에게 홀리고 마는데.
과거, 효원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현은 효원을 탐탁지 않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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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원이 만든 감옥에 갇힌 민훈과 시우를 구하기 위해 이현이 다시 지하차도로 돌아오지만 이미 두 사람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효원과 귀신 효원을 마주하게 되는 이현은 진짜 효원을 찾아 나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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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온 세 사람, 민훈과 시우 그리고 효원. 이현이 성배에게 붙잡혀 게임 속 캐릭터가 되어 버리자 
민훈과 시우는 이현을 찾기 위해 이현의 집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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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처럼 성배에게 잡혀 게임 속 캐릭터가 된 민훈은 그곳에서 귀신이 된 이현을 마주하게 된다. 
민훈은 이현을 구하기 위해 과거 자신에게 손을 내민 이현과의 만남을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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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스테이지를 깨기 위해 세 개의 열쇠를 모두 모은 세 사람. 이번엔 게임 속 마지막 단계인 도아를 구하기 위해 감옥의 문을 찾아 나서는데,
게임 속에 있던 성배가 현실로 튀어나와 세 사람을 쫓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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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찾은 민훈이 시우와 이현을 대신해 스스로 감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현실에서조차 사라지는데 그 순간 게임이 끝나고 만다. 
두 사람은 민훈을 다시 되찾기 위해 갖은 방법을 찾아보지만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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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주귀신 cast. 윤종원

첫번째 귀신

늦은 시간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감옥에 가두는 귀신

김민훈 cast. 박창훈

호러메이트 게임 개발자.

전교1등이자 천재 개발자로

누구보다 똑똑하지만, 허당끼가 가득해서

팀 리더인 이현만을 믿고 따르는 똑똑한 바보 

민효원 cast. 문예진

두번째 귀신

현실에서 이현을 시기 질투하여

왕따로 만든 주범

최이현 cast. 민수화

호러메이트 게임 기획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지만

알고 보면 연약한 마음의 소유자 

성  배 cast. 소윤호

세번째 귀신

학교 근처를 배회하며

온갖 잡동사니를 수집하고 다니는 컬렉터

박시우 cast. 이승민

호러메이트 게임 디자이너.

목표 팔로우가 10만 명이 되고 싶어서

게임 보다는 인기를 얻는 게 목표인 귀여운 인플루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