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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회사 소개 

회  사  명 ㈜누리게임즈 

설  립  일 2012년 3월 1일 

소  재  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연구타워 1011호 

대표 이사 채경석  

임직원 수 23명 

매  출  액 2020년 : 45억원 

홈 페이지 http://www.nurigames.com  

http://www.nurigames.com/


1. 회사 

대표 및 연혁 

채경석 대표 

2012~          누리게임즈 대표이사 

2006 ~ 2012  펀그랩 개발 이사  

2005 ~ 2006  프리챌 게임 개발 팀장 

2000 ~ 2005  스카이소프트 개발이사 

회사 연혁  

2018. Olivia Loves Slots 출시 

2016 ~ 2018 : Galaxy Casino / Casino Bay  지속 업데이트 

 

2015. Slots : The Hunters / Casino Bay 출시 

2014. Awesome Poker / Tiny Vegas / Goddess Slots 출시 

 

2013. Farkle Mania / Bingo Friends 출시 

2013. Gem Gem Blitz / Freak Run / Guns & Rabbits 출시 

2012. Galaxy Casino / Nuri Slots 출시 

2012. Mahjong Land 출시 / Nuri Game Engine 개발완료  



2. 게임 

Galaxy Casino Live 

제   목          Galaxy Casino Live (슬롯테마 88개+, 블랙잭, 빙고, 포커 등) 

다운로드 

(한국에서는 다운로드 불가) 

애플 : https://itunes.apple.com/us/app/casino-live/id523002940 

구글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nurigames.casinolive  

https://itunes.apple.com/us/app/casino-live/id523002940
https://itunes.apple.com/us/app/casino-live/id523002940
https://itunes.apple.com/us/app/casino-live/id523002940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nurigames.casinolive


2. 게임 

Casino Bay 

제   목 Casino Bay (슬롯테마 68개) 

다운로드 

(한국에서는 다운로드 불가) 

애플 : https://itunes.apple.com/us/app/tiny-vegas-casino/id904520878  

구글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nurigames.casinovegas  

https://itunes.apple.com/us/app/tiny-vegas-casino/id904520878
https://itunes.apple.com/us/app/tiny-vegas-casino/id904520878
https://itunes.apple.com/us/app/tiny-vegas-casino/id904520878
https://itunes.apple.com/us/app/tiny-vegas-casino/id904520878
https://itunes.apple.com/us/app/tiny-vegas-casino/id904520878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nurigames.casinovegas


2. 게임 

Olivia Loves Slots 

제   목          

특   징 

Olivia Loves Slots (2018년 4월 출시, 슬롯테마 60개) 

미국 여성을 타게팅으로 개발된 슬롯츠 게임 

다운로드 

(한국에서는 다운로드 불가) 

애플 : https://itunes.apple.com/us/app/olivia-slots/id1340760816 

구글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nurigames.olivia  

https://itunes.apple.com/us/app/olivia-slots/id1340760816
https://itunes.apple.com/us/app/olivia-slots/id1340760816
https://itunes.apple.com/us/app/olivia-slots/id1340760816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nurigames.olivia


2. 게임 

Farkle mania - slots, dice 

제   목          

특   징 

Farkle mania – slots, dice ( 파클게임 + 슬롯) 

미국 전통 주사위 게임인 파클을 기반으로 슬롯이 추

가된 게임  

다운로드 

(한국에서는 다운로드 불가) 

애플 : https://apps.apple.com/app/id597338890  

구글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nurigames.farkle   

https://apps.apple.com/app/id597338890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nurigames.farkle


3. 제안 

제안 내용 

제안 

누리게임즈는 슬롯츠 전문 개발 회사로써 오랜시간 소셜카지노를 개발 및 서비스를 통하여 

적지않은 성과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대형화되는 글로벌 소셜카지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과 협력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연락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