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VERSE ALLIANCE OPEN CONFERENCE

행사개요

Event Overview

메타버스 행사

Metaverse Events

개막식

얼라이언스 중간발표회

얼라이언스 포럼

가상 전시회

주요내용 | 개회 및 행사소개, 축하공연, 기조연설 등

Opening Ceremony

Program | Opening Speech, Special Performance, Keynote Speech

일

시 | 2021.10.26.(화) / 10:00 ~ 11:00

Date / Time | ( Tue) October 26, 2021 / 10:00 ~ 11:00

장

소 |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콘퍼런스’ 컨퍼런스홀

Venue | Metaverse Alliance Open Conference <Conference Hall>

주요내용 | 기획안 발표 및 질의응답

Alliance Mid-Term Presentation

Program | Project Presentation and Q&A Session

일

시 | 2021.10.26.(화)/ 11:00~18:20

Date / Time | (Tue) October 26, 2021 / 11:00~18:20

장

소 |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콘퍼런스’ 컨퍼런스홀

Venue | Metaverse Alliance Open Conference <Conference Hall>

주요내용 | 전문가 세미나, 얼라이언스 세미나(영상 발표 및 질의응답)

Alliance Forum

Program | Expert Seminar, Alliance Seminar, and Q&A Session

일

시 | 2021.10.27.(수) ~ 28.(목) / 12:40 ~ 17:15

Date / Time | (Wed) October 27 ~ (Thurs) October 28, 2021 / 12:40 ~ 17:15

장

소 |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콘퍼런스’ 컨퍼런스홀 및 강연장

Venue | Metaverse Alliance Open Conference <Conference Hall> & <Lecture Hall>

주요구성 | 전시관 구축, 부스 운영, 전시 및 상담

Online Exhibition

Program | Online Exhibition Booth Setup, Booth Operation, Consultation

기

간 | 2021.10. 26.(화) ~ 28.(목) ※ 행사 종료 후 1년간 운영

Date | (Tue) October 26 ~ (Thurs) October 28, 2021 ※ Operational for 1 Year

장

소 |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콘퍼런스’ 컨퍼런스홀

Venue | Metaverse Alliance Open Conference <Conference Hall>

주최

Hosted by

주관

Organized by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컨퍼런스

METAVERSE ALLIANCE OPE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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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VERSE ALLIANCE OPEN CONFERENCE

개막식 Opening Ceremony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컨퍼런스

개요

Overview

|일

시|

2021.10.26. (화), 10:00 ~ 11:00

| Date / Time | (Tue) October 26, 2021 / 10:00 ~ 11:00

|장

소|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콘퍼런스’ 컨퍼런스홀

| Venue |

Metaverse Alliance Open Conference <Conference Hall>

아바타로 등장하는 사회자 및 발표자 진행에 맞춰 사전 제작 영상 및 3D 모델 등을 활용한 개막식 운영

| Contents |

Within the Opening Ceremony, the host will appear as an avatar and will utilize multiple videos
and 3D models specifically tailored for the ceremony.

| 주요내용 |
| 세부일정 |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0:00-10:02

개막식 오프닝 영상

영상

10:02-10:05

개회 및 행사 소개

사회자

10:05-10:08

메타버스 소개 영상

영상

10:08-10:11

축하 인사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막 행사

| Timetable |

Type

Time

Contents

Remarks

10:00-10:02

Opening Ceremony Theme Video

Pre-production Video

10:02-10:05

Opening Speech and Introduction of
Conference

Host MC

10:05-10:08

Introduction of Metaverse Video

Pre-production Video

10:08-10:11

Congratulatory Speech

Software Policy Officer,
Ministry of Science and ICT
Kim Jeongsam

10:11-10:15

Congratulatory Special Performance

Special Performance by
Eternity

Opening
Ceremony

10:11-10:15

축하 공연

이터니티

10:15-10:35

(기조연설1) 메타버스와 미래산업

정지훈 최고비전책임자
모두의 연구소

10:15-10:35

Keynote Speech 1 :
Metaverse and the Future Industry

ModuLabs CVO and Futurist
Jeong Jihoon

10:35-10:55

(기조연설2) Avatars Drive the Metaverse

Josh Anon
제품관리 리더
로블록스

10:35-10:55

Keynote Speech 2 :
Avatars Drive the Metaverse

Roblox Product Management
Leader Josh Anon

10:55-11:00

기념촬영 및 폐회

참석자 전원

10:55-11:00

Commemorative Photo and Closing of
Ceremony

All Participants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컨퍼런스

METAVERSE ALLIANCE OPEN CONFERENCE

얼라이언스 중간발표회 Alliance Mid-Term Presentation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컨퍼런스

개요

Overview

|일

시|

2021.10.26. (화), 11:00~18:20

| Date / Time | (Tue) October 26, 2021 / 11:00~18:20

|장

소|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콘퍼런스’ 컨퍼런스홀

| Venue |

Metaverse Alliance Open Conference <Conference Hall>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 결성을 통해 기획된 메타버스 과제 기획안 발표 및 질의응답

| Contents |

The Alliance Mid-Term Presentation includes presentation of the <Metaverse Project> plan
and Q&A planned through the formation of the Metaverse Alliance Project Group.

| 주요내용 |
| 세부일정 |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1:00~11:05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PG)
및 분과 운영 방안

운영 사무국

11:05~11:20

메타버스 스마트팜기반 XR교육서비스 플랫폼

펀웨이브

11:20~11:35

Aviation Metaverse Ecosystem & Air City

증강지능

11:35~11:50

글로벌 개방형 메타버스 개발 플랫폼 구현
“디토랜드”

유티플러스

11:50~12:05

메타버스 기반 MICE Project Group

그리드

12:05~13:05

Type

휴식

Time

Contents

Remarks

11:00~11:05

METAVERSE ALLIANCE Project Grup(PG)
And Division Management Plan

Secretariat of Operations

11:05~11:20

Metaverse Smart Farm-based XR Education Service Platform

FUNWAVE

11:20~11:35

Aviation Metaverse Ecosystem & Air City

AUCMENTED
KNOWLEDGE

11:35~11:50

Global Metaverse Platform “DTOELAND”

UT PLUS

11:50~12:05

Metaverse MICE Project Group

grid

12:05~13:05

BREAK TIME

13:05~13:20

박물관 메타버스 컨소시엄

나라지식정보

13:05~13:20

Museum Metaverse Consortium

13:20~13:35

한반도 천년 문화 살리기 프로젝트

벤타브이알

13:20~13:35

Korea Saving A Thousand-year-old Culture Project

VENTAVR

13:35~13:50

Digital Twin-Xverse LAB

Korea Land Information
Corporation

13:50~14:05

Super-convergence Meta-Seoul project

KOREA AIRPORTS
CORPORATION

14:05~14:20

LANDSCAPE & LIFE TEMPLATE

Korea Society landscape
architecture

14:20~14:35

Development of a tour metabus
using Photo Grammetry

UCON CREATIVE

14:35~14:50

Hybrid Metaverse Edu Platform

ROVOROVO

14:50~15:05

Metaverse Communication Platform

RSUPPORT

15:05~15:20

College Campus Metaverse Platform

LG UPLUS

13:35~13:50

디지털트윈-X버스 랩(LAB)

한국국토정보공사

13:50~14:05

초융합 Meta-Seoul 프로젝트

한국공항공사

14:05~14:20

랜드앤라이플릿
(LANDSCAPE & LIFE TEMPLATE)

한국조경협회

14:20~14:35 Photo Grammetry를 이용한 관광메타버스 개발
얼라이언스
중간발표회

| Timetable |

유콘크리에이티브
Alliance
Mid-Term
Presentation

nara INFORMATION

14:35~14:50

하이브리드 메타버스 에듀(Edu) 플랫폼

로보로보

14:50~15:05

메타버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알서포트

15:05~15:20

대학 캠퍼스 메타버스 플랫폼

엘지유플러스

15:20~15:35

메타로그
(Metaverse Lifelog & Log-in to my Future)

미소정보기술

15:20~15:35

MetaLog(Metaverse Lifelog & Log-in to my Future)

MISO INFORMATION
TECHROLOGY

15:35~15:50

아리랑 로드

아리랑국제방송

15:35~15:50

arirang load

arirang

15:50~16:05

디지털휴먼 제작 및 활동 영역 확대

롯데홈쇼핑

15:50~16:05

16:05~16:20

IBM(IoT Blockchain Metaverse) 그룹

한국아이오티블록
체인기술연구조합

16:05~16:20

IBM(IoT Blockchain Metaverse) GROUP

한컴프론티스

16:20~16:35

Navy Metaverse Service for Smart Military Port Operation

HANCOM FRONTIS

16:20~16:35 스마트 군항 운영을 위한 해군 메타버스 서비스

Digital human production and expansion of activities LOTTE HOMESHOPPING
IoT Blockchain Metaverse
GROUP

16:35~16:50

메타버스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미소정보기술

16:35~16:50

Metaverse Healthcare Platform

MISO INFORMATION
TECHROLOGY

16:50~17:05

Y-Planet

서지컬마인드

16:50~17:05

Y-Planet

SURGICALMIND

17:05~17:20

Menta Wellness Metaverse Platform

슈퍼셀

17:05~17:20

Menta Wellness Metaverse Platform

SUPERSELL

17:20~17:35

의료/헬스케어 메타버스 솔루션

피앤피미디어

17:20~17:35

Medical/Healthcare Metaverse Solution

PNPMEDIA

17:35~17:50

DNA 메타버스

대구디지털
산업진흥원

17:35~17:50

DNA Metaverse

Daegu Digital Industry
Promotion Agency

17:50~18:05

메디-메타버스

라온텍

17:50~18:05

Medi-Metaverse

RAONTECH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컨퍼런스

METAVERSE ALLIANCE OPEN CONFERENCE

얼라이언스 포럼 Alliance Forum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컨퍼런스

개요

Overview

|일

시|

2021.10.27.(수) ~ 28.(목) / 12:40 ~ 17:15

| Date / Time | (Wed) October 27, 2021, (Thurs) October 28, 2021 / 12:40 ~ 17:15

|장

소|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콘퍼런스’ 컨퍼런스홀 및 강연장

| Venue |

Metaverse Alliance Open Conference <Conference Hall> & <Lecture Hall>

메타버스 신기술 공유 및 이슈 토론을 통한 인사이트 발견

| Contents |

Within the Alliance Forum, participants will share new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debate about major issues to gather insight about the future

| 주요내용 |
| 세부일정 |

구분

10.27.
수요일

구분

10.28.
목요일

시간

내용

비고

12:40~13:00

전문가 세미나

오순영 CTO
한컴인텔리전스

13:00~13:45

영상 발표

맥스트, 더블미, 레티널

13:45~14:25

주제토론 / Q&A

주제 :AR 메타버스를 위한 CPND

14:25~15:10

기업소개영상

알파서클, 이큐포올, 제로클래스랩

15:10~15:50

주제토론 / Q&A

주제 : 산업 분야 메타버스 솔루션 활용

15:50~16:35

기업소개영상

크리스피, 인터브이알, 웨스트문

16:35~17:15

주제토론 / Q&A

주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시간

내용

비고

12:40~13:00

전문가 세미나

장준환 변호사

13:00~13:45

기업소개영상

크리스피, 인터브이알, 웨스트문

13:45~14:25

주제토론 / Q&A

주제 : 체험형 메타버스 콘텐츠

14:25~15:10

기업소개영상

증강지능, 예간아이티, 티랩스

15:10~15:50

주제토론 / Q&A

주제 : 메타버스와 디지털트윈

15:50~16:35

기업소개영상

리얼위드, 바른손, 브래니

16:35~17:15

주제토론 / Q&A

주제 : 메타버스와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컨퍼런스

| Timetable |

Date

(Wed)
October 27

Date

(Thurs)
October 28

Time

Contents

Remarks

12:40~13:00

Expert Seminar

Hancom Intelligence CTO
Oh Soon-Young

13:00~13:45

Company Introduction Video

MAXST, DoubleMe, LetinAR

13:45~14:25

Debate Session / Q&A

C-P-N-D (Contents, Platform, Network,
Device) for the AR Metaverse

14:25~15:10

Company Introduction Video

ALPHACIRCLE, EQ4ALL,
Zero Class Lab Inc.

15:10~15:50

Debate Session / Q&A

Utilizing Metaverse Solutions within
Industrial Environments

15:50~16:35

Company Introduction Video

SPTechnology Co., Ltd, VENTA VR,
GLADPARK

16:35~17:15

Debate Session / Q&A

Utilizing Metaverse for Education

Time

Contents

Remarks

12:40~13:00

Expert Seminar

Managing Attorney Chang JunHwan

13:00~13:45

Company Introduction Video

XrisP, iNTER VR, WESTMOON

13:45~14:25

Debate Session / Q&A

Interactive Metaverse Contents

14:25~15:10

Company Introduction Video

Augmented Knowledge Corp., Art&Space
IT, TeeLabs

15:10~15:50

Debate Session / Q&A

Metaverse and Digital Twin

15:50~16:35

Company Introduction Video

realwith, Barunson, Co., Ltd., VRANI

16:35~17:15

Debate Session / Q&A

Metaverse and Entertainment

METAVERSE ALLIANCE OPEN CONFERENCE

가상 전시회 Online Exhibition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컨퍼런스

참여기업 리스트(ZONE 별)
솔루션 · 디바이스존

VR, AR, MR 등 XR 솔루션 및 디바이스 개발 기업 전시존

Solution · Device Zone

Online exhibition hall of device manufacturers and XR/VR/AR/MR service providers

콘텐츠 · 서비스존

VR, AR, MR 등 XR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기업 전시존

Contents · Service Zone

Online exhibition hall of XR/VR/AR/MR content service providers

ZONE

솔루션·디바이스존
Solution·Device Zone

Booth
No.

참여기업

Company Name

page

Booth
No.

참여기업

Company Name

page

A-1

글래드파크

GLADPARK

15

B-1

인터브이알

iNTER VR

36

A-2

알파서클

A-3

에스피테크놀러지

ALPHACIRCLE Inc.

16

B-2

기어이

GiiÖii

37

SPTechnology Co., Ltd.

17

B-3

피티오크리에이티브

A-4

넥스텝스튜디오

FictioCreative

38

Nextep Studio

18

B-4

코탁스

COTAX

39

A-5

빌리버

BELIVVR

19

B-5

뉴코애드윈드

NEWCOADWIND Co., Ltd.

40

A-6

익스트리플

EXTRIPLE

20

B-6

티랩스

TeeLabs

41

ZONE

A-7

싸이큐어

Psycure

21

B-7

리얼위드

Realwith Inc

42

A-8

벤타브이알

VENTA VR

22

B-8

브래니

VRANI.Inc

43

A-9

엔피

NP inc.

23

B-9

애니랙티브

Anyractive Co,Ltd

44

A-10

레티널

LetinAR Co., LTD.

24

B-10

바른손

Barunson Co., Ltd.

45

A-11

비즈아이엔에프

VIZinf

25

A-12

엠투에스

M2S

26

A-13

제로클래스랩

ZeroClassLab

A-14

더포스웨이브

A-15

콘텐츠·서비스존

B-11

오상테크놀로지

Osang Technology

46

B-12

티팟스튜디오

Tpot Studio

47

27

B-13

예간아이티

Art&Space IT, Inc

48

THE FOURTHWAVE Inc.

28

B-14

증강지능

AK(Augmented Knowledge)

49

맥스트

EQ4ALL corporation

29

B-15

웨스트문

Westmoon

50

A-16

이큐포올

EQ4ALL corporation

30

B-16

크로스랩

CrossLab,inc

51

A-17

아키드로우

Archidraw Inc.

31

B-17

일

il Inc.

52

A-18

더블미

DoubleMe, Inc.

32

B-18

일루니

illuni Inc.

53

A-19

마블러스

MARVRUS Inc.

33

B-19

한영씨앤텍

Hanyoung Culture&Technology

54

A-20

이머시브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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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드파크
GLADPARK

대표자

조현수

President

Simon Cho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27, 202호

Address

#202, 227 Ilsanro, Goyang, Kyunggi

전화

010-9297-9531

Tel

+82-10-9297-9531

이메일

Joseph_kim@gladparkvr.com

E-mail

Joseph_kim@gladparkvr.com

홈페이지

www.gladparkvr.com

Website

www.gladparkvr.com

담당자(부서/직위)

김지강/세일즈총괄

Contact Person

Joseph Kim/COO

소개 Introduction
저희는 메타버스 어학교육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사용자들이
HMD(VR)이나 모바일기기를 통해서 메타버스 강의실과 교육 커
뮤니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시
간 선생님 감독 하에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메
타버스에서 배우세요. 학생들은 콘트롤러나 손을 들면, 선생님
에게 크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책과 수업 자료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책을 볼 뿐만 아니라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쉽고 재미있는 브이릿지
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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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vide the metaverse education platform service. Through
HMD(VR) and mobile devices, users can enjoy the metaverse
classroom and the community. Learn in the metaverse where
you can discuss and communicate freely with one another
under real- time teacher supervision. Raise your hand or
controller above your head to speak up to teacher. Students
can open and close their digital books and class materials. Not
only look at the books, they can write on them. Teaching and
learning have never been easier and fun in V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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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알파서클

에스피테크놀러지

ALPHACIRCLE Inc.

SPTechnology Co.,Ltd

신의현

President

Eui-hyun Shin

대표자

채현종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7
(방배동, 청진빌딩)

President

Hyun Jong Chae

Address

17, Hyoryeong-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경기스타트업캠퍼스 2동 5층

Address

Unit #2, 5F, 20 Pangyo-ro 289beon-gil,
Bundang-gu, Seongnam-sh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전화

010-6877-3939

Tel

+82-10-6877-3939

전화

010-8649-8956

Tel

+82-10-8649-8956

이메일

skjang@sptek.co.kr

E-mail

skjang@sptek.co.kr

이메일

kevin@alphacircle.co.kr

E-mail

kevin@alphacircle.co.kr

홈페이지

www.sptek.co.kr

Website

www.sptek.co.kr

홈페이지

www.alphacircle.co.kr

Website

www.alphacircle.co.kr

담당자(부서/직위)

장상규/단장

Contact Person

Jang Sang-Kyu/Director

담당자(부서/직위)

김현우/차장

Contact Person

Kevin Kim/Sales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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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알파서클은 실사 VR 영상의 화질을 향상시키는 VR 영

에스피테크놀러지(주)는 2000년부터 AR/VR솔루션, 스마트팩

상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VR 시장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

토리, 디지털트윈 & 현실세계(XR)와 가상세계(VR)의 메타버스

무르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특히 ‘화질’은 VR 콘텐츠의 품질을 저

사업을 필두로 WIPI, Mobile Web Platform, Enterprise Mobility

해하는 핵심 장애요소 중 한 가지입니다. 이 장애는 주로 VR 영

Platform, Cloud Platform 등 다양한 유무선 기반 서비스 및 솔루

상을 재생하는 스마트폰, 일체형 HMD 등 하드웨어의 한계에서

션을 제공하고 있는 ICT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비롯되는데, 우리는 8K 3D VR을 실현하는 전용 재생솔루션을

특히 메타버스 사업은 여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5G인프라 기

통해 기존과는 다른 수준의 VR 경험을 선사합니다.

반 AR/VR 솔루션을 확보하면서 나아가 디지털트윈, 스마트팩토
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별 맞춤 AR/VR과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ALPHACIRCLE is a VR solution company where we have
gathered up together to solve a fundamental problem of VR
content, which is an ‘image quality’ that has been a factor
to hinder the growth of VR content industry. Based on this
perspective, we’ve developed an image enhancement engine
that can implement and play 8K 3D VR content through
smartphones or HMDs’. At ALPHACIRCLE, we are eager to help
the content creators and publishers bring the best quality VR
contents to their audience and making VR truly seamless and
immersive for everyone at any time in anywhere.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컨퍼런스

및 운영 기술을 축적해 왔으며 향후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메타
버스 플랫폼을 고도화해 새롭게 메타버스 시장에서 중추적 역
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SPTechnology Co., Ltd. is a specialized mobile solution
provider that provides smart and flexible service to global
market change based on accumulated technology by carrying
out various projects such as AR/VR, digital-Twin, XR & VR
Metaverse, WIPI, Mobile Web Platform and Enterprise Mobility
Platform since 2000.
In particular, the Metaverse business has been accumulating
5G infrastructure-based AR/VR solutions through multiple
projects, and has accumulated customized AR/VR and
metaverse platform construction and operation technologies
for various industries such as digital twin and smart factory.
We will upgrade the Metaverse platform with the help of which
we will strengthen our core role in the new Metavers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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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소

넥스텝스튜디오

빌리버

Nextep Studio.

BELIVVR

박관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President

Park Gwanyong

Address

323, Pangyo-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대표자

양병석

President

Yang Luke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대성디포리스
지식산업센터 B동 17층 1707-1호

Address

B-1707, 606, Seobusaet-gil, Geumcheongu, Seoul, Republic of Korea

010-4027-3113

Tel

+82-10-4027-3113

전화

010-6886-1907

Tel

+82-10-6886-1907

이메일

Jwlee.nstep@gmail.com

E-mail

Jwlee.nstep@gmail.com

전화

홈페이지

www.nextep.co.kr

Website

www.nextep.co.kr

이메일

steve@belivvr.com

E-mail

steve@belivvr.com

홈페이지

(COMIXV) https://comixv.com/
(CLASSV) https://classv.school/ko

Website

(COMIXV) https://comixv.com/
(CLASSV) https://classv.school/ko

담당자(부서/직위)

고경만/이사

Contact Person

Go Steve/CMO

담당자(부서/직위)

이진우/기획 본부장

Contact Person

Jinwoo Lee/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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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EPSTUDIO는 차별화된 첨단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

(구) 코믹스브이 (현) 빌리버는 VR 웹툰 플랫폼과 XR 박물관을

양한 서비스와 영상을 제공하는 AR/VR/MR 및 전시,

비롯한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개발한 회사로 독

테마파크 등 융복합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입니다.

보적인 XR 기술력을 보유한 플랫폼 서비스를 활발히 펼치고 있
습니다.

We create various products based on new technology and our
expertise. Creating XR contents including AR, VR, MR is our
main scope of work. And produce exhibition and theme park
materials as well.

특히 한국전파산업진흥협회의 5G 콘텐츠 플래그십의 성과로
클래스브이는 XR 박물관과 연동해 향후에도 다양한 메타버스
세계관의 콘텐츠들을 가상 교실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CLASSV provides a platform service with stable technology.
Formerly COMIXV and now BELIVVR developed and provides
VR webtoon platform,XR museum and other various metaverse
platforms.
BELIVVR, a platform holding unrivaled X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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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소

익스트리플

싸이큐어

EXTRIPLE

Psycure

노진송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신화테크노밸리 401호

President

Jin Song Roh

대표자

황원준

President

주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44, 609

Address

Address

EXTRIPLE Co., Ltd, 401Ho, Factory
Building, SinHwa Techno Valley, 23,
Pyeongsan-ro, Uichang-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51397 SOUTH KOREA

Tel

Wonjun Hwang

전화

010-8920-9399

Tel

+82-10-8920-9399

이메일

shjung@psycure.co.kr

E-mail

shjung@psycure.co.kr

+82-10-8649-8956

홈페이지

www.psycure.co.kr

Website

www.psycure.co.kr

kevin@alphacircle.co.kr

담당자(부서/직위)

정상호/개발이사

Contact Person

Sangho Jung/General director

전화

010-8649-8956

이메일

kevin@alphacircle.co.kr

E-mail

홈페이지

www.extriple.com

Website

www.extriple.com

담당자(부서/직위)

김현우/차장

Contact Person

Kevin Kim/Sales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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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트리플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과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과 같은 ICT 융합 과학기
술을 활용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특허 확보 및 자사 브랜드
(MetaVu: 메타뷰)로 제품화 하여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생산성과 품질, 비용, 안전문제 등을 비롯해, 제조, 국
방, 안전, 건설,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정비 및 훈
련, 유지보수, 생산지원, 원격 업무 지원, 안전사고 예방, 재고 관
리 등과 같이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되면서, 기존의 원격

EXTRIPLE Co., Ltd. is a IT Convergence Solution Company
that develops and distributes products and services in
converging ICT technology with various industries. EXTRIPLE's
main business is IT Convergence solution(H/W, S/W)
Development(Defense IT, Robot IT, Manufacturing IT, Education
IT, U-Life), Internet of Things(IoT), Artificial Intelligence(AI),
Extended Reality(XR), Mixed Reality(MR), Augmented
Reality(AR), Virtual Reality(VR), Digital Twin(DT), Smart
Factory. EXTRIPLE's Custmer/Partners are Korean Military,
Governments, Universities and a lot of large companies like
Samsung, Hyundai, Posco, Doosan, etc. Also, we have T-2
technology grade. That means EXTRIPLE is proved that we
have one of the highest level of technology.

XR 솔루션과 함께 각종 VR 컨텐츠에 활용할 수 있는 ‘XR 햅틱 글

1.큐어글래스(AR 글래스)- 시중에 나와있는 기존 VR디바이스
와 달리 가벼움은 물론 높은 호환성을 보이는 제품입니다. 또한
지각변조 렌더링 필터를 탑재해 증강현실(AR)을 정밀하게 구현
가능합니다.
- 세계 최초 VST초경량 무선 디바이스 개발
- VST HMD를 이용한 인지왜곡 기술 및 실시간 렌더링 기술
- 지각변조(PERCEPTUAL TRANSITION) 렌터링 필터 및 데이터
2.소프트웨어 플랫폼- ㈜싸이큐어가 개발한 VR플랫폼은 높은
호환성을 장점으로 “AUTO SINK PLAY”를 지원함으로써 아이폰/
안드로이드와 같이 호환되지 않는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고 서
울시, 국방부에 납품이력을 토대로 플랫폼을 활성하고자 합니
다.

러브’를 주력 삼아 해외시장진출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 간단한 실행 : 플랫폼을 켜면 자동으로 실행

있습니다.

- Format 전환 자동화 : Auto Sink play 지원
- 편리한 UI/UX : 영상에 대한 상식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컨퍼런스

1.Cure glasses(AR glasses) – Cure glasses is light and highly
compatible unlike existing VR glasses on the market. In
addition, it can be accurately implemented by installing a
perceptual transition rendering filter.
- Developing the world’s first lightweight VST wireless device.
- Cognitive distortion technology & real-time rendering
technology using VST HMD
- Perceptual transition rendering filter & Data
2.VR platform- VR platform developed by PSYCURE Co.,Ltd
supports “AUTO SINK PLAY” with its high compatibility. We
would like to solve incompatible problems such as iphone/
Android and activate the platform based on delivery history
to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Simple Execution :
Run automatically when you turn on the platform
- Format Transition Automation : Supporting Auto Sink play
- Convenient UI/UX :
Anyone can use it without knowing about the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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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소

벤타브이알

㈜엔피

VENTA VR

NP inc.

전우열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President

UYEOL JEON

Address

1010, Nuridream square R&D Tower,
Worldcupbuk-ro 396,Seoul, Korea

대표자

송방호/박상준

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33길,
27 더메이빌딩

President

Song Bang-ho/Park Sang-jun

Address

27, Eonju-ro 133-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전화

010-5394-6300

Tel

+82-10-5394-6300

전화

010-2266-2980

Tel

+82-10-2266-2980

이메일

namjh@ventavr.com

E-mail

namjh@ventavr.com

이메일

alexis@npinc.co.kr

E-mail

alexis@npinc.co.kr

홈페이지

WWW.VENTAVR.COM

Website

WWW.VENTAVR.COM

홈페이지

www.npinc.co.kr

Website

www.npinc.co.kr

담당자(부서/직위)

남종현/실장

Contact Person

JONGHYUN NAM/MANAGER

담당자(부서/직위)

추연정/Creative Director

Contact Person

Alexis Choo/Creativ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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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화질 3D VR과 메타버스·볼륨 AR 리얼리즘 콘텐츠를 무한

(주)엔피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브랜드 경험을 제시

의 열정으로 지속적인 도전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는 기업입니다. NP XR STAGE는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경
험을 만드는 새로운 실감 영상 제작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현재

We produce super high quality 3D VR and Metaverse and
Volumetric AR realistic content continuing challenges with
unlimited passion

까지 국내 최대규모의 LED와 XR 전문 미디어 서버, 리얼타임 엔
진, 트래킹 카메라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LED XR STAGE는 리얼 라이팅과 리얼 리플렉션으로 보다 현실
감 있는 환경 표현이 가능하며 리얼타임 엔진은 별도의 렌더링
없이 입체적인 배경과 인물을 실시간으로 합성하여 최종 결과
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갈 수 없는 공
간까지 구현이 가능하고 인물과 합성된 입체적 환경을 연출한
다는 측면에서 최근 메타버스 시대에 특히 주목받고 있는 기술
입니다.
XR STAGE는 런칭 이벤트, 언베일링 쇼의 실시간 라이브는 물론
광고, 영화, 드라마, 방송, 엔터테인먼트까지 넓은 영역에서 활
용 가능합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컨퍼런스

NP Inc. is Brand Experience company which provides various
brand experience moments to customers.
NP XR STAGE is the Immersive Virtual Production Studio which
can across real and surreal circumstances. NP XR Stage
contains the biggest LED stage in the nation so far, LED XR
exclusive media server, realtime engine and tracking cameras.
LED XR STAGE can create realistic environment with real
lighting and real reﬂection condition. Unreal Engine focus on
rendering 3D background and subject and provides final output
on real-time so people can monitoring final output at the same
time. It is outstanding technology which can combine realistic
object with unrealistic astonishing scenes, especially in the
world of ‘Metaverse age
NP XR STAGE provides totally new process of contents
productions and it fits well for Live Streaming event including
launching event, unveiling show and various contents such as
commercial film, movie, TV drama, broadcasting, entertainmen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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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레티널

비즈아이엔에프

LetinAR Co., LTD.

VIZinf

김재혁

President

Jae-hyeok KIM

대표자

박상훈

President

Sanghun Park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멀티미디어응용랩
(필동 3가, 동국대학교 혜화별관)

Address

Hyehwa Annex H204, 30, Pildong-ro 1-gil,
Jung-gu, Seoul Metropolitan City

전화

070-7736-3765

Tel

+82-70-7736-3765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0번길
41-10 4층

Address

4nd Floor, 41-10, Burim-ro 170beongil,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전화

010-7652-4223

Tel

+82-10-7652-4223

이메일

Ji.park@letinar.com

E-mail

Ji.park@letinar.com

이메일

alexis@npinc.co.kr

E-mail

alexis@npinc.co.kr

홈페이지

https://letinar.com

Website

https://letinar.com

홈페이지

zaijing@vizinf.com

Website

zaĳing@vizinf.com

담당자(부서/직위)

박종일/팀장

Contact Person

Jeremy Park/Director

담당자(부서/직위)

이재경/과장

Contact Person

Jae-kyoung Lee/Manager

소개 Introduction

소개 Introduction

(주)레티널은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독자적인 핀미러 기술 기반,

(주)비즈아이엔에프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현실과 가상 세

AR 광학렌즈 및 초경량 AR 디바이스의 연구개발 및 제조하는

계를 융합하여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기업입니다.

Vizinf is a company that visualizes the future by combining
reality and the virtual world with creative ideas.

AR 전문기업으로 201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다수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말 자체 설계

VR/AR/MR 콘텐츠 제작 및 기술지원

및 제작한 초경량 AR 광학렌즈 기반의 Evaluation Kit을 출시 예

CG/VIZ 관련 솔루션 개발

정에 있습니다. 레티널 제품은 기존 경쟁업체 제품에 비해 높은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 개발

색재현율 및 광효율과 깊은 심도를 제공하며, 특히 일반 안경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Production of VR/AR/MR content and technical support
Development of CG and visualization related solutions
Gesture-based interface development
Development of application system

같은 작은 폼팩터의 소형화, 경량화를 제공하는 장점을 보유하
고 있습니다.
LetinAR Co., Ltd. was established in 2016 as an AR specialized
company that research, develops and manufactures worldrecognized unique pin mirror technology, AR optical lenses,
and ultra-light AR devices.
Currently, we have numerous related patents, and we plan to
release an evaluation kit based on an ultra-light AR optical lens
designed and manufactured in-house at the end of this year.
LetinAR products provide high color gamut, light efficiency,
and deep depth of field compared to existing competitors'
products. In particular, our products have the advantage of
miniaturization and weight reduction in a small form factor as
to ordinary g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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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투에스

제로클래스랩

M2S

ZeroClassLab

대표자

이태휘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323,324,824

President

LEE TAE HWI

Address

323,324,824 54 Changeopro Sujeonggu
Su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대표자

이동엽

President

Dong Yeob Lee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2,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강의연구C동 422호

Address

Academic Building C422, 119-2,
Songdomunhwa-ro, Yeonsu-gu, Incheon
Korea. 21985

전화

010-9501-6542

Tel

+82-10-9501-6542

전화

010-6648-9962

Tel

+82-10-6648-9962

이메일

Ykp0524@m2skorea.com

E-mail

Ykp0524@m2skorea.com

홈페이지

M2skorea.com

Website

M2skorea.com

이메일

ceo@zeroclasslab.com

E-mail

ceo@zeroclasslab.com

Isabel Park/Manager

홈페이지

www.zeroclasslab.com

Website

www.zeroclasslab.com

담당자(부서/직위)

이동엽/대표

Contact Person

Dong Yeob Lee/CEO

담당자(부서/직위)

Contact Person

박영경/매니저

소개 Introduction

소개 Introduction

VR HMD를 활용한 눈의 반응을 영상 콘텐츠 자극을 통해, 알고

제로클래스랩은 가장 독창적인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팀으로서

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기업과 정부, 다양한 산업 분야가 직면한 문제에 편의성을 불어

CES2021 헬스/웰니스 부문 최고 혁신상 수상

넣어 그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도입 중에 있으며, 지속되는 자동화

Developed a test algorithm using VR HMD to analyze the eye
reation on the video content stimulus.
With this solution, Eye Dr VR won CES2021 HEALTHCARE /
WELLNESS INNOVATION AWARD.

와 발전하는 기술을 이용해 더욱 안전하고 능률적인 작업 실행
능력을 목표 삼고 있습니다. 흐름에 편승하고자 하여 자사는 현
재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비롯해 다양한 IT 솔루션의 개발 및
판매 단계에 있으며, AI 영상인식, 기계학습,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술로 재고와 생산 비용의 최소화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사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은 볼트와 너트 등의 부품 부피를
측정해 정보를 시각화하고 자동으로 제품을 발주합니다. 때문

ZeroClassLab is an IT solution company that strives to enhance
the value of the problems faced by companies, governments
and various industries and brings technological convenience
into our lives. Our Smart Factory solution visualizes the volume
of fasteners like bolts and nuts and automatically orders
insufficient parts using 'Volume Measurement Technology',
our unique product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ompanies
that manage and deliver large amounts of parts. The solution
of ours, therefore, is capable of ameliorating productivity
and fortify market competitiveness through providing and
establishing unrivaled solution to various industries such as
automobile, shipbuilding and machine.

에 각 부품의 재고 관리와 적정 공급 시기를 예측해 관리 비용
과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집니다. ‘부피측
정기술’은 제로클래스랩의 독자적인 기술로, 대량의 부품을 관
리 및 납품하는 기업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동차, 선박, 기계 관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솔루션을
제공 및 구축할 수 있으며, 재고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비효율적인 방식을 개선해 보다 향상된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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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포스웨이브

주식회사 맥스트

THE FOURTHWAVE Inc.

MAXST Co., Ltd

대표자

남현

President

Nam Hyun

전화

010-3257-6210

Tel

+82-10-3257-6210

이메일

h.nam@thefourthwave.kr

E-mail

h.nam@thefourthwave.kr

홈페이지

www.thefourthwave.kr

Website

www.thefourthwave.kr

전화

070-5121-9800

Tel

+82-70-5121-9800

Nam Hyun/CEO

이메일

tyhwang@maxst.com

E-mail

tyhwang@maxst.com

홈페이지

https://maxst.com/

Website

https://maxst.com/

담당자(부서/직위)

황태연/수석

Contact Person

Amanda Hwang/Manager

담당자(부서/직위)

Contact Person

남 현/대표이사

대표자

박재완

주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51길 4,
Stay 77 3층

소개 Introduction

소개 Introduction

㈜더포스웨이브는 IoT기반의 하드웨어를 실감콘텐츠와 결한합

맥스트는 증강현실 기술로 사람의 능력을 최대화 시키는 대한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민국 대표 AR기업입니다. 맥스트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AR원천

주요 사업 분야는 크게 VR어트랙션 부문과 스마트 홈피트니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AR 개발 플랫폼’ 사업과 이를 응용한 ‘산업

부문이 있으며, 주요 서비스로 (1) VR아케이드 게임인 프렌즈레

용 AR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R 개발 플랫폼 사업

이싱VR, (2) DTXR Cinema, (3) 홈피트니스 플랫폼인 PAPRICA가

은 AR 애플리케이션 제작의 도구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브랜드명: AR SDK) 산업용 AR 솔루션은 설비 관리, 조립, 수리,
훈련 영역에서 AR 정보 시각화 및 원격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솔

THE FOURTHWAVE Inc. develops and operates the platforms
which are based on the IoT hardware with immersive contents.
One of the main businesses areas is VR Attraction department
and the other is Smart Homefitness department. Especially the
“Drive-thru XR Cinema” is the newest model in immersive LB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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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션입니다. (브랜드명: MAXWORK)

President

Jaewan Park

Address

3rd Floor Stay77 bldg, 4 Nambusunhwanro 351-gil, Gangnam-gu, Seoul, Korea

MAXST is Korea’s leading AR company that maximizes human
capabilities with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MAXST is
promoting the ‘AR Development Platform’ business based on
the independently developed AR source technology and the
‘Industrial AR Solution’ business that applies AR Development
Technology. AR Development Platform business is to provide
tools and environments for AR application creation. (Brand
Name: AR SDK) Industrial AR Solution is a solution that
provides AR information visualization and remote support
in facility management, assembly, repair, and training areas.
(Brand Name: MAX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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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큐포올

(주)아키드로우

EQ4ALL corporation

Archidraw Inc.

대표자

이인구/고승용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6길 11,
코람빌딩 4층

President

Kevin Lee/Stephen Ko

Address

4th Floor, 11, Nonhyeon-ro 76-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대표자

이주성

주소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16, 14층 1414호
(양재동, 하이브랜드)

President

Lee, Ju Sung

Address

14F 1414, 16, Maeheon-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전화

010-4227-3841

Tel

+82-10-4227-3841

전화

02-2155-1125

Tel

+82-2-2155-1125

이메일

kevinlee@eq4all.co.kr

E-mail

kevinlee@eq4all.co.kr

이메일

jun@archisketch.com

E-mail

jun@archisketch.com

홈페이지

www.eq4all.co.kr

Website

www.eq4all.co.kr

홈페이지

https://www.archisketch.com

Website

https://www.archisketch.com

담당자(부서/직위)

이인구/대표

Contact Person

Kevin Lee/CEO

담당자(부서/직위)

이상혁/사업운영 팀장

Contact Person

Lee, Sang Hyeok/Head of Business

소개 Introduction

소개 Introduction

이큐포올은 “따뜻한 기술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라는 미션 함

3D 인테리어 홈퍼니싱 솔루션 ‘아키스케치’를 기반으로 한 B2B

께 2017년에 설립한 수어 번역 솔루션 Startup입니다.

시장 및 ‘아키스케치’를 활용한 온라인 1:1 3D 인테리어 컨설팅

이큐포올은 “기술은 선한곳에 먼저 쓰여야 한다는 가치”와 “필

서비스 ‘시숲’을 기반으로 한 B2C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

요는 찾아내는 것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첫 프로젝트로 농인

는 ‘아키드로우’는 자체 개발 엔진 기반의 4K 렌더링, A.I 자동 추

들의 교육 및 정보 접근성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불편 제

천 배치 등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인테리어/홈퍼니

거를 통해 농인들의 사회적 참여에 기여하기 위한, “아바타 수

싱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국내 시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어 번역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미국 지사와 베트남 현지 법인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

With the largest 3D drawings and furniture data in Korea,
Archisketch is selling device and real estate & home furnishing
B2B services both domestically and overseas. Also, we
are expanding our influence as a new interior O4O content
platform based on various partners that are intertwined with
B2B customers.

하고 있습니다.
대표 서비스
- 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응급 안내방송을 수어/문자
로 전달해주는 수어 영상 응급 안내서비스 ‘수어통’
- 키오스크, TV 등 IT 기기에 대한 청각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수어 번역 솔루션

EQ4ALL was established in 2017 by two entrepreneurs to
achieve its mission, “Envisioning equitable society with latest
tech.” As a social venture, We have been working on solving
various accessibility challenges for DHH(deaf or hard of
hearing) people using an avatar sign language translation
platform. The accessibility projects includes avatar sign
language(‘video clip on right side’) translation of public safety
messages, signing avatar museum guide using XR devices
and barrier-free kiosk. The company is improving translation
performance leading a R&D project together with universities
from U.S. and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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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소

(주)더블미

주식회사 마블러스

DoubleMe, Inc.

MARVRUS Inc.

김희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48, 6층

President

Albert Kim

대표자

임세라

President

Sera, Lim

Address

6FL, 148, Gangnam-daero,
Seocho-gu, Seoul, Korea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6길 37
(역삼동)

Address

37, Bongeunsa-ro 16-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전화

010-6236-4886

Tel

+82-10-6236-4886

이메일

yunmi@marvrus.com /
marvrus@marvrus.com

E-mail

yunmi@marvrus.com /
marvrus@marvrus.com

홈페이지

www.marvrus.com

Website

www.marvrus.com

담당자(부서/직위)

정윤미/운영이사

Contact Person

Yunmi Jung/COO

전화

010-5229-5083

Tel

+82-10-5229-5083

이메일

kevinlee@eq4all.co.kr

E-mail

kevinlee@eq4all.co.kr

홈페이지

http://twin.world

Website

http://twin.world

담당자(부서/직위)

김희관/대표이사

Contact Person

Albert Kim/CEO

소개 Introduction

소개 Introduction

컴퓨터 속의 메타버스를 혼합현실 기술로 현실공간으로 끌고

마블러스는 MR·VR·AR의 실감형 기술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놀

나온 현실세계 메타버스(Real-world Metaverse) 플랫폼, “트윈월

라운 사용자 경험을 준다는 뜻을 담고 있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드(TwinWorld)” 제공합니다. 원하는 장소에 혼합현실 공간을 두

입니다. 핵심 기술인 마블러스 감성인공지능 엔진 MEE를 통해

손으로 가구 재 배치하 듯 고품질의 실감경험 공유합니다. 또,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인 'MOON'을 런칭 예정입니다. 이미 VR

자체 개발한 실시간 실세계 캡쳐(Real-time Reality Capture)기술

기술을 활용한 '1초 만에 해외 연수'라는 컨셉의 VR 영어 서비스

로 전문지식 없이 사람, 공간, 객체 등의 실시간 실세계 3D스캔

를 SK텔레콤에 독점 계약하여 출시하였고, 실제 상황을 기반으

및 공유 지원하고 획득한 콘텐츠를 블록체인관리 및 NFT기반의

로 음성인식, 모방학습, MEE엔진을 결합한 디지털 교육 컨텐츠

공유로 콘텐츠 마켓플레이스 등의 새로운 경제활동 지원합니

제품을 (주)대교와 제휴를 통하여 출시하여 서비스 중입니다.

다.

마블러스 감성인공지능 MEE엔진은 올 하반기 시선 3종까지 추
가 진행 중이며, 이미 천재교육 밀크티를 비롯한 교육회사의 플

DoubleMe provides a real-world metaverse platform,
TwinWorld, by bringing computer-screen only metaverse into
the real world via mixed reality technology. It lets build private
mixed reality spaces without any professional knowledge in
real-time. It also allows the users to capture reality (human,
objects, spaces) for creating 3D scan models in real-time. Usergenerated 3D content will be managed by blockchain system
as well as shared for free/paid on the content market places
with 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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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에 판매되어 서비스 중입니다.

MARVRUS is an edtech startup with the meaning of providing
an amazing user experience by using immersive technology of
MR, VR, and AR and AI technology. We are planning to launch
'MOON', a metaverse education platform, through MEE, the core
technology of the MARVRUS emo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engine. We have already signed an exclusive contract with SK
Telecom to launch a VR English service with the concept of
'training abroad in 1 second' using VR technology, and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 we have developed a digital education
content product that combines voice recognition, imitation
learning, and MEE engine. It is being released and serviced in
partnership with Daekyo Co., Ltd.

마블러스는 이 핵심 기술이 적용된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MOON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발생시키고자 합니다.
기업의 미션으로 삼는 교육격차 해소에 AI 튜터가 모든 아이들
의 감성과 성향까지 분석해 맞춤형으로 학습을 가이드하고 돌
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성 데이터를 누적하여 학습 장애, 스트레스, 우울증 등
아이들의 감정 상태를 케어하는 것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MARVRUS emo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MEE engine is being
added up to three types of gaze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and it has already been sold and serviced on platforms of
educational companies including Genius Education Milk Tea.
MARVRUS intends to create the following social values with
MOON, a metaverse education platform to which this core
technology is applied.
To bridge the educational gap, which is the mission of the
company, AI tutors can analyze the emotions and tendencies of
all children to guide learning and provide care tailored to them.
In particular, by accumulating emotional data, we are going
to take care of children's emotional states such as learning
disabilities, stress,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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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RSIVECAST Co., Ltd

대표자

한장희

President

Janghee han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시흥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기업성장센터
314, 315호

Address

#314,315, 54, Changeop-ro,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전화

+49 17624239981

Tel

+49 17624239981

이메일

darrell.jung@immersivecast.com

E-mail

darrell.jung@immersivecast.com

홈페이지

Immersivecast.com

Website

Immersivecast.com

담당자(부서/직위)

정광일/이사

Contact Person

Darrell Jung/CMO

소개 Introduction
VR세상을 선도하는 차세대 VR 솔루션 기업, 이머시브캐스트
한국 IT산업의 거점인 판교에 본사를 둔, 차세대 VR 솔루션 기업
이머시브캐스트는 한국, 독일, 미국을 아우르는 파트너/고객과
함께 클라우드 VR/XR 서비스 플랫폼과 고품질(photorealistic)의
엔터테인먼트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창립이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이머시브캐스트는 사용자 친화적이고
진정한 몰입감을 주는 진화된 VR 서비스를 개발/공급하고 있습
니다.

Next-Generation VR Solution Company Leading VR World,
immersivecast
immersivecast, a next-generation VR solution company in
Pangyo, the Korean IT industry’s center, provides Cloud VR/XR
service platforms, high-quality (photorealistic) entertainment
applications with its partners or customers in Korea, Germany,
the United States, etc.
Since its foundation, immersivecast has developed or supplied
user-friendly and truly immersive VR services that have
continued to evolve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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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브이알

기어이
GiiÖii

iNTER VR

대표자

윤승용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대학로 91 남서울대학
교내

President

Seung-Yong Yun

Address

91, Daehak-ro, Seonghwan-eup,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대표자

이혜원

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40 CKL기업지원센터
1313호 기어이 주식회사

President

Rene Hyewon Lee

Address

#1313, 40, Cheonggyecheon-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전화

010-9408-0631

Tel

+82-10-9408-0631

전화

010-2041-0287

Tel

+82-10-2041-0287

이메일

trinity@nsu.ac.kr

E-mail

trinity@nsu.ac.kr

이메일

Mina.hyeon@giioii.com

E-mail

Mina.hyeon@giioii.com

홈페이지

http://nsu-intervr.com/

Website

http://nsu-intervr.com/

홈페이지

https://giioii.com

Website

https://giioii.com

담당자(부서/직위)

이석희/총괄책임자

담당자(부서/직위)

현민아/프로듀서,공동 창업자

Contact Person

Mina Hyeon/CProducer,Co-founder

Contact Person Seok-Hee,Lee/Professor, head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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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 VR은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XR 콘텐츠를 제작

기술이 어울리는 이야기 - 기어이는 첨단 기술과 스토리 기반

하는기업입니다. 산업, 교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맞는 콘텐

의 가상 경험을 만들고 연결합니다. 현재 글로벌 배급을 목표로

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산업체에서 사용가능한 교

2020년 칸영화제 XR 마켓 Development Showcase에 선정된 '

육훈련 XR 콘텐츠를 제작중입니다.

파인드 윌리', 네덜란드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IDFA) Forum
2020 프로젝트에 선정된 VR 애니메이션 '기억으로 만든 집: 이

iNTER VR is a company that produces XR contents using virtual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We are developing content
suitable for various fields such as industry, education, and art,
and are producing education and training XR content that can
be used in the auto part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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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프랑스 공동제작 프로젝트 ‘미싱 픽쳐스: 아버지가 사라
졌다’ 등의 프리미엄 VR 콘텐츠를 제작 중입니다. 국내외 축제/
갤러리/통신사/제작사/예술가와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바탕으
로 XR 산업 분야에서의 내러티브 기반 이머시브 경험을 확장해

GiiÖii makes story-driven virtual experience and connects
realities with emerging technology. Currently working on
premium VR projects such as ‘Find Willy’, ‘Missing Pictures’ and
‘Carving with Memories, Ihyangjeong’ for global distribution
aiming Oculus store and Film festivals. Based on the strong
network with festivals/venues/telecom/production/artists
from 20 years+ work experience in new media we are
broadening narrative-based immersive experience in XR
industry.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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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피티오크리에이티브

(주)코탁스

FictioCreative

COTAX

이승훈

President

Lee Seung Hun

대표자

신미영

President

Shin Mi Young

전화

02-864-4101

Tel

+82-2-864-4101

주소

부산시 남구 신선로 428, 24호관 503호

Address

#503, Bldg24, 428, Senseonro, Nam-gu,
Busan, Republic of Korea, 48520

이메일

lkiop3@naver.com

E-mail

lkiop3@naver.com

전화

010-3411-3921

Tel

+82-10-3411-3921

홈페이지

https://giioii.com

Website

https://giioii.com

이메일

hyungwoo.kim@fictiocreative.com

E-mail

hyungwoo.kim@fictiocreative.com

담당자(부서/직위)

김태균/이사

Contact Person

Kim Tae Kyun/Director

홈페이지

https://www.fictiocreative.com

Website

https://www.fictiocreative.com

담당자(부서/직위)

김형우/매니저

Contact Person

Kim Hyungwoo/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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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오크리에이티브는 2016년 설립 이후 모션 및 포지션 트래

게임, 애니메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휴먼, 인공지능, 메

킹 기술을 통한 콘텐츠 제작 및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VR 콘텐

타버스, AR/VR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시접속

츠 개발, 의료나 스포츠 치료 VR 개발, VR 체험관 구축 및 운영

800명 규모의 언리얼엔진 기반 소규모 메타버스 플랫폼을 완성

을 전문으로 합니다.

하고 콘텐츠와 접목한 사업화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Based on game and animation technology, we are investing
heavily in digital human, artificial intelligence, metaverse, and
AR/VR fields. Recently, we have completed a small metaverse
platform based on Unreal Engine with 800 concurrent users
and are developing a commercialization model combined with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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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소

뉴코애드윈드

티랩스

NEWCOADWIND Co., Ltd.

TeeLabs

장민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43-7

President

ZANG MIN WOO

Address

43-7, Pyeongdong-ro 803beon-gil,
Gwangsan-gu, Gwangju, Republic of Korea

대표자

도락주, 황병구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61-1 2층
(안암동5가, 구겸빌딩)

President

Nakju Doh, Byunggoo Hwang

Address

Floor 2, 61-1, Anam-ro, Seongbuk-gu,
Seoul, Republic of Korea

전화

010-3411-3921

Tel

+82-10-3411-3921

전화

010-9008-3764

Tel

+82-10-9008-3764

이메일

ceo@newcoad.com

E-mail

ceo@newcoad.com

이메일

kiung@teevr.com

E-mail

kiung@teevr.com

홈페이지

https://newcoad.com/

Website

https://newcoad.com/

홈페이지

https://teevr.com

Website

https://teevr.com

담당자(부서/직위)

장민우/대표

Contact Person

ZANG MIN WOO/CEO

담당자(부서/직위)

진기웅/홍보담당

Contact Person

Kiung Chin/PR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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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애드윈드는 배달통(DDBOX) 제조·납품부터 딜리버리_광

티랩스는 지난 2017년 3월 고려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도락주

고 솔루션 개발까지 통합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

교수의 기술창업을 통해 시작된 3D 공간 모델링 전문기업입니

이즈 회사로, 전세계 최초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합법 배달통으

다. 창업 3년차였던 지난 2020년 LG전자-산업은행-키움증권

로서 국내·외 유일의 이동형 디지털 옥외광고 서비스를 제공하

을 통해 5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기 위한 DDBOX 및 관련 솔루션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서비스

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티랩스는 차원높은 로봇공학과 인공지

하고 있습니다.

능이 결합된 차세대 솔루션인 TeeVR 기술을 통해 다양한 실내

Newcoadwind Co., Ltd. is a franchise company that provides
an integrated delivery service from DDBOX manufacturing
and delivery to delivery_advertising solution development.
We independently develop and service DDBOX and related
solutions to provide.

공간의 형상과 이미지를 정밀하게 융합하여 새로운 공간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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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티랩스는 메타버스 얼라
이언스의 일원으로 정밀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컨텐츠 개발
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Teelabs is a 3D space modeling company founded in March
2017 by Nakju Doh, a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based on
TeeVR technology. Teelabs proved its potential for development
by attracting 5 billion won in investment through LG Electronics,
KDB Industrial Bank, and Kium Securities in 2020. And the
TeeVR, which combines high-level robotics and AI, provide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new virtual spaces by precisely
combining the shapes and images of various real spaces. As a
member of the Metaverse Alliance, continue to do our best to
develop digital twin and expand metaverse contents, which are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futur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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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소

리얼위드

브래니

Realwith Inc.

VRANI.Inc

황영진
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11층 5호

President

Leon hwang

Address

(5ho ,11F 156 Gwanggyo-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대표자
주소

정휘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9층 910호

President

Chung Hwi Young

Address

54,Changeop-ro,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910
+82-10-6819-9929

전화

010-3760-6284

Tel

+82-10-3760-6284

전화

010-6819-9929

Tel

이메일

redleon@realwith.com

E-mail

redleon@realwith.com

이메일

alex@vrani.co.kr

E-mail

alex@vrani.co.kr

홈페이지

www.realwith.com

Website

www.realwith.com

홈페이지

WWW.VRANI.CO.KR

Website

WWW.VRANI.CO.KR

담당자(부서/직위)

황영진/대표

Contact Person

Leon hwang/CEO

담당자(부서/직위)

정휘영/대표

Contact Person

ALEX/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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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위드의 확장현실(XR)기술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

“인간과 펀타스틱한 기술의 공존”

다 재밌고 흥미로운 세계를 보여 주겠습니다”

쿠링IP을 활용 4차 산업 혁명이 가져올 변화될 라이프스타일을

㈜리얼위드는 XR과 메타버스를 이용한 게임 및 교육 콘텐츠 개

각 구역별 3개 서브 브랜딩을 통해 가상현실미디어, 에듀테인먼

발 회사입니다.

트, 캐릭터 MD, F&B등 다양한 쿠링 브랜드를 체험및 교육할 수

현재 AR글래스 및 VR 게임인 “더 클라이언트”를 개발 하고 있습

있는 공간입니다.

니다.

지난 4년간 6개의 48억의 제작비와 멀미저감기술 및 7개국에
서 2400명의 키즈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만든 콘텐츠입니다.

“REALWITH Inc. will use the extended reality technology to
show a more fun and interesting world to all the children of the
world.”
REALWITH Inc. is a game and educational content development
company using XR and Metaverse.
Currently, we are developing a game “The Client” for AR Glass
and VR.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컨퍼런스

<Vrani is an XR Edutainment Start-up for family&kids>
A special area where family & kids can experience AR, VR &
MR
We’ll also launch online, and establish kids&family VR
specialized brand.
Vrani has developed contents last 4 years which worth 4.5
million USD of investment and finally completed minimizing
sickness and optimizing the best UX/UI specialized for kids by
testing with over 2,400 kids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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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랙티브

바른손

Anyractive Co,Ltd

Barunson Co., Ltd.

대표자

임성현

주소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26 서울숲A타워
803,804호

President

Edward Sung Hyun Lim

Address

No. 803,804 ATower 26, Sangwon 1-gil,
Seo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대표자
주소

강신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11층 5호

President

Kang Shin Beom

Address

(5ho ,11F 156 Gwanggyo-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전화

010-9767-5001

Tel

+82-10-9767-5001

전화

010-7203-9717

Tel

+82-10-7203-9717

이메일

hjs@anyractive.co.kr

E-mail

hjs@anyractive.co.kr

이메일

mingun100@barunson.co.kr

E-mail

mingun100@barunson.co.kr

홈페이지

www.anyractive.com

Website

www.anyractive.com

담당자(부서/직위)

허지성/팀장

Contact Person

Jisung Heo/Team manager

홈페이지

https://barunson.co.kr/,
https://www.defivr.com/

Website

https://barunson.co.kr/,
https://www.defivr.com/

담당자(부서/직위)

정민군/과장

Contact Person

Min-Gun Jung/Manager

소개 Introduction

소개 Introduction

애니랙티브는 디스플레이와 인터랙션 기술을 개발하고 모빌리

유행을 선도하는 콘텐츠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티에 통합 및 적용해 생활에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는

영화/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신기술을 융합해

전문 기업이다. 지난 5월에는 LG유플러스에 ‘수소버스 내 스마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합니다.

트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공급했으며,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기생충, 마더, 불한당 등 다양한 영화에 투자, 제작을 진행하고

가 주관하는 ‘2021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있으며 콘텐츠 제작/배급 노하우를 통해서 VR, AR, 블록체인 등

자유 분야에 선정돼 5G 상용화에 따른 글로벌 신시장 진출 및

다양한 기술을 콘텐츠와 접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컨벤션에는 ‘지평선’이라는 VR 인터렉티브 영화를 통해서
360도 영상과 인터렉티브를 추가하여 VR 영화의 새로운 문법

Anyractive Co,Ltd is a specialized company that develops and
supplies necessary solutions for life by developing display and
interaction technologies and integrating and applying them
to mobility. In May, LG U+ supplied 'Smart Display System
in Hydrogen Bus' and was selected in the free field of the
2021 5G Content Flagship Project Support Project organized
by the 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 (RAPA) to enter
the global new market and preoccupy the platform with 5G
commercialization.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컨퍼런스

을 제안합니다.

Barunson Co., Ltd is a trend leading content platform company,
that converge various culture contents and new technologies
to develop a new business area.
We are investing and producing various films such as Parasite,
Mother, and the Merciness. We are innovating contents with
various technologies such as VR, AR, and blockchain through
our content production/distribution know-how.
In this convention, we propose a new grammar for VR movies
by adding 360-degree films and interactive features through a
VR interactive movie called 'Horiz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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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테크놀로지

티팟스튜디오 주식회사

Osang Technology

Tpot Studio

대표자

박수경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3(구로동 21230) 에이스트윈타워2차 506호

President

Park Soo Kyung

Address

503, 273, Digital-ro, Guro-gu, Seoul,
Republic of Korea

대표자
주소

박민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President

Park, Minji

Address

(98, Gasan digital 2-ro, Geumcheon-gu,
Seoul

전화

010-8309-7274

Tel

+82-10-8309-7274

전화

02-867-9003

Tel

+82-2-867-9003

이메일

castle12@osangtech.co.kr

E-mail

castle12@osangtech.co.kr

이메일

mingun100@barunson.co.kr

E-mail

mingun100@barunson.co.kr

홈페이지

osangtech.co.kr

Website

osangtech.co.kr

홈페이지

contact@tpotstudio.net

Website

contact@tpotstudio.net

담당자(부서/직위)

박수경/대표

Contact Person

Park Soo Kyung/CEO

담당자(부서/직위)

박민지/대표이사

Contact Person

Park, Minji/CEO

소개 Introduction

소개 Introduction

오상테크놀로지는 2007년 설립 이후 B2C, B2B, O2O, 인공지

유행을 선도하는 콘텐츠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능, 블록체인, 스마트 콘텐츠까지 단계적으로 사업분야를 확대

영화/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신기술을 융합해

해 왔습니다. 산림청 관련 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합니다.

자체사업으로 산림관련 종합서비스 마켓포레를 운영중입니다.

기생충, 마더, 불한당 등 다양한 영화에 투자, 제작을 진행하고

2021년 치유의 숲 콘텐츠를 기반으로 향후 5G XR 콘텐츠와 인

있으며 콘텐츠 제작/배급 노하우를 통해서 VR, AR, 블록체인 등

공지능을 융합한 향상된 치유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기술을 콘텐츠와 접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벤션에는 ‘지평선’이라는 VR 인터렉티브 영화를 통해서
360도 영상과 인터렉티브를 추가하여 VR 영화의 새로운 문법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7, Osang Technology has
gradually expanded its business to B2C, B2B, O2O,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and smart content. It has more than
five years of R&D experience related to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operates a comprehensive forest service market
for its own projects. Based on healing forest content in 2021,
we aim to develop improved healing content and services that
combine 5G XR content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uture.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컨퍼런스

을 제안합니다.

TpotStudio is a game studio founded by members of computer
science, graphics lab.
Our goal is to deliver games that could provide inspiration and
fantastic experience in the language of computer games.
We are integrating state of the art computer graphics
technologies into our contents.
Recently, we are focusing on Virtual Reality technologies,
launching VR games on global platforms such as Steam and
providing contents to VR cafes.

METAVERSE ALLIANCE OPEN CONFERENCE

디바이스·솔루션존

대표자

예간아이티

증강지능

Art&Space IT, Inc.

AK(Augmented Knowledge)

박병재

President

Jay Park

대표자

조근식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100
인하드림센터 312

President

Dr. Kevin GS Jo

Address

312 Inha Dream Center Bldg.#1, 100, Inharo, Michuhol-gu,Incheon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시민대로 327번길
11-41, 505호

Address

#505, 11-41, Simin-daero 327beongil,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전화

010-4763-7667

Tel

+82-10-4763-7667

전화

010-6325-8646

Tel

+82-10-6325-8646

이메일

rj.choi@augmentedk.com

E-mail

rj.choi@augmentedk.com

이메일

Jay@aspaceit.com

E-mail

Jay@aspaceit.com

홈페이지

Https://www.augmenedk.com

Website

Https://www.augmenedk.com

홈페이지

www.aspaceit.com

Website

www.aspaceit.com

담당자(부서/직위)

최락재/부사장

Contact Person

RJ Choi/COO & CFO

담당자(부서/직위)

박병재/대표이사

Contact Person

Jay Park/CEO

소개 Introduction

소개 Introduction

공간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방송국, 엔터사 등의 IP 콘텐

현재 당사는 고객들(대학 및 기업들)이 시간, 비용 및 위험을 줄

츠를 확보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에 서비스하는 기술 회사입니

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수출을 위한 기업의 공장 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비스도 진

특히, 저희는 AI 기반의 XR(AR/VR/MR) 플랫폼과 컨텐츠 등의

행중에 있습니다.

Digital Twin을 제공하는 MetaVerse S/W 기업입니다.
그 동안의 기술 및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현재는 Global

Based on spatial digital twin technology, We are a technology
company that secures IP contents from broadcasting company
and entertainment conpanies. We provides services to the
metaverse platform for our clients. A service that shows
the appearance of a company’s factory for export is also in
progress.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컨퍼런스

Expansion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USD 2 Million를 목표
로, Series A funding을 국내외에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We are currently providing customers including university
and company solution which can reduce time, cost, risk and
increase efficiency. Especially, we are MetaVerse S/W company
providing Digital Twin such as AI based XR(AR/VR/MR)
Platform and Contents. Through the successful technology and
business, we are currently doing Series A Financing for Global
Expansion up to USD 2 Million. https://www.youtube.com/
watch?v=tn5fEGeboqs (PR Video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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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소

웨스트문

크로스랩

Westmoon

CrossLab,inc

허명현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801호

President

Myeong-Hyeon, Heo

Address

Unit 801, 306, Digital-ro, Guro-gu, Seoul,
Republic of Korea

대표자

성정환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창신관 비 107호

President

Jung Hwan, Sung

Address

Chang-Sin-Hall B107,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Republic of Korea

전화

010-7360-5088

Tel

+82-10-7360-5088

전화

010-3003-0923

Tel

+82-10-3003-0923

이메일

Jinu.kim@westmoon.kr

E-mail

cJinu.kim@westmoon.kr

이메일

ceo@crosslabinc.com

E-mail

ceo@crosslabinc.com

홈페이지

www.westmoon.kr

Website

www.westmoon.kr

홈페이지

http://crosslabinc.com/

Website

http://crosslabinc.com/

담당자(부서/직위)

김진우/연구소장

Contact Person

Jinu Kim/CTO

담당자(부서/직위)

성정환/대표

Contact Person

Jung Hwan, Sung/CEO

소개 Introduction

소개 Introduction

#FITNESS. NEW GAMING

주식회사 크로스랩은 다중접속 AR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인 모

우리는 자세 인식 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운동 전문가 코칭 영상

아(MOAR)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SNG) 모

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피트니스 훈련 방법

아룸(MOARoom)을 개발 중이며, 향후 이를 통해 게임, SNS, 교

을 제공합니다.

육 등 다양한 AR서비스 분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일
상에 스포츠를 혼합하기 원하는 고객들에게 우리만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습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콘텐츠 등을 끊
임없이 연구합니다.

#FITNESS. NEW GAMING
We provide users with a new type of fitness training method
based on posture recognition technology and coaching videos
of exercise experts in various fields.
We strive to live an active and healthy life, and we constantly
research new habits, new technologies, and new content with
our own creativity and challenging spirit for customers who
want to incorporate sports into their daily lives.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컨퍼런스

CrossLab, inc. is developing “MOAR”, a Multi-User AR
Communication solution and “MOARoom”, a social network
game based on it. We intend to expand into various AR service
fields such as game, SNS, and education through MOARoom in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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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일

일루니

il Inc.

illuni Inc.

President

장광영

Chang Kwang Young

대표자

박병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9길 39 전일빌딩
302호

President

Byung-Hwa, Park

Address

Seoul-Si, Seocho-Gu, Hyoryung-Ro, 29-Gil,
39, JeonIl-Bldg, 302-Ho

Address

1010, 174-10, Jagok-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010-5555-0818

Tel

+82-10-5555-0818

전화

010-9007-1843

Tel

+82-10-9007-1843

1@1-inc.com

E-mail

1@1-inc.com

이메일

bh@illuni.com

E-mail

bh@illuni.com

홈페이지

illuni.com
storyself.com

Website

illuni.com
storyself.com

담당자(부서/직위)

박병화/대표

Contact Person

Byung-Hwa, Park/CEO

주소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1010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www.210.jewelry

Website

www.210.jewelry

담당자(부서/직위)

장광영/대표

Contact Person

Chang Kwang Young/CEO

소개 Introduction

소개 Introduction

210.Jewelry는 주얼리 디자이너와 글로벌 소비자를 잇는 온라인

일루니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실감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

주얼리 플랫폼이다. 자이너는 3D 캐드 파일만 업로드하면 자신

는 스타트업입니다. 메인 사업군으로는, 일루니의 얼굴 분석 및

만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자

포토리얼리스틱 얼굴 캐릭터 생성 기술 기반으로 사진 한 장으

신만의 의미있는 주얼리를 갖기 위해 온라인으로 쉽게 맞춤 주

로 사용자를 동화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인터랙티브 실감

문할 수 있습니다.

동화 콘텐츠 플랫폼, 스토리셀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210.jewelry is an online jewelry platform that connects
designers and global consumers.
Designers can upload 3D CAD files to become brand owners
and sell their products.
Consumers can easily custom-order online to get their own
meaningful ewelry.

셀프는 2021년도 6월에 공식 출시를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
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화 콘텐츠 시장은 동화책
을 동영상화 하며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수동적인 동영상 동화 콘텐츠를 원하지 않고, 아이들도
일반 동화 동영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루니는 아이들이 주인
공이되고 참여를 하는 인터랙티브 실감 동화 콘텐츠로 아이들
이 능동적인 동화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illuni is a startup that develops an immersive content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s the main business,
we are developing and managing StorySelf, an interactive
immersive storybook content platform that makes users
become a protagonist of a storybook with a single photo based
on illuni's facial analysis and photorealistic facial character
generation technology. StorySelf has been officially launched
in June 2021, and continues to grow. The children’s storybook
content market evolves to transform children's books into
videos and the market continues to grow. However, parents
don't want passive video storybook content, and children don't
want regular storybook video contents either. illuni provides
an opportunity for children to actively learn storybook with
interactive and immersive storybook contents in which children
become the main characters and participate into th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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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oung Culture&Technology

XrisP Co., Ltd.

대표자

유광범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
트타워3차 9층

President

Yoo Gwang Beom

Address

9th ﬂoor, Daeryung Post Tower 3, 27,
Digital-ro 34-gil, Guro-gu, Seoul

대표자
주소

손대균
서울시 중구 퇴계로 20길 50 3층

President

Sohn dae gyun

Address

Toegye-ro 20-gil, 50 3rd ﬂoor, Jung-gu,
Seoul

전화

010-3458-2546

Tel

+82-10-3458-2546

전화

010-3003-0923

Tel

+82-10-3003-0923

이메일

danger@hycnt.co.kr

E-mail

danger@hycnt.co.kr

이메일

ceo@crosslabinc.com

E-mail

ceo@crosslabinc.com

홈페이지

http://www.hycnt.co.kr

Website

http://www.hycnt.co.kr

홈페이지

http://crosslabinc.com/

Website

http://crosslabinc.com/

담당자(부서/직위)

유창열/실장

Contact Person

Ryu Chang Ryeal/head of a department

담당자(부서/직위)

성정환/대표

Contact Person

Jung Hwan, Sung/CEO

소개 Introduction

소개 Introduction

문화유산을 세상과 가깝게 하는 기업, 실감 콘텐츠를 가장 실감

크리스피는 바삭바삭한 컨텐츠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회사

나게 만드는 기업, 바로 주식회사 한영씨앤텍입니다. 자사는 창

입니다. Creative한 글로벌 컨셉의 콘텐츠 IP를 중심으로 콘텐츠,

업 40년이 된 전통의 강소기업입니다. 화관문화훈장, 대한민국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기획, 개발,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영상대상 5회 수상, 우수중소기업 대통령 표창 등 다양한 수상

습니다. 특히,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이 접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실감미디어 기술에 관한 특

목될 수 있는 융합콘텐츠 기획과 제작이 핵심역량이며, 2012년

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메타버스 유니버셜 서비스를

설립 후 방송용/극장용 애니메이션 컨텐츠, 노리 스마트 RC카,

개발중에 있으며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1년 기

노리 4D 라이더, VR/AR등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활발

반을 만들고 2022년을 B2C 시장 진출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애니메이션 회사' 허난 요

더 좋은 콘텐츠로 시장에 다가서고자 하는 강소기업 주식회사

크', 뉴질랜드 후반작업 전문회사인 '파우'사와 함께 <롤러코스

한영씨앤텍 입니다.

터 보이, 노리>를 제작, 방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
지는 차세대 사업으로 전시, 관광, 교육, 홍보등을 비대면으로

Hanyoung CNT, founded over 40 years ago, make the cultural
heritage close to the world and deliver the most realistic AR,
VR, XR content for the industry.
Hanyoung CNT was awarded the Order of Cultural Merit given
by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likewise, prise five times at
the Korea Video Award and a few more such as IR Excellent
Company Presidential Recognition.
Based on the patents of immersive contents technology we
have, we are developing a Metaverse service that will be the
compilation of the expertise we have built up. Additionally, this
will be the beginning of a new era to advance the B2C market.
Hanyoung CNT is the Hidden Champion company, recognized
in the industry, devoted to better conten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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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한 VR 융복합 인터렉티브 체험관 노리큐브를 개발, 완
료하여 은평구 갈현 청소년센터, 부산 란트에셋, 함양산양삼엑
스포에 설치 다양한 곳에 설치 상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리큐브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B2B, B2G 마케
팅과 홍보에 노력하여 올해안에 최소 20개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AR 기능의 추가와 인터렉티브 기능을 더욱 발전시
켜 최고의 융복합 실감 체험관으로 발전시킬 것 입니다.

IP Creator of Global ICT Convergence
Foundation: 2012. 07. 27.
Head office: Seoul
“XrisP creates future through the use of ‘CRISPY’ and
‘CRUNCHY’ content.” XrisP provides service on planning,
producing and publishing for the creation of the initial content
source. XrisP is a company that was founded in 2012 and
actively developing animation contents (Rollercoaster Boy, Nori,
Panda Wang), hardware (Nori Smart RC Car, Nori 4DX racer)
and software.
Since 2020, XrisP has been planning/ producing/ serving ICT
converged products (contents, hardware, software) based on
one IP ICT and creative IP contents with global concept.
Targeting children and families, XrisP oﬀers real-life animation
experience using immersive technology such as MR, AR, and
hologram.
Branches were opened at Skyline Plaza Frankfurt in Germany
and within Lotte Marts in Korea.
From 2020 to the present, developed and completed the VR
Convergence Interactive Experience Center Noricube, which
enabled exhibitions, tourism, education, and publicity as a nextgeneration project.
It is installed at Galhyeon Youth Center, Busan Rant Asset, and
Hamyang SanSam Expo and is in various places for installation
consultation.
In the future, Noricube will continue to research and develop
and promote B2B and B2G to set up at least 20 within this
year, and we will further develop AR functions and interactive
functions to develop the best convergence experien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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