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any introduction

a different kind of reality



2

Different kind
of Reality
조금다른시각과관점으로즐거움을만들어갑니다
2015년 설립된 이후 루시드스톤은 즐거움을 만드는 일을

하나 하나씩 해오고 있습니다.
공간 서비스 기획과 구축, 가상, 증강현실,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S.I솔루션 개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 부동산 개발 기획,
아트퍼포먼스 등 루시드스톤은 서로 다른 영역을 관통하는 즐거움의

연출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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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E SERVICE
LOCATION BASE ENTERTAINMENT

현실과 가상현실 / 공간의 기획 / 운영 시스템의 개발 / 콘텐츠와 체험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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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Direction
& features

루시드스톤은 2가지 사업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기관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솔루션제공서비스와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자체사업 입니다

루시드스톤이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는

적정한 해법을 제공하고 이러한 네트워크 속에서

자체적인 사업의 동력을 만들어 갑니다
Solution Providing

Business
In house development

Business

솔루션 제공 비즈니스 자체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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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CONSULTING

BUSINESS MODEL
DEVELOPEMENT

S.I
DEVELOPEMENT DESIGN

AR, VR, DOME 
DEVELOPEMENT

HOLOGRAM
DEVELOPMENT

REAL ESTATE
DEVELOPEMENT INFIORATA

BUSINESS
SOLUTION
즐거움의한우물을파는다양한솔루션이경쟁력입니다
루시드스톤은 비즈니스의 문맥적 의미와 정서를 솔루션화

시키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전 경험과 구축

경험이 비즈니스의 설득력을 제공합니다

하나하나 솔루션의 항목들은 루시드스톤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경험이자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산과 시간의 가치를 함께 솔루션화 시켜 공유합니다

Iot
SOLUTION

SMART CITY
SOLUTION

DRONE
SOLUTION



6

BUSINESS
SOLUTION
루시드스톤역량의결집체인비즈니스솔루션과 ,
함께가치를만들어가는파트너네트워크의상승효과

루시드스톤은 오랜 시간, 서로 함께 가치를 나누고

정서를 교감하는 좋은 파트너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루시드스톤의 솔루션과 파트너 네크워크의 역량을

최적화하여 비즈니스를 추진 합니다

SOLUTION

APPLY

Solution Providing
Business

In house development
Business

PARTNER NETWORK

솔루션 제공 비즈니스 자체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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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HISTORY

Second half of 
2015

first half of 
2016

Second half of 
2016

first half of 
2017

(주)루시드 스톤 법인 설립
KT olleh GIGA IoT alliance partner 등록
30회 Korea best dresser award 총괄기획
8K 울트라 와이드 영상 콘텐츠 제작 운영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홀로그램 전시 제작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이미정

로보트 태권브이 IP 활용 전략적 제휴 협약

인피오라타 세계대회 한국 대표 출전-
이태리(트로피 수상)[360VR 영상 시연]

자본금 증자(1억원)
K-CULTURE존 사업 발표회 - 한화 면세점/KBS
VR등 실감형 콘텐츠 기업 대상
혁신벤처센터 기업 선정 - NIPA
KT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돔 시어터 컨설팅
31회 Korea best dresser award 총괄기획

실감 미디어 서비스 디자인 Partner - LG엔시스
한국VR AR산업협회 정회원
KBS 미디어, 콘서트 컨설팅 대행 - KBS미디어
아모레 퍼시픽 콘텐츠 개발 업체 등록
아모레 퍼시픽 프로모션용 홀로그램 콘텐츠
전자식 스탬프 특허 및 기술이전 계약

법인설립 콘텐츠,아트퍼포먼스환경구축 공간기획및실감콘텐츠기획 콘텐츠개발,솔루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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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half of 
2017

first half of 
2018

Second half of 
2018

first half of 
2019

아모레 퍼시픽 프로모션용 홀로그램 콘텐츠

KT 비즈 콜라보 기업 선정

경기창조혁신센터 K-CHAMP 기업 선정

홀로그램 팬 디스플레이 ‘애프터 일루전’ 구성

한국 화이자 제약 콘텐츠 개발 업체 등록

한국 화이자 제약 홀로그램 콘텐츠 ‘카듀엣’ 개발

공간체험 리워드 시스템 ‘카이로사’ 자체 개발

KBS VR 테마 파크 ‘K-STAR VR ZONE’
공간 컨설팅 및 공간 체험 리워드 시스템 구축

부산국립해양박물관 돔시어터 구축 및 콘텐츠 운영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공간 체험 서비스 테넌트 기획

KBS 본관 ‘K-GATE 아이돌 출근길 공간 조성’ 구축

Korea-China VR/AR Tech Roadshow 참가

공간 콘텐츠 체험 정보의 시각화 및
보상 시스템 특허 등록

김공공항 국내선 출국장 4K 증강현실 미디어월 구축

태국 르이 에디블 플라워페스타 참여

우수기술기업인증 공간기획및구축 공간체험보상시스템특허취득 솔루션기획,부동산 PM계약

부산 센텀 체험 공간 카니발 엑스 기획

크로노사 / 크론 개발 기획 및
글로벌 얼라이언스 참여 및 계약

워너 영화 IP 공간 체험 상품 기획 중

부산 영도 인피오라타

순천시 실감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곡성 세계 장미 축제 인피오라타

강릉 제이제이 리조트 PM 계약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인피오라타 총괄

한류상설공연장 라이브터치 운영총괄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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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half of 
2017

first half of 
2018

Second half of 
2018

first half of 
2019

아모레 퍼시픽 프로모션용 홀로그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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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기업인증 공간기획및구축 공간체험보상시스템특허취득 솔루션기획,부동산 PM계약

부산 센텀 체험 공간 카니발 엑스 기획

크로노사 / 크론 개발 기획 및
글로벌 얼라이언스 참여 및 계약

워너 영화 IP 공간 체험 상품 기획 중

부산 영도 인피오라타

순천시 실감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곡성 세계 장미 축제 인피오라타

강릉 제이제이 리조트 PM 계약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인피오라타 총괄

한류상설공연장 라이브터치 운영총괄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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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서비스디자인연구소)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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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벤처기업 확인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_ 종합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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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및 행사 대행업_직접생산확인 증명서 공간 콘텐츠 체험 정보의 시각화 및 보상 시스템 특허 기술평가우수기업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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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오라타 관련 상표 등록 3종 인피오라타 관련 비영리 단체 등록 인피오라타 구성 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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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HOWCASE

2014년 2015년 2016년 30년 역사의 국내 유일의 베스트 드레서 시상식 코리아

베스트드레서 시상식 기획 및 영상 제작 연출

Solution Providing Business
솔루션 제공 비즈니스

코리아베스트 드레서 시상식 기획 및
8K ULTRA WIDE 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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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HOWCASE

Solution Providing Business
솔루션 제공 비즈니스

KT 진행 트리플 스트리트 돔시어터 조성 관련 컨설팅 및 구축 기획 진행

인천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돔시어터 조성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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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dering; 
3D Perspective View 

Rendering; 
3D Bird ey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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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HOWCASE

In house development Business
자체 비즈니스

KBS의 콘텐츠를 실감형 콘텐츠로 개발하여 실내 체험 테마 공간 사업화 추진

한류 콘텐츠 실감형 체험 테마 공간 사업
기획 및 사업 발표회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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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HOWCASE

Solution Providing Business
솔루션 제공 비즈니스

여의도 KBS본관 누리동 1층에 조성된 한류 테마 VR 테마 공간 기획 및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진행

한류 VR 테마 파크 KBS K-STAR VR 기획,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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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HOWCASE

Solution Providing Business
솔루션 제공 비즈니스

여의도 KBS 본관에 조성된 아이돌 출근길 및 팬덤 참여형 미디어 스트리트 조성

여의도 KBS K-POP STAR, 
K-GATE 기획 구축 (아이돌 출근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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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HOWCASE

Solution Providing Business
솔루션 제공 비즈니스

4K 카메라와 3D 콘텐츠 제작, 센서를 통해 인터렉티브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 4K 고해상도
증강현실 미디어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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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HOWCASE

In house development Business
자체 비즈니스

오프라인 공간의 체험에 대한 동기 부여와 행동에 대한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리워드 제공을 위한 행동 데이터 계량화 및 시각화 등 원스탑 솔루션

O2O 공간체험 리워드 솔루션
KAIROSA 카이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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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경기창조혁신센터 KT 비즈콜라보’ 벤처기업 선정

• 2018년 공간 콘텐츠 체험정보의 시각화 및 보상 시스템 특허등록

• NICE평가정보를 통한 해당 기술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 KBS K-STAR VR 시스템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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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세팅 등 번거로운 과정 없이 즉각적인 운영과 활용 가능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체험에 대한 게이미피케이션 서비스 가능,

다양한 미션 퀘스트 생성으로 참여 동기 부여 지속 제공

오프라인, 온라인 영역의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하여

다양한 마케팅에 활용이 가능

기존오프라인매거진, 오프라인공간과
연계하여미션과퀘스트를제공, 이를 통한고객보상및
반복방문등의게이미피케이션환경의운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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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HOWCASE

In house development Business
자체 비즈니스

바이어의 시각에서 패션디자이너를 매칭 할 수 있는 매칭 시스템

매칭 검색 엔진을 통해서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의 대상물을 선정하고 매칭 할 수 있는

매칭 시스템 (한국 패션디자이너 10명 데이터 베이스 구축 )

능동형 패션디자이너 바이어 매칭 시스템
M.SQUARE(엠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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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HOWCASE

Solution Providing Business
솔루션 제공 비즈니스

500여평 규모 공간 상설 전시 플랫폼 공간 기획 구성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Universal design platform (UDP) 공간조성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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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HOWCASE

Solution Providing Business
솔루션 제공 비즈니스

기획,연출/콘텐츠 구성/조명/음향 연출

무주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
12미터 동작형 태권브이 기획 연출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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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HOWCASE

In house development Business
자체 비즈니스

버추얼 엔터테이너의 개발과 함께 새로운 팬덤 유통 플랫폼의 구축 및 개발

중국 콘텐츠 유통 파트너 협약 체결

버추얼 엔터테이너 개발 및
소셜 유통 플랫폼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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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랜더링 기술을
적용한 인터렉티브가 가능한

캐릭터 가상 엔터테이너

캐릭터로 만들어지는
가상 엔터테이너

가상 엔터테이너

소셜 유통 플랫폼

가상의 공간에서 콘텐츠를 이용
하고 팬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셜 유통 플랫폼

가상,증강현실 기술 활용,
소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유통 플랫폼

+

콘텐츠와 플랫폼이 상호 연계되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유통을 순환 시키는 구조

소셜 유통 플랫폼의
오리지널콘텐츠

가상 엔터테이너의
최적화된 유통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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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HOWCASE

In house development Business
자체 비즈니스

글로벌 플랫폼으로 2019년 4월 ITU에서 발표

국내외 파트너 기업 얼라이언스에 사업 기획 및 네트워크 솔루션 개발

GKC와 관련 별도 기업 설립 합의 및 협약 체결

글로벌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KRONOSA크로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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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Super
node

Billing
Super
node

Reward
Super
node

Work
Super
node

USER CONTENTS

ADVERMINING

ONMI CHANNEL

CHANNEL

VALUE
Property Management

ACTIVITY

Motivation

USING
Satisfaction§ REAL-TIME LAYER 

COMMUNICATION

§ DB SUPER NODE
KEY SECURITY

§ CONTENTS 
MANGEMENT SERVICE

§ BILLING 
MANGEMENT SERVICE

§ WALLET, PAY GATE

§ SELECTIVE MINING
(MOBILE PHONE) § GAMIFICATION BUILDER

§ AD MATCHING SERVICE

KRONOSA
PROJECT

¡ 자기강화적, 선순환 구조를바탕으로
지속가능한비즈니스구조

¡ 모바일단말기를중심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을넘나드며
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채널형서비스

옴니채널형 비즈니스 생태계구축형비즈니스

개방형 비즈니스선순환 구조형 비즈니스

사용자의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공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며
국경의 한계를 넘어 KRON WORLD의 시민이 자신의 세계를 자기 스스로 주도하는 I GOVERN의 운영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I�GOVERN

인간을 중심으로 사물 데이터, 시간과 공간 지식 등
지구와 인류문명의 모든 요소가 상호 연결되는 진정한 메타버스 시대에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사람과기계의
ID와 증강지능,식별

알수있게

사람과사람, 기계와 기계,
사람과 기계의
실시간의사소통

소통할수있게



KRON 
WORLD

현실세계 가상세계

센싱

확인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접속

생산 소비

산업적활용

자기주도적
메타버스에코시스템

크론월드는
가상현실과현실세계가
사용자의사용환경에따라구분없는접속환경을제공

활동을감지하고증명하는 KAIB
통신 및 콘텐츠사용및운영환경을지원하는 OWAKE.

KRON�세계 환경에서생산및소비에사용되는
KRON�화폐가 운영됩니다

양자컴퓨팅보안과초고속,�초 저지연을지원하는환경,�
및 범용 액세스환경의지원

비대면, 대면 환경에서즉각적이고산업적활용

드론공유,�통신 기능 등다양한애플리케이션을활용하여

스마트농촌지역및스마트시티활성화를도모합니다.

개별화된취향의쇼핑과개인주도적소비활동의지원

크론보안 크론컴퓨팅

I�GOVERN



기획,개발,브랜딩

EU 지역 사업화KRONOSA ALLIANCE
공동운영 (110명 규모)

스페인/영국 파트너와
사업화, 협력진행

한국의 기획과 개발역량으로 크로노사 시스템을 유럽에 적용 사업화 하는 협업 구조 보유

EU 지역 적용

OWAKEME 한국 법인설립 OWAKEME 유럽 법인설립 (예정)

§ 회장 : Maria Parga
§ 부회장 : Ismael Arribas
§ 부회장 : 고경훈
§ 스튜어드 : 김기환



2019년~2020년

정보통신기술 표준과
국제적 협력 유엔 전문 기구

UN ITU WORKSHOP에 KRONOSA 프로젝트 글로벌 발표 진행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초청, KRONOSA 프로젝트 I GOVERN SYSTEM 소개

2019년~2020년



중국 남경 초청KRONOSA PROJECT VISION 소개

2019년~2020년



KRONOSA PROJECT 인간중심 이상 기술 개념 Humanitarian Ideal Technology (H.I.T) 구체화

KRONOSA WHITE PAPER (한글판/영문판) 발표

2021년



EU 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project 참여 추진
COVID 19 경제적 사회적 복구를 위한 디지털 전환 사업

6,725억 유로 (853조원) 예산 규모

2021년

KRONOSA 시스템을 활용한 사회 경제 복구 프로젝트 참여 진행



Owake 실시간 화상 커뮤니케이션 테스트 오픈
스페인. 영국과 KRONOSA 화상 회의 솔루션으로 사용 중

2021년



EU를 중심으로 바다 및 해양 자원을 보존하는 BFO에
KRONOSA 시스템 도입에 대한 실무 진행 중

2021년

KRONOSA에 해양환경 솔루션 전담 BLUE CO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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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HOWCASE

새로운형태의한류콘텐츠포맷을기획하고개발의가능성을확인한 ost 콘서트영상부문총괄기획운영진행

2020년 이후상설관기획에도참여중이며관련기술및연출분야참여

OST CONCERT 영상 연출 총괄 기획 현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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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HOWCASE

In house development Business
자체 비즈니스

인피오라타 세계협회 소속 한국 기업 및 비영리 단체 보유

국내외 다양한 인피오라타 퍼포먼스 시행 및 진행 중

플라워카펫, 인피오라타 아트퍼포먼스
국내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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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 카펫은 400여년 전,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인피오라타’를 의미합니다
인피오라타는 ‘꽃을 딴다’라는 이태리어 입니다 도로를 캔버스 삼아 꽃잎과 색 모래, 곡식 등으로

완성시키는 커다란 꽃의 그림, 꽃의 양탄자 입니다

(주)루시드 스톤은 2014년 부터 자회사와 비영리 단체로 인천 아시안 게임을 시작으로 국내 10개 인피오라타 프로젝트와
국가 대표로 이탈리아, 스페인, 태국에서 인피오라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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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VR/AR기술 로드쇼` 중국 심천 광주서 개최

보도자료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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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WEB�AWARD KOREA 최우수 평가위원상 최우수상 KIPFA

2012년 01월 WEB�AWARD KOREA 최우수 평가위원상 우수상 KIPFA

2015년 10월 출원번호 제 41-20140051654호 인피오라타서비스표등록 특허청

2016년 05월 인피오라타 세계대회 이태리 시칠리 노토 트로피 인피오라타세계협회

2018년 09월 공간콘텐츠 체험정보의 시각화 및 보상시스템 특허등록 특허청

대표이사고경훈주요이력

수상경력및지적재산권보유

MAN
POWER

1998 (주)하제닷컴 기획실장 공연기획, 홍보, VOD 서비스 콘텐츠제작

2000 (주)머린커뮤니케이션 창업(기획이사) 미니홈피/메신저/MP3음원 통합서비스모델개발 (투자 유치)

2001 (주)조우엔터테인먼트 기획팀장 영화사 / 영화 [내추럴 시티] 제작사 신사업기획팀장

2002 (주)두손카리스 수석실장 프로모션대행사실무총괄, 인터렉티브, 홀로그램 솔루션공급

2007 (주)펜타그램 엔터테인먼트 기획본부장 한류엔터테인먼트기획사 / 한일간 팬덤프로모션기획총괄

2010 모델라인(주)이재연 기획실장 패션마케팅비즈니스 / 패션쇼 기획연출및콘텐츠개발

2013~현재 프라이데이서커스 창업(대표) 아트마케팅, 공간 체험서비스기획연출

2015~현재 (주)루시드 스톤 창업(대표이사) 공간기반엔터테인먼트콘텐츠, 기술 개발/서비스 제공

2017~현재 인피오라타코리아 설립(대표) 인피오라타아트웍을진행하는비영리단체설립

2021~현재 (주)오웨이크미 창업 (대표이사) P2P엣지 컴퓨팅과증강지능기술을활용한메타버스운영시스템개발



국내최초 연극 VOD 서비스 구축/운영 1999년 MP3 ,메신저,미니홈피 연동 사업 2000년 영화 내추럴시티 기획부 2001년

일본 한류 팬캠프 포맷사업 ‘도키도키 캠프' 2007년~2009년

동경/오사카 한류 콘서트 VJING 2007년~2009년

한류 콘서트 , 팬미팅, 팬캠프 기획 운영 (동경/오사카/미에/부산/서울-신성우,동방신기,전진,이준기 2007~2009년) MBC 가요대전 신해철 추모 공연 진행

대표이사 주요 이력 Entertainment & Technology



SKT TTL론칭 체험 이벤트 기획 1999년 KTF/KT 브랜드 마케팅, 멤버십, 공간 서비스 기획 운영 2002년~2006년 11번가 론칭 클럽 프로모션 기획 연출 2008년

서울 모터쇼 BMW관 글래스크린, 모션센서 연동 인터렉티브 체험 기획 운영 2007년 KT MUSIC신사업 모델링 2009년 캐릭터 팬시 제품화 2007~2009년

MBC 드라마 PPL 구성 기획 2010년

방송 출연 매니지먼트 2014년~2015년

웹어워드 코리아 최우수평가위원 최우수상, 우수상 2010년, 2012년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스토리 텔링 2010년
(라네즈/해피바스)

대표이사 주요 이력Marketing & Technology (S.I / HOLOGRAM / BUSINESS MODEL)



KOREA BEST DRESSER AWARD 기획 2010년,2013년,2014년,2015년FORD SUPERMODEL CONTEST KOREA 기획,  총괄 PM 2008년

국내 3대 패션위크 총괄 기획 (서울패션위크2009년 부산 프레타 포르테2010년 대구 컬렉션 2013년,2015년)

한중 패션 문화 교류 및 포럼 총괄 기획 2012년, 2013년

Fashion Business modeling & directing 



BUSINESS
NETWORK

LUCID STONE

Edit city CONCEPT CASETEAMVIRALS

FRIDAY CIRCUS

INFIORATA KOREA

2013년설립,대표

2018년설립,비영리예술단체대표

부동산콘텐츠개발
공간체험설계

공간인테리어,아티스트그룹 태국제품유통및콘텐츠유통기업

2021년설립대표이사

Owake me

2015년설립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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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PARTN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