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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노후시설 및 전시환경 개선 용역 202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형 R&D 통합 기획 플랫폼 구축 202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디지털 전시체험공간 실감형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용역 2021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행복한백화점 모바일앱 구축사업 202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가상공간-XR 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2021

거창군 거창군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전시 개선사업 202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간호사 소진경감을 위한 AI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용역 202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VR기반 통합관제시스템 개발 용역 2021

밀양문화재단 (재)밀양문화재단 <도심사색,해천>공공디자인 개선 및 전시콘텐츠 개발용역 202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증지역 콘텐츠 구축 및 활용 서비스 PoC 구현 2021

대전문화재단 (재)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활동공간 온라인플랫폼 구축 2021

대전문화재단 (재)대전문화재단 2021 대전문화재단 사업성과 아카이브 관리 및 시스템 고도화 2021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천적생태과학관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 증강체험 전시물 개발 2021

충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VR 사용적합성 테스트용 임상 3D 환경제작 2021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 개발 용역 202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시스템의 디지털 트윈 GUI 업그레이드 및 VR 
가시화 시스템 구축 용역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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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1년도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자동차 및 지게차 정비 분야) 2021

성주군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한개마을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및 해석전달체계 구축 용역 202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 디지털전환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2021

충주시 충주시 스마트 조동리 선사유적 박물관 구축사업 202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다누리 엔진 기반 XR 테마파크 공룡 인터렉션 콘텐츠 리소스 및 콘텐츠
제작

202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년 전국민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개발 202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HMD 기반 다중 사용자 지원 3D 도시공간 혼합현실 시제품 구현및시험 2021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성)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VR 교육과정개발 2021

충주시 충주시 스마트 충주박물관 구축사업 2021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포털) 제작 2021

백제세계유산센터 백제세계유산센터 백제역사유적지구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운영 2021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분만간호 실습교육 프로그램콘텐츠제
작 용역

2021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양주회암사지 문화재 해석전달체계 구축(AR시스템 개발) 2021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1년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 2021

토지주택연구원 LHI 홈페이지 기능개선용역 2021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2021년 과학기술자료 표준관리시스템 고도화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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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케팅공사 대전마케팅공사 AR 포토존 서비스 구축 202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대학교 AR캠퍼스 안내 애프리케이션 개발 용역 2020

통계청 통계청 3D 체험형 인구 콘텐츠 개발 2020

대전마케팅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스마트폰 앱 활용 관광 AR 컨텐츠 제작 용역 202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영문 누리집 보안 강화 2020

울주군 천전리 공룡 체험 증강현실(AR) 콘텐츠 제작 용역 202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데이터 기반 디지털 평가 환경 구축 사업 20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자체 XR 테마파크 콘텐츠 시작품 제작 2020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2차 202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0년도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2차) 2020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충청남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기능 추가 2020

대전문화재단 지역리서티 목동4&선화B 지역 전시 온라인 VR 콘텐츠 개발 2020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의료관광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개선 용역 20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 테스트베드 시험용 가상 도시공간 편집 및 제어 UI 구현 2020

대전시청 2020 대전관광지도 AR앱 제작 용역 202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0년도 이러닝 콘텐츠 개발(직업기초 및 기타분야) 202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대학교 AR캠퍼스 안내 애프리케이션 개발 용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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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2020 대전문학관 온라인 전시감상 콘텐츠 제작 2020

국립중앙과학관 2020년 과학기술자료 표준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2020

대구관광뷰로 대구관광뷰로 3대문화권 사업 ICT 융복합 관광콘텐츠(AR) 개발 2020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쇼핑몰 기념주화 예약시스템 개선 용역 2020

국방부 국방부 20년 정신전력교육 실감형 디지털교재 제작 용역 20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 HMD 기반 Room-scale 3D 도시공간 혼합현실 가시화 프로토타입 구현 및 시험 2020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시스템의 가상환경 기반 GUI 구축 용역

2020

국가보훈처 6.25전쟁 그날! VR 체험전 운영 2020

해양수산부 2020년 해양수산부 업무포털 및 홈페이지 기능 개선 2020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0 시뮬레이션 게임제작 지원사업 202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용역 2020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취약계층의 바다숲 생태체험 등을 위한 VR 교육자료 제작 2019

대전평생학습관 대전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서버교체 및 개편 용역 20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VR컨텐츠 제작 용역 2019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시청소년재단 유스호스텔 홈페이지 구축 사업 2019

대전문화재단 2019 대전문화재단 10대 사업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201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대학교 2019년도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2차)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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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영상교재용 실감형 콘텐츠(VR·AR) 시범 제작 2019

해양수산부 2019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기능 개선 2019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e과학기술자료관 디지털전시 개선 2019

아이스크림미디어 아이스크림미디어 스마트스쿨 실감형 콘텐츠 개발 2019

대전마케팅공사 대전마케팅공사 힐링SONG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구축관련 서버 구매 2019

소방청 소방청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VR콘텐츠 개발 용역 2019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19년 실습형CBT AR콘텐츠 제작 용역 2019

주식회사 더핸즈 더핸즈 골프 에듀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 201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 HMD 기반 고정밀 3D 도시모델 혼합현실 콘텐츠 제공 POC 시제품 제작 2019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체험 콘텐츠 개발 2019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회 신규 홈페이지 구축 2019

대전교육정보원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교육정보원 대전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기능개선 용역 2019

잠사곤충사업장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 곤충생태전시관 AR-VR 체험실 및 로봇 구축 용역 2019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 대왕암공원 AR콘텐츠 개발 및 체험존 조성 2019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보안강화 용역 2019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중앙경찰학교 통합교육행정시스템 기능개선 2019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실시간 수도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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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영양군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별빛체험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및 스마트 글래스 제작 2018

국립중앙과학관 SF2018 미래과학축제 홈페이지 구축 2018

연우알앤디 연우알앤디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2018

토지주택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홈페이지 구축용역 2018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경기재난안전본부 재난현장체험 시뮬레이션 구축사업 용역 2018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2018년 과학기술자료 표준관리 및 고도화사업 2018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발전소 가스터빈 가상현실 교육 콘텐츠 제작 2018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구축 및 사이트 통합 용역 2018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수질오염방제기술교육 VR콘텐츠 제작 20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D AR/MR 체험 기술검증용 3D 테스트 콘텐츠 개발 2018

대전마케팅공사 대전마케팅공사 힐링 SONG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구축 사업 2018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반응형 웹 2018

강동대학교 2017년 LINC+사업 / 강동대학교 VT.AT실습실 구축 2018

남양주시 사물인터넷 기반 조성왕릉 관람안내 시스템 구축 2018

군산시 군산시 근대문화유산 체감형 증강현실.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용역 2018

재단법인충북연구원 충청북도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전산시스템 구축 및 리뉴얼 2018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안전콘텐츠 VR 개발 용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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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 다시점 AR 서비스용 다시점 인터랙션 콘텐츠 및 기능 확인용 모듈 제작 201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실감체험형 가상훈련 데모 콘텐츠 개발(2차) 용역 2017

경기교통연수원 경기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2017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수원시 청소년 진로진학 통합서비스 모바일 앱 개발 2017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 알람 통합관리 기능개선 2017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실안전 VR체험교육 시스템 2017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오남용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2017

진주중앙지하도상가 청년몰 진주중앙지하도상가 청년몰 앱(증강현실 게임)개발용역 2017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항해안전시설 스마트글래스 AR원격협업 2017

대전마케팅공사 대전마케팅공사 홈페이지 개편 및 SNS관리 용역 2017

국가보안기술연구소 AR기반 실시간 훈련 상황 시각화 기술 개발 2017

삼성전자 스마트글래스를 이용한 Maintenance 앱 개발 용역 2017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통합 온라인 플랫폼(전자쇼핑몰)구축 2017

문경관광진흥공단 2017년도 문경관광진흥공단 홈페이지 개편 통폐합 구축 용역 2017

수원청소년 육성재단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통합홈페이지 구축 2016

대전광역시 가상실세계 생활안전체험 콘텐츠 구축 사업 2016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관광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및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2016

미디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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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타슈 시민공영자전거 모바일 웹 개발 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개편 2015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전면 개편 2015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고등기술원 홈페이지 개편 2015

대전마케팅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경영관리시스템 고도화(예산,회계 그룹웨어 구축)사업 2015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충청남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개편 및 예약관리시스템 통합 구축 2015

대전마케팅공사 경영지원과 온라인플랫폼 DB 구축 및 웹서비스 이전사업 2015

대전시청 교통정책과 대전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구축 용역 2015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이용도우미 포털 개편 2015

국립중앙과학관 공간증강체험 전시 콘텐츠 구축 2015

수원시립미술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홈페이지 구축 용역 2015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이미지 개선용역 2015

전라북도 전라북도 토탈관광 정보안내시스템 구축용역 2015

KISTI 슈퍼컴퓨터 종합상황실 통합업무 시스템 2015

한남대학교 한남대학교 교육 질 개선 및 환류시스템 구축사업 2015

대전마케팅공사 대전MICE 포털 온라인 플랫폼 개편 및 관리 운영용역 2014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문화관광 홈페이지 개선 용역 2014

미디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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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 홈페이지 구축 용역 2014

재단법인대전복지재단 복지만두레 홈페이지 개편 2014

한국한의학연구원 고혈압위험군의 예방관리를 위한 웹/앱사이트 고도화 용역 201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WOLF 대형연구시설정보 서비스 구축 20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유통공동구매물류센터 물류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확산용역 2014

대전도시공사 공사 웹서비스 고도화 용역 2014

아산시 아산신도시 U-Bike 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2014

청주시 통합 교통행정 행정관리시스템 구축 2014

국립중앙과학관 흥미체험형 스마트 증강현실 전시앱 개발 용역 2014

청양군 도농교류센터 농촌체험프로그램 홈페이지 구축용역 2014

홍성군 충남도장애인체육대회 홈페이지 구축·운영 용역 2014

부여군 충남도민체육대회 홈페이지 구축·운영 용역 2014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통합개편 용역 2014

한남대학교 웹방화벽 2식 구축 사업 2014

대전마케팅공사 K-FARM 누리사업 온라인플랫폼 구축개발 용역 2014

KAIST전기및전자공학과 반응형홈페이지 및 예약/연구실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2104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기술사업부 홈페이지 통합 재구축 사업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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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사 웹취약성 진단시스템 도입 및 인트라넷 시스템 보안코딩 용역 2013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 2013

공주시 개인정보보유시스템 DB암호화 소프트웨어 구매 설치사업 2013

한국수자원공사 댐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2013

대전마케팅공사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2013

소상공인진흥원 중소물류센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2013

국립중앙과학관 교육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전시학습정보사이트 솔루션 납품사업 2013

국립중앙과학관 교육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사업 2013

공주시 고마문화복합센터 및 사이버공주모바일 예약결제시스템 구축 2013

홍성군 도민체전홈페이지 구축용역 2013

서산시 버드랜드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용역 2013

공주시 용역성과물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용역 2013

홍성군 부동산정보 홈페이지 구축용역 201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전자민원서비스 기능개선사업 2013

대전문화재단 모바일 웹·어플리케이션 구축 2013

홍성군 개인정보보유시스템 DB암호화 소프트웨어 구매 설치사업 2013

국립중앙과학관 교육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관람객 통계관리시스템 구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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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대학교 LINC사업단 홈페이지 및 가족회사 모바일 앱 구축 2013

한국철도공사 e-Biz 플랫폼 구축사업 2012

행정안전부 세외수입정보화시스템 고도화사업 2012

아산시 성웅이순신 사이버테마정보관 개선사업 2012

경상남도교육청 기록관 홈페이지 기능 개선사업 2012

한국가스기술공사 공사 홈페이지 재구축용역 2012

국립중앙과학관 교육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ASPAC 2013 홈페이지 구축 2012

산림청 산림청 녹색사업단, 국가별 해외산림투자지도 구축 2012

충청남도/태안군 2012 행정안전부 지정 태안 대야도정보화마을 조성사업 2012

대전마케팅공사 2013 아시아건강심리학회 총회 홈페이지 제작 2012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학관 홈페이지 구축사업 2012

보령시 관광특구 사이버 스카이투어 구축사업 2012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범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12

서산시 모바일 앱 개발 및 웹 구축사업 2012

공주시 한옥마을 예약시스템 개선 및 콘텐츠 보강사업 2012

홍성군 재너머 숲길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용역 2012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소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확장개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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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운영위탁관리 용역 2011

한국수자원공사 유역수자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011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대전엑스포93 기념화사업홈페이지 구축 2011

철도시설관리공단 철도산업정보센터 포털사이트 구축 2010

서산시 포털홈페이지 재구축 201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홈페이지 개편 2010

논산시 사이버영상사료관 구축용역 2010

한국폴리텍4대학 웹접근성 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2010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사업(SK텔레콤컨소시엄) 2009

충청남도 충청남도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사업 2009

한국전력공사 전력수급 및 구입전력비 예측S/W개발 용역 2009

한국암예방학회 홈페이지 구축사업 2009

충청남도 충남의 100대산 등산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009

서산시
새와사람이 공존하는 U-천수만 생태관광모델 구축사업(한국정보화진흥원)
U-City 기반조성사업 공모과제(대우정보시스템콘소시엄)

2009

공주시 웹포털 개편 사업 2009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사업-DBMS 2009

충청북도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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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한전ESP용 통합자원관리 시스템 2008

경상남도 통영시 전자상거래 사이트 개편사업 2008

대전광역시 버스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08

충청북도지방경찰청 포털사이트 재구축용역 2008

충청북도 포털홈페이지 개편용역 2008

충청남도 포털사이트 기능보강 및 서비스 강화사업 2008

충청남도 인터넷 방송·운영사업 2008

경상남도교육청 멀티미디어 자료관 구축사업 2008

충청남도 인터넷 방송·신문시스템 구축사업 2007

논산시 화지시장 주문배송센터 및 고객지원시스템 구축사업 2007

대전광역시 ITS 웹사이트 확대 구축사업 2007

대전광역시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사업 참여 2007

정보통신부 복지정보통신인프라 구축사업 2007

행정안전부 6차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사업 2007

충청남도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컨텐츠 보강용역 2007

KT기술연구소 기업고객 전용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07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대전/충청남도 10개시군 19개) 2007

41 / 44



-43-

발 주 처 사 업 명 사업연도

홍성군 인터넷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구축사업 2007

홍성군 민원처리통보 SMS시스템 구축용역 2007

보령시 선진형관광안내정보서비스 시범 구축사업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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