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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ISO9001인증(인증범위 : 1. 유비쿼터스 기술(모바일,RFID,USN 등) 획득02 ·

2010

대우정보시스템(주)과 세정솔루션통합지원센터 비즈니스 협력위한 MOU체결09 ·

㈜케이쓰리아이 기술연구소 설립06 ·

2000

(주)케이쓰리아이(대전종합정보센터) 대전시가 투자한 제3섹터 기관으로 창립04 ·

2013

특허청 기술특허 등록 제1329102호 (발명의 명칭: 레이아웃 기술자와 이미지
특징점을 이용한 실시간 증강현실 이미지 검색시스템)

1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이전기술과제(증강현실
기반의 실감형 학습콘텐츠 저작장치 및 방법과 학습지원시스템 개발) 협약 체결

·

한국산학연합회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전자정부시스템을 위한 웹 및 모바일용
프로젝트관리시스템(KW-PMS) 개발) 협약 체결(주관기관: 대전대학교)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인력양성 및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09 ·

특허청 기술특허 등록 제1307014호 (발명의 명칭: 배경프레임에 마스크 기법을
이용한 대상 프레임의 정합이 가능한 스마트폰 및 그 방법)

·

특허청 기술특허 등록 제1276313호 (발명의 명칭: 영상인식을 위한 모바일
단말기와 서버간의 통신 프로토콜 처리 시스템)

06 ·

벤처기업재확인(기술평가보증기업)0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3차년도 협약
(다자간 국제공동기술개발(EUREKA) 추진)

04 ·

특허청 기술특허 등록 제1317925호 (발명의 명칭: 증강화면에서의 사용자 손끝
인식을 이용한 서버기반 원본 객체 추출시스템)

10 ·

유비쿼터스 기술기반의 시스템 통합사업 중점 추진 유비쿼터스 기술기반의 시스템 통합사업 중점 추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협약
(다자간국제공동기술개발(EUREKA) 추진)

04 ·

2011

(주)모노커뮤니케이션과 DB암호화솔루션 “ECHLON” 판매대리점 계약 체결05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지정업체(산업체지정업체) 선정11 ·

아산시장 표창패 수여 (아산 지역정보화 발전기여) 공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2차년도 협약
(다자간 국제공동기술개발(EUREKA) 추진)

04 ·

(사)충남정보화마을지회 공로패 수여(충남 36개정보화마을 발전기여 공로)02 ·

특허청 기술특허 등록 제1276314호 (발명의 명칭: 엘에스에이치 알고리즘의 자료조회
결과의 특징점을 이용한 매칭포인트 추출시스템 및 그 방법)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재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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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GS인증 : 3D 모바일 증강현실 콘텐츠 저작 도구 (3D 
MovAR Studio) GS 인증

12  ·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등록 (3D 모바일 증강현실 서비스 개발 툴킷 (3D 
MovAR SDK))

07 ·

2014
2014 첨단국방산업전 & 미래지상전력 기획 심포지엄(2014.11.25.~28) 참여 : 
CCTV 얼굴검출/추적 및 식별기술 기반 출입자분석·관리시스템(ARMS) 전시

11 ·

2016

특허출원 출원번호 : 제10-2016-0020013호(공간 증강 현실에서의 객체 중첩에
따른 오류 보정 장치 및 방법)

02 ·

증강현실 기술 개발 중점 추진 “ICT 기술 리더기업으로 성장” 증강현실 기술 개발 중점 추진 “ICT 기술 리더기업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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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LINC사업단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06 ·

국립중앙과학관과 “가상체험형 과학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05 ·

ETRI “1실 1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대상기업 선정02 ·

한국저작권위원회 : 프로그램 등록(일반인을 위한 증강현실 콘텐츠 저작도구(VPL))01 ·

제22회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 IT전시회 참여06 ·

“2015 월드 IT Show (WIS)”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공동 참여 : 공간증강
인터렉티브 시스템

05 ·

백석대학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03 ·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08 ·

Universe CMS 솔루션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V3.5) 호환성
인증(레벨2) 획득

09 ·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WORLD IT SHOW 2016 : K-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COEX) 
GS인증관 전시(3D MovAR Studio v1.0)

05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협약
(CCTV기반 얼굴 검출을 이용한 출입자 통계 시스템)

·

한국저작권위원회 : 프로그램 등록(인터랙티브 공간증강 엔진(Interactive Spatial 
Augmented Reality))

06 ·

한국저작권위원회 : 프로그램 등록(공간증강 인터랙티브 체험전시 서비스
시스템(Interactive spatial augmented reality hand-on exhibition service system))

07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재획득·

특허출원 출원번호: 10-2016-0107602 (인터랙티브 공간증강 체험전시를 위한 동적
객체와 가상 객체 간의 인터랙션 구현 장치)

·

특허출원 출원번호: 10-2016-0110682 (공간 확장이 가능한 공간증강 인터랙티브 엔진이
적용된 체험큐브 시스템)

08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일보 주관 제11회 디지털 이노베이션 大賞 수상(정보기술/가상현실
부문)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쉽 선정 및 협약09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GS인증 : 인터랙티브 공간증강 엔진(Interactive Spatial 
Augmented Reality v1.0)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10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과제 선정 및 협약11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 제 2016-0312호12 ·

벤처기업확인 재지정·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등록 (통합웹포털구축솔루션 Universe CMS v2.0)·

KCON 2015 LA ; K-ICT 중소기업청 및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성장 위원회) 주최
동반진출 컨벤션 참여(공간증강 인터랙티브 시스템 전시)

·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등록 (3D 모바일 증강현실 콘텐츠 저작 도구 (3D 
MovAR Studio))

·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등록 (출입자 분석 프로그램)·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CT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사업 지원과제 협약·

대전.충청 벤처투자로드쇼 참여·

선문대학교 LINC사업단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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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가상실세계 (VR/AR) 기술 & 서비스의 First mover 기업 VR/AR/MR 서비스 전문 업체로서의 위상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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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2차 협약09 ·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등록 (3D 복원 솔루션(3DRMS:3D Reconstruction 
Modeling Solution))

·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등록 (3D 복원 저작도구(3DRAT:3D Reconstruction 
Authorring Tool))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재획득06 ·

수원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2017년 SW융합클러스터사업 (SW융합 R&D 생태계
조성사업 지정공모 과제)선정 및 협약

05 ·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WORLD IT SHOW 2017 : K-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COEX) 
IITP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유망기술개발지원관 전시참여

·

게임제작업 등록 제 2017-000009호03 ·

특허청 기술특허 등록 제10-1723828호 (공간확장이 가능한 공간증강 인터랙티브
엔진이 적용된 체험큐브 시스템)

·

특허청 기술특허 등록 제10-1723823호 (인터랙티브 공간현실 체험 전시를 위한
동적객체와 가상객체 간의 인터랙션 구현장치)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Good-Job 청년인턴십 협약02 ·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품질인증 재획득08 ·

특허청 기술특허 출원 제10-2017-0116407호 (지피유 가속 컴퓨팅을 이용한 3차원
복원 클라우드 포인트 생성 방법)

·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아이디어 발굴 게임제작 지원사업 선정 및 협약10 ·

2017 홍콩 추계전자전 [Hong Kong Electronics Fair]전시 참여·

2017 대전 게임콘텐츠 페어 전시 참여·

Universe CMS 솔루션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V3.6) 호환성
인증(레벨2) 획득

12 ·

특허출원 출원번호 : 제10-2017-0173457호 (증강현실 화면에서 손 영역 인식 및
마스크 기법을 이용하여 증강 객체와의 상호 작용을 위한 오버랩 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등록 (스마트 글래스 AR 원격협업 정비 시스템 (Smart 
Glass AR Remote Collaboration Information System))

·

2018

수원청소년재단 홈페이지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06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특화Ⅱ 게임제작 지원사업 선정 및 협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8년 지역 VR/AR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선정 및 협약

·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학습실습 현장실습 선도기업 협약·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GS인증 : Universe CMS v2.0)07 ·

2018 군산 야행(군산시) 전시 참여08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 제품 확인서 발급(인터랙티브 공간증간 엔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GS인증 : 3D 복원 솔루션 v1.0(Reconstruction & Modeling 
Solution v1.0)

09 ·

SMART CITIES SUMMIT ASIA 2018 (킨텍스) 전시 참여·

2018 KOREA VR FESTIVAL(상암동 누리꿈스퀘어) 전시 참여·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등록 (3D 스페이스 모델(3D SPACE MODEL))10 ·

특허청 기술특허 출원 제2018-0120455호(공유경제 서비스에 특화된 현실기반 3D 
가상공간 제공시스템)

·

2018 중국 국제 게임/어뮤즈먼트 박람회 [G&A 2018, Zhongshan Convention 
Center] 전시 참여

11 ·

2018 대전 DICA Fair(대전컨벤션센터) 전시 참여·

제11회 연구실 안전의 날 기념행사(VR체험존) 전시 참여·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인증(제2018-25호)·

2018 과학문화산업전(국립중앙과학관) VR/AR 특별관 전시 참여12 ·

2018 시뮬레이터 기술전시회(리솜스파캐슬) VR/AR 전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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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VR/AR/MR 서비스 전문 업체로서의 위상 정립 VR/AR/MR 서비스 전문 업체로서의 위상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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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9년 글로벌 ICT 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및 협약04 ·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WORLD IT SHOW 2019 (서울 코엑스) 전시 참여·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02 ·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등록 (DINO VR GAME(디노 브이알 게임))·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등록 (DINO AND ME(디노 앤 미)) 01 ·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기술기업 지정(제173호)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 획득06 ·

특허청 기술특허 등록 제1987270호(공유경제 서비스에 특화된 현실기반 3D 가상공간
제공시스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재획득·

GamesCom 2019(독일) 전시 참여(VR,AR 콘텐츠)08 ·

대덕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특화기업 성장지원 사업 선정 및 협약·

2019 대전 게임콘텐츠 Fair(목원대학교) 전시 참여·

2020

특허청 기술특허 등록 제2067423호(지피유 가속 컴퓨팅을 이용한 3차원 복원
클라우드 포인트 생성 방법) 

01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04 ·

2020 노사상생모델 좋은일터 조성사업 선정 및 협약·

SEOUL VR AR EXPO 2020 (서울 코엑스) 전시 참여08 ·

KS Q ISO 9001인증(인증범위 : 1. AR/VR 콘텐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2. 홈페이지
및 웹기반 업무시스템 개발 등) 획득

12 ·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등록 (증강현실(AR)SNS)·

KT연구개발센터 (KT R&D Center) KT 5G open lab 코어파트너사 등록05 ·

Universe CMS 솔루션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V3.8) 호환성
인증(레벨2) 획득

·

SEOUL VR AR EXPO 2019 (서울 코엑스) 전시 참여·

PlayX4 2019 전시 참여(Dino & Me)·

기술보증기금 Kibo A+ Members 기업 지정·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주관 제4회 4차산업혁명U포럼 및 토론회(울산대학교) AR 
콘텐츠 전시

07 ·

경상북도 도지사 공로패 수상09 ·

ITU Telecom World(헝가리) 전시 참여(VR,AR 콘텐츠)·

2019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발 전시 참여(VR,AR 콘텐츠)10 ·

KVRF VR EXPO 2019 (서울 코엑스) 전시 참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0 시뮬레이션 게임 지원사업 선정 및 협약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연구기관(병역지정업체) 선정05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생생기업 해커톤 캠프사업 협약06 ·

「클라우드 서비스」 이노그리드 골드파트너 계약11 ·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등록 (스페이스 스프린터 VR(Space Sprinter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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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NCS 기업활용컨설팅 참여 인증(종합활용 1)01 ·

특허출원 출원번호 : 제10-2021-0005012호(AR 장치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인식 및 분류 방법 및 그 시스템) 

·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한국경제신문 2020 The 26th BEST BRAND & PACKAGE 
DESIGN AWARDS 제26회 2020 베스트브랜드&패키지디자인어워즈 「디지털디자인
부문 대상: Dino&Me VR 콘텐츠 패키지」

·

SEOUL VR AR EXPO 2021 (서울 코엑스) 전시 참여0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기술기업 재지정(제173호)·

2021년 대덕특구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BM연계) 과제 선정 및 협약·

2022

특허출원 출원번호 : 제10-2022-0019056호(가상공간을 이용한 다중 사용자 간
협업 지원 방법 및 시스템)

02 ·

대전 본사 이전03 ·

서울 사무소 이전·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등록 (디지털 트윈시티 기반의 XR 메타버스 플랫폼 XR 
Meta CITY(엑스알 메타 시티) v1.0)

04 ·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등록 (가상도시 바람길 시뮬레이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과제 선정 및 협약04 ·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등록 (3D 전파지도)10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록11 ·

2021 내나라 여행박람회 (양재 aT센터) 전시 참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GS인증 : 디지털 트윈시티 기반의 XR 메타버스 플랫폼 XR 
Meta CITY v1.0

05 ·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업무협력 MOU 체결·

Korea Metaverse Festival & K-Metaverse Expo 2021(서울 코엑스) 전시 참여
SEOJUL VR AR EXPO 2021

12 ·

「2021 대전 문화콘텐츠 기업인의 날」문화콘텐츠 부분 대전광역시장 표창·

특허출원 출원번호 : 제10-2022-0080749호(디지털 트윈에서 시각화 지원을 위한
3차원 바람길 구현 장치)

06 ·

K-Metaverse Expo 2022 (부산 벡스코) 전시 참여08 ·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등록 (3D 전파지도 ver2)10 ·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등록 (4차원 공룡세계 탈출 대작전)·

KMF & KME 2022 코엑스(서울) 전시 참여·

특허청 기술특허 등록 제2479718호(AR 장치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인식
및 분류 방법 및 그 시스템) 

12 ·

특허출원 출원번호 : 제2022-0176328호(전파 세기 표현을 위한 3차원 지형의 색상 지정
장치)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표창(대전시 콘텐츠산업 육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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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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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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44



-31-

발 주 처 사 업 명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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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
및시험

2021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성)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VR 교육과
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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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콘
텐츠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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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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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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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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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44



-36-

발 주 처 사 업 명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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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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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인터넷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구축사업 2007

홍성군 민원처리통보 SMS시스템 구축용역 2007

보령시 선진형관광안내정보서비스 시범 구축사업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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