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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Greeting Message

- Introduction of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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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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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ㅣ Sangchul Ahn, Ph.D.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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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시 대표이사

안 상 철

과학기술연합대 HCI 및 로봇응용공학 박사

연세대 컴퓨터과학 석사

現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연구원

現 W3C 회원사 기관대표

現 HTML5 융합기술포럼 증강현실 분과장

現 Geonames 한국 대사

“현실 환경과 가상환경의 융합”

“AR과 웹의 무한한 연결성의 보장” 

“새로운 사용자 경험의 해답”

그것이 렛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AR개발 환경에 능숙하지 않아도 쉽게 AR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의 출현.

앱 설치 없이 브라우저 만으로도 웹의 무한한 확장성과의 연결…  AR생태계의 무한한 확장.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데 있어서,  렛시의 족적이 진하게 남겨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19.6

㈜렛시 대표이사 안 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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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ㅣ Experience Augmented Reality on the Web

회사소개서

회사명 ㈜렛시 (Letsee)

대표이사 안 상 철

법인설립일 2014년 7월

본사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2길 15 8층

사업분야 증강현실 웹솔루션

주요서비스
렛시 SDK (Software Development Kit)
렛시 브라우저 (혼합현실 웹 브라우저)

임직원수 10명

연락처 02-566-9711      contact@letsee.io

홈페이지 www.letsee.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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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회사소개서

2014 ⚫ 2014.07     법인 설립 (KIST 공식 연구원 창업기업)

⚫ 2014.12     벤처기업 인증

⚫ 2014.12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15 ⚫ 2015.06     증강현실 게임 실황 중계 시스템 개발 (제일기획)

⚫ 2015.10     W3C (국제 웹표준 협회) 회원사 가입

⚫ 2015.11     Letsee Beer App V1.0 출시

2016 ⚫ 2016.06     Letsee Beer V2.0 출시

⚫ 2016.10     W3C WebVR 워크샵 주제 발표

⚫ 2016.12     삼성전자 증강현실 원격 협업 솔루션 개발

2017 ⚫ 2017.01     Letsee Browser 출시

⚫ 2017.08     대한민국 모바일 어워드 2017 ‘8월의 모바일’ 선정

⚫ 2017.12     삼성전자 증강현실 원격 협업 CMS 솔루션 제공

2018 ⚫ 2018.02     하나은행 증강현실 마케팅 솔루션 제공

⚫ 2018.05     Pre-A 투자 유치

⚫ 2018.06     TIPS 프로그램 선정

⚫ 2018.10     삼성전자 C-lab 4기 선정

2019 ⚫ 2019.04     Letsee WebAR SDK v1.0 Beta 출시

⚫ 2019.05     AWE2019  Letsee Web AR 기술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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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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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Organization Chart

CEO

전략기획팀 AR 사업팀 경영관리팀



02  KEY FEATURE

- Web-Based AR

- Simple & Easy

- 모바일AR 저작도구

- 다양한 미디어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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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ased AR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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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앱 다운로드 없이, 웹브라우저 만으로도 AR 경험 제공

스마트폰으로 AR을경험할수있는시대가열렸습니다

하지만수요전망과달리 AR기술이웹브라우저의기본역할처럼발전하는데는

기술적한계와마땅한대안이없었습니다.  

AR기술이탑재되어출시되는앱들이큰성과를내지못하는근본적인이유는

단순광고나이벤트성콘텐츠임에도 AR이라는이유만으로앱설치를요구해왔던환경이

사용자유입에큰걸림돌로작용했기때문입니다. 

렛시는간단한 AR활용에도앱설치를요구했던제약을제거하고,

QR코드스캔만으로 AR안내가시작되며, 웹브라우저종료만으로 AR절차가마무리되는

렛시브라우저를개발했습니다.  이제는더이상 App Download & Retention에집착할필요가없습니다. 

User

Web
Contents

AR
Contents

진입

AR
Contents

이용

AR용 App 
다운로드 절차

생략

일관된 웹브라우징 환경 = 사용자 이탈 방지

API and Backend 
service for the real
world model

Fully compliant with W3C standards

ㅣ WebAR 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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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ased AR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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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영상 #1

AR Product Guide
Demonstration
Previewing items in AR provides a more 
realistic representation of products, increasing 
purchasing confidence.

AR experiences can now run directly on any 
existing Website and are accessible by most 
smartphones with a camera and Web browser. 
No apps needed

ㅣ WebAR SDK

데모 영상 재생

https://youtu.be/izTmjgZw-ac
https://youtu.be/izTmjgZ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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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ased AR

회사소개서

데모영상 #2

IOT Device control
Demonstration
Previewing items in AR provides a more 
realistic representation of products, increasing 
purchasing confidence.

Customers are no longer required to leave your 
Website to download an app, which greatly 
improves the overall user experience.

ㅣ WebAR SDK

데모 영상 재생

https://youtu.be/AQoBrEhgwic
https://youtu.be/AQoBrEhgw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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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ased AR

회사소개서

데모영상 #3

AR Wallboard
Demonstration
Previewing items in AR provides a more 
realistic representation of products, increasing 
purchasing confidence.

AR experiences can now run directly on any 
existing Website and are accessible by most 
smartphones with a camera and Web browser. 
No apps needed

ㅣ WebAR SDK

데모 영상 재생

https://youtu.be/FTMQPw49Ldo
https://youtu.be/FTMQPw49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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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ased AR

회사소개서

데모영상 #4

Image Target 
Demonstration
Recognize and track uploaded image targets, 
bringing static content to life.

Track any uploaded image including product 
packaging, posters, in-store displays, outdoor, 
print advertisements and more.

ㅣ WebAR SDK

데모 영상 재생

https://youtu.be/lrCjhFA9Kfk
https://youtu.be/lrCjhFA9K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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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 Easy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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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구축이 쉬워졌습니다.

Real-world
Abstraction

Hybrid tracking

Web browser

HTML

Presentation
(CSS + WebGL)

Application logic
(JavaScript)

Computer vision 
tracking engine

Mobile OS

Target 
object 
model

Application logic
(Objective-C, Java, etc.)

Presentation
(OpenGL)

Tracking 
data

WebAR SDK 

App 환경 개발

AR 구축
난이도

높음

AR 구축
난이도

낮음

Web 환경 개발

vs

• 고비용+느린 저작속도
• 별도의 저작도구 사용
• 빌드 과정 필요

• 저비용 + 빠른 저작속도
• 다양한 웹컨텐츠 연동
• 저작과 동시에 반영
• 빌드 과정 불필요

구축이쉬워진다는것은단순히개발난이도에만국한된것이아닙니다.

개발환경이단순하고간편해지면 비용절감과 생산성향상은물론, 웹디자이너또는웹개발자가 AR콘텐츠를

얼마든지빠르게생산해낼수있다는것을의미합니다.  렛시의WebAR SDK는귀사의마케팅전략에새로운기준이될것입니다.

+  Web-Based
강력한 확장

ㅣ WebAR 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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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AR 저작도구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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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AR 컨텐츠를 저작할 수 있는 모바일 AR저작 도구 지원

ㅣ WebAR SDK

사용자

모바일 AR 저작도구

Web Browser

AR
사용자 경험

콘텐츠 타입 선택

사물/장소에 콘텐츠 배치

세부 조정

인식 DB 
(EMS)

화면 내 사물/장소
위치 좌표 정보

(정합 규칙 지점)

사물/장소
비추기

[                        ]

Contents
저장 /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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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미디어타입 지원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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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브라우저에서 구동된다면, 어떤 컨텐츠도 AR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3D드로잉, 해시태그, 3D이모지, 하이퍼링크, 동영상, 사진등다양한형태의웹미디어를지원하며,

저작자가의도하는다양한형태의웹컨텐츠를 AR환경으로구축할수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타입 지원 실시간 인터렉션 사물 검색 광고

ㅣ WebAR SDK



03  Our Technology

- 보유기술

- 기술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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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술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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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세계API화 실시간동적융합 웹콘텐츠생태계연계

PLACE Model Mixed Reality PLACE Media

웹정보가 현실세계 물리공간에 공존 및 융합

혼합현실 서버

- 사물 인식 DB

- 인식정보 등록 자동화 완료

- 혼합현실 검색 및 추천엔진

혼합현실 웹 브라우저

- 웹 기반 증강현실 렌더링 엔진

- HTML5 개별요소 및 3D (WebGL)증강

- 기존 앱에 탑재가능 (SDK, White Label)

증강현실 웹 콘텐츠

- 모바일 저작 증강현실 위젯 (UCC)

- 증강 콘텐츠 관리 서버 (CMS)

- 동적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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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술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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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AR 기반의 유연한 연계구조와 높은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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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허

회사소개서

20

NAME COUNTRY APPLICATION NUMBER

1
APPARATUS AND METHOD PROVIDING AUGMENTED REALITY CONTENTS BASED 
ON WEB INFORMATION STRUCTURE

South Korea 10-2013-0030336

2
APPARATUS AND METHOD PROVIDING AUGMENTED REALITY CONTENTS BASED
ON WEB INFORMATION STRUCTURE

Europe 13199437.8

3
APPARATUS AND METHOD PROVIDING AUGMENTED REALITY CONTENTS BASED 
ON WEB INFORMATION STRUCTURE

USA 14/139,133

4 SYSTEM FOR AUTHORING AND PROVIDING AUGMENTED REALITY CONTENTS South Korea 10-2013-0115640

5 SYSTEM FOR AUTHORING AND PROVIDING AUGMENTED REALITY CONTENTS Europe 13199426.1

6 SYSTEM FOR AUTHORING AND PROVIDING AUGMENTED REALITY CONTENTS USA 14/140,255

7 APPARATUS AND METHOD FOR AUGMENTED REALITY South Korea 10-2017-0096275

8 APPARATUS AND METHOD FOR AUGMENTING VIRTUALOBJECT South Korea 10-2017-0096778



04  Appendix

21

- 렛시 브라우저

- 렛시 비어

- 수산물 이력조회

- AR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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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시 브라우저

렛시 브라우저
Letsee Browser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증강현실 콘텐츠.

웹 언어만으로
손쉽게 만드세요

데모 영상 재생

https://youtu.be/y_C5BnS0CZI
https://youtu.be/y_C5BnS0C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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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시 비어

렛시 비어
Letsee Beer

데모 영상 재생

https://youtu.be/GdTT1GcnjNo
https://youtu.be/GdTT1GcnjNo


24

04
Appendix

AR 수산물 이력 조회

AR수산물 이력 조회
AR Seafood traceability 

데모 영상 재생

https://youtu.be/lCZICb0OyAY
https://youtu.be/lCZICb0Oy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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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스티커

렛시 AR 스티커
Letsee AR Sticker

데모 영상 재생

https://youtu.be/8LZbFugUdIs
https://youtu.be/8LZbFugU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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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