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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01

웹기반증강현실(WebAR) 기술보유기업

- 국내최초웹기반소프트웨어개발도구WebAR�SDK�상용화

- 웹기반증강현실콘텐츠저작도구개발

- 웹정보구조에기반한증강현실콘텐츠제공장치및방법에대한

국내및해외특허보유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식연구원창업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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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l 2014.07�����법인설립 (KIST�공식연구원창업기업)

l 2014.12�����벤처기업인증

l 2014.12�����기업부설연구소설립

2015 l 2015.06�����증강현실게임실황중계시스템개발 (제일기획)

l 2015.10�����W3C�(국제웹표준협회)�회원사가입

l 2016.06�����Letsee Beer�V2.0�출시

l 2016.12�����삼성전자증강현실원격협업솔루션개발

l 2017.08�����대한민국모바일어워드 2017�‘8월의모바일’�선정

l 2017.12�����삼성전자증강현실원격협업 CMS�솔루션제공

l 2018.02�����하나은행증강현실마케팅솔루션제공

l 2018.06�����TIPS�프로그램선정

l 2018.10�����삼성전자 C-lab�4기 선정

l 2019.04�����Letsee WebAR�SDK�v1.0��출시

l 2019.09�����IFA�2019�Letsee Web�AR�기술시연

l 2020.06�����Letsee WebAR�SDK�v1.1�정식출시

l 2020.09�����IFA2020�LG�AR�제품가상배치솔루션제공

l 2020.11�����오뚜기 AR�제품프로모션솔루션제공

l 2021.05�����Letsee WebAR�SDK�v1.1.3 릴리즈

l 2021.10�����CASPER�(현대자동차) XR 콘텐츠개발

l 2021.12 코엑스및인사동지역대상메타버스콘텐츠개발

l 2022.01�����신한은행 AR�서비스개발

l 2022.01�����광화수 AR�서비스개발

l 2022.06�����웹 기반증강현실콘텐츠저작도구 ‘렛시크리에이터’ 제품출시

l 2022.09 에버랜드 EVERSMTOWN�AR 콘텐츠개발

l 2022.10 롯데백화점 AR�콘텐츠개발

l 2022.11 메가커피 AR�콘텐츠개발

l 2022.12� 서울숲 AR�공원안내서비스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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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시장전망

Metaverse�시장은 2025년지금보다 6배증가한 2800억달러규모로성장전망

AR 시장은기술안정단계로진입하며 2030년 1조달러를넘어설것으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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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시장전망 AR/VR�시장 전망

출처 : Strategy Analytics 출처 : PwC,�하나금융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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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Letsee�WebAR�SDK

Letsee�WebAR�SDK는 AR콘텐츠를별도의설치없이기존웹브라우저를통해동작하게하며

웹표준과완벽히호환되어 AR�환경에서웹리소스및기능을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웹브라우저를이용한 AR�콘텐츠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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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링크

• 웹브라우저를통해인식, 추적, 정합의 AR�구동이가능한WebAR 핵심엔진기술의국내최초상용화배포

• 자체기술력을통한인식대상다양화및추적기능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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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CRiOliHoMI


타겟생성, 리소스증강, 애니메이션기능등 6가지주요기능웹기반WYSIWYG 형식의 AR�콘텐츠저작도구

제품소개 WebAR Authoring�Tool  Letsee Creator04

기능1

다양한 타겟을 활용한 AR 콘텐츠 저작

이미지마커, QR코드등의다양한타겟을
선택해콘텐츠제작기능제공

기능4

템플릿 , 플러그인 제공

기본템플릿을통한손쉬운콘텐츠제작
다양한플러그인을통한기능구현

기능2

2D/3D�Model/도면 등 증강 모델에 대한 리소스

2D�/�3D�Model�/ 도면파일등다양한리소스
를증강모델로만들수있는기능제공

기능5

인터랙션 설정

효과적인인터페이스 / 아이콘/ 에셋
제공

기능3

애니메이션

증강현실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
애니메이션컨트롤

기능6

즉시 배포 가능

작성 / 수정 / 배포등이쉽고빠르게
진행할수있는기능제공

WebAR 저작도구는웹환경에서WYSIWYG 형태로 AR 을제작, 편집할수있는솔루션을

제공하여개발지식이없는일반인도 No-Coding으로손쉽게 AR�콘텐츠를저작/배포할수있습니다.

• 직관적인 UI를 통한빠른증강현실콘텐츠저작및배포 ( AR�콘텐츠제작의접근성및생산성증대 )

• 전문개발자의도움없이담당자가직접증강현실콘텐츠제작가능 ( AR�사용자메뉴얼, 브로슈어, 교육자료제작에활용 )

동영상링크

5

https://youtu.be/s2zhVyyTH0M


웹기반메타버스플랫폼구축로드맵

엔진핵심기술의
고도화를통한

인식/추적기능강화

웹기반콘텐츠
저작/배포
서비스제공

웹기반메타버스
플랫폼구축

Surface�Tracking

Face�Tracking

Multi-target�Tracking

Pose�Recognition

Cloud�Recognition

웹 기반 증강현실콘텐츠

저작도구상용화

AR�Widget 개발

CMS�및 호스팅서비스

웹기반증강현실콘텐츠

저작도구고도화

웹 API 응용Widget

통계 분석고도화

웹기반증강현실기술에대한고도화개발과웹기반저작도구의상용화배포를통해

누구나손쉽게증강현실콘텐츠를저작/배포할수있는웹기반메타버스플랫폼을제공할계획입니다.

05

6



Business�Model 플랫폼사용료, 수수료

Platform

웹기반증강현실콘텐츠제작에필요한서비스제공을통해 AR�콘텐츠의생산과소비의생태계를구축하고

콘텐츠의사용량증가에따른 플랫폼사용료수익을확대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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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Model

플러그인, 템플릿

Market

판매수익

에셋 제공 에셋 구매

구매 비용

AR�콘텐츠 소비

AR�콘텐츠 제작
디지털

에이전시

서비스

개발사

콘텐츠개발자
3D 모델러

외부개발자

웹기반증강현실

플랫폼

플랫폼 사용료

저작 툴, 엔진 제공

콘텐츠생산자

콘텐츠소비자

사용량에 따른
유료 결제

트레픽 발생

라이선스별

인식마커
프로젝트
PV 숫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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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젝트

8

대상 내용 진행사항

• 에버랜드
• SM�엔터테인먼트의 IP를 활용한 AR�콘텐츠개발

• 에버랜드내공간을활용한 AR�서비스진행

• 2022.10~ EVERSMTOWN�Season1� 서비
스진행중

• 롯데백화점및아울렛
• 롯데백화점내 AR�포토존 , AR�게임, AR�팝업카드의 3종콘텐츠개발및서비

스
• 2022.11~2023.01�서비스

• 메가커피 • 카타르월드컵기간동안손흥민선수와 AR 사진촬영 • 2022.11~12 서비스

• 서울숲 • 서울숲 AR�내비게이션및 AR�포토존서비스 • 2023.02~ 대국민서비스예정

• SM 광야샵 • SM�굿즈샵인광야@서울내 AR�방명록서비스 • 2022.12~ 서비스중

• 신한은행디지로그 • 신한은행서소문지점디지로그내 AR�콘텐츠개발 • 2022.01~ 서비스중

2022년 진행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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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x�SM�AR콘텐츠개발
뉴스기사 :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363

고객사 : 에버랜드 2022.0908

동영상링크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363
https://youtu.be/NLmFoJJo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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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월드컵기간손흥민선수와사진촬영
뉴스기사 : https://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2/12/06/2022120680214.html

고객사 : 메가커피 2022.1109

동영상링크

https://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2/12/06/2022120680214.html
https://youtu.be/Ym246MIxt3k


롯데백화점 AR 포토월, AR�게임, AR�팝업카드콘텐츠
뉴스기사 : https://www.lotteshopping.com/magazine/magazineDetail?mazinNo=MAM00000000000001835

고객사 : 롯데백화점 2022.1010

11동영상링크 동영상링크동영상링크

https://www.lotteshopping.com/magazine/magazineDetail?mazinNo=MAM00000000000001835
https://youtube.com/shorts/txMunYNZdOI?feature=share
https://youtube.com/shorts/ejyViCR7ibc?feature=share
https://www.youtube.com/shorts/b_X0eTbm10w


고객사 : 서울특별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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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AR�네비게이션, AR�포토존
뉴스기사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2207835Y

동영상링크 동영상링크

2022.12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2207835Y
https://youtube.com/shorts/C-dHZmJRbhQ?feature=share
https://youtube.com/shorts/ffZt14B1vuM?feature=share


고객사 : 한국콘텐츠진흥원12

13동영상링크

광화수 AR�프로젝트
뉴스기사 :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82

2022.01

https://youtu.be/NCuvDPrtcyI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82


SHARE –증강현실원격협업솔루션

고객사 : 신한은행13

14동영상링크

2022.01

디지로그 XR  AR비서, AR게임, AR�Tree

https://youtu.be/efH9tmj-Eps


SHARE –증강현실원격협업솔루션

고객사 : 현대자동차14

15동영상링크

캐스퍼 XR
뉴스기사 :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1001_0001600123

2021.12

https://youtu.be/YeSgSkaN_js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1001_0001600123


고객사 : 삼성전자

원격현장의문제상황을 AR 기능을이용하여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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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

AR�메뉴얼및영상, 화면내 AR�저작기능을통한작업지시



주요프로젝트 5G콘텐츠플래그십프로젝트16

17

인사동거리대상게임형 AR�콘텐츠개발

동영상링크

https://youtu.be/H9apFWDtzZ4


주요프로젝트

AR 브로슈어 AR�마케팅 AR�제품소개

LG전자 오뚜기 Sony Bluetooth Earphone

3D�모델을통한제품에대한정보제공및
터치인터랙션을통한상세정보확인

AR 기능을통한제품의특징전달및
카메라촬영을통한 SNS�홍보

제품에대한세부정보확인및 3D�모델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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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동영상링크

https://youtu.be/a48hZue5sO8


주요프로젝트 렛시비어18

19동영상링크

https://youtu.be/GdTT1Gcnj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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