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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내 미팅테크놀로지 관련 회사 디렉토리

NO 상  호 주요사업 웹사이트

1 가이드북 어플리케이션 개발, 데이터 분석 www.guidebook.com

2 기가찬 VR 콘텐츠 제작, 레이아웃 배치 시스템 제공 www.gigachances.com

3 다림 화상회의 솔루션, 스튜디오 제작 www.darim.com

4 다음소프트 행사운영시스템 개발, 데이터 분석 www.daumsoft.com

5 댓츠잇 네트워킹 플랫폼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thatzit.co.kr

6 레드로버 VR 콘텐츠 제작 www.redrover.co.kr 

7 렌탈은행 영상 솔루션 제공, 주변기기 대여 www.rentalbank.co.kr

8 리바이벌랩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네트워킹 플랫폼 개발 congkong.net

9 마이스허브 행사운영시스템 개발 www.micehub.com

10 메드소프트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등록 시스템 운영 www.medsoft.co.kr 

11 모젼스랩
VR 콘텐츠 제작, 문화기술(CT) 콘텐츠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www.mogencelab.com

12 벅시 소셜 렌터카 셰어링 서비스 www.buxikorea.com

13 브이이이코리아 VR 콘텐츠 제작, 전시 기획 www.veecompany.com

14 블루토스 비콘 서비스, 네트워킹 플랫폼 개발, 고객 모니터링 www.bluetos.com

15 비코닉스 비콘 서비스, 데이터 분석 www.beaconyx.com

16 서커스컴퍼니 VR 콘텐츠 제작, 어플리케이션 개발 www.circusar.com

17 시스포유
참가자 등록 시스템 운영, 데이터 관리, 비즈매칭, 
웹사이트 제작

www.sysforu.co.kr

18 씨에스 행사운영시스템 개발, 회계 관리 솔루션 www.ucsit.co.kr

19 씨큐브디자인스튜디오 VR 콘텐츠 제작, 전시 기획, 어플리케이션 개발 www.ccube3.com

20 아르트미디어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www.arhtmedia.com

21 아이크래프트 행사운영시스템 개발 www.icraft21.com

22 아이티앤베이직
네트워킹 플랫폼 운영, 질의응답 시스템 제작, 
어플리케이션 개발

www.itnbasic.com 

23 아임스인터내셔널 참가자 등록 시스템 운영, 데이터 관리 www.eims.kr

24 엑씽크 어플리케이션 개발, 데이터 분석 www.xsync.co

25 NDS솔루션
화상회의 솔루션, 어플리케이션 개발, 
키오스크 제작, 위치안내 솔루션 제공

www.netds.net

NO 상  호 주요사업 웹사이트

26 원투씨엠 스마트 스탬프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 데이터 수집 www.12cm.co.kr

27 유니브이알 VR 콘텐츠 제작 www.univrworld.com

28 유비컴 참가자 등록 시스템 운영, 웹사이트 개발 www.ubcomm.kr

29 유프리즘 화상회의 솔루션, 어플리케이션 개발 www.uprism.com

30 이렌컴더마이스 
행사운영시스템 개발, 데이터 관리, 
영상 솔루션 제공, 주변기기 대여

www.erencomtm.co.kr

31 이벤터스
행사운영시스템 개발, 데이터 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www.event-us.kr

32 이벤트 뱅크 행사운영시스템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www.eventbank.com

33 인포랑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등록 시스템 운영 www.medrang.co.kr

34 지스마트글로벌 디지털 전시 부스 디자인 www.g-smattglobal.com

35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 어플리케이션 개발 www.fondueapp.io

36 퀴즈올
네트워킹 플랫폼 개발, 온라인 투표 시스템 제작, 
어플리케이션 개발

www.quizall.co.kr

37 킨터치 행사운영시스템 개발, 디지털 맵 제작, 데이터 관리 kr.kinterch.com

38 통합정보통신 화상회의 솔루션, 어플리케이션 개발 www.wxw.co.kr

39 티에스엠 행사운영시스템 개발, 전시회 부스 제작 www.tsm.asia

40 티에스엠아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www.tsmi.kr

41 포더비전 VR 콘텐츠 제작, 어플리케이션 개발 www.4thevision.com

42 한국AV 영상 솔루션 제공, 주변기기 대여 www.avkorean.com

43 홀로티브글로벌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www.holotive.co.kr

44 홀로홀릭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주변기기 대여 www.holoholik.com

상기 디렉토리는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에서 미팅테크놀로지 보고서 작성 시 조사한 관련

서비스 제공 회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전수 조사가 아닌 관계로 관련 회사가 추가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