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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이후의 새로운 노멀 Normal로 비대면 (Untacts)이 시대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소통하고 싶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실감있는 온라인으로 정보를 교
류할 방법이 절실합니다.

아시아 최대 ICT 전시회 '컴퓨텍스 2020', 코로나에 전격 취소

9월 말로 연기했다가 아예 취소키로 “컴퓨텍스 2021, 내년 6월 1~5일 개최

코로나19로 막힌 中企 수출길 ‘온라인 전시관’으로 해결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NPNVBEC

"코로나 이후에도 언택트 잘 나갈 것”
코로나 이전부터 언택트문화가 활성화됐다며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전면에 나서는 시기가 앞당겨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2914315339676

코로나19 ‘비대면’ 세상의 역설…디지털이 따뜻해지다

출처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029/103694920/1

코로나 이후는 ‘비대면 시대’… 디지털 전환 속도 빨라진다
2020-10-30위기서 기회 찾는 기업들, AI-5G 등 차세대 사업 투자에 총력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291431533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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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Untact-EX 

:  3D / 360 Panorama VR Exhibition Solution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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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Web�기반 비대면 실감전시회플랫폼

“MyUntacts-EX“는 나만의 비대면 온라인 VR전시 솔루션입니다. 

PC 웹와 모바일 웹을 통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바로 360 파노라마VR 공간에서
기업의 제품/ 솔루션을, 사진/스트리밍 동영상/3D 뷰어를 통해 비대면을 통해
차별적 몰입감으로 전시 관람할 수 있습니다.

ü 360 파노라마 전시관내부에서
유튜브등 스트리밍,포스터 보기,
브로셔 다운로드 가능

ü 입체적 제품 3D 입체로 보기

ü QR를 카메라로 스캔하고,
ü 자신의 명함을 찍어 업로드하여,
ü 5초만에 전시관 참관 등록이 가능

ü 참관객은 전시자명함+부스정보자동메일 수신
ü 전시기업은 참관객+관심도 자동메일수신
ü 주최자는 참관객/전시자 통계정보 자동 제공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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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혁신제품
파노라마3D전시관
및 혁신상품 공공조달 플랫폼

https://www.contrixlab.com/qr/pps/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0연구산업컨퍼런스

https://www.contrixlab.com/qr/koita_bizcard/

https://www.contrixlab.com/qr/pps/
https://www.contrixlab.com/qr/koita_biz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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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이버폭스
3D Virtual Exhibition
국내 1위 광섬유 용융융착기기

https://www.contrixlab.com/qr/fiberfox/

㈜라인어스 rainus

NRF 2021 전시회
3D Virtual Exhibition

https://www.contrixlab.com/qr/rainus-nrf/

※ 핸드폰에서 QR code를 스캔하시면 직접 데모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ontrixlab.com/qr/fiberfox/
https://www.contrixlab.com/qr/rainus-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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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넥서스
프리미엄가구전시장
3D Virtual Exhibition

https://www.contrixlab.com/qr/nexus-360pano-2f-right/

한의학연구원 KIOM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
3D Virtual Exhibition

https://www.contrixlab.com/qr/kiom-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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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융합연구기술
온라인 기술설명회

https://www.contrixlab.com/qr/nst-1st/

n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출연(연) 사업화 유망기술
AI온라인 기술설명회

https://www.contrixlab.com/qr/nst-2nd/

※ 핸드폰에서 QR code를 스캔하시면 직접 데모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ontrixlab.com/qr/nst-1st/
https://www.contrixlab.com/qr/nst-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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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정부출연연구기관
사업화 유망기술페어 2022

https://www.contrixlab.com/qr/nst-3nd/

※ 핸드폰에서 QR code를 스캔하시면 직접 데모를 보실 수 있습니다.

Latest project will be updated.
Coming soon…

https://www.contrixlab.com/qr/nst-3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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