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 경남은행 디지털 브랜치 스마트글라스 적용

디지털 트랜드에 걸맞는 브랜치를 만들고자 지점내 상담창구, PB룸, VIP 상담실 등에 스마트글라스를 적용. 평소에는 투명상태를 유지하며, 고객 상담을 위해 불투명으로
전환함으로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상담 공간과 외부의 시선을 차단함으로서 더 안락한 상태에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함.



SK Telecom 프리미엄 대리점 대상 디지털샤이니지(스마트필름) 도입

SKT 5GX 서비스 대외 홍보. 주요 프리미엄 매장들을 대상으로 낮 시간에는 매장이 보이도록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고, 일몰시간부터는 외부로 영상물을 송출하여 지나가는
행인과 차량을 대상으로 홍보함.



AY Entertainment - 임원실, 회의실, 미팅룸 스마트글라스 설치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스마트오피스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함. 각각의 룸은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음. 룸 사용자가 없을 경우는 투명 상태를 유지함
으로서 공간이 넓어보이도록 설계함.



빔인터랙티브 패턴 스마트글라스 설치

신사옥 외부 창에 패턴스마트글라스 설치. 본 제품의 특징은 상단 반원 형태에 패턴을 삽입하였고, 사각형내 4개의 삼각형 패턴을 모두 개별 조작이 가능하여 원하는 형태
의 패턴을 직접 생성할 수 있습니다.



SBS “백종원의 미스터리키친” 스마트글라스 설치

주방에서 셰프가 요리하는 모습을 일부만 보여주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고, 경연에서 진 셰프가 스마트글라스 앞에 서있을때 투명상태로 전환하면서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목적



청담아트필라테스 / 개별 트레이닝 룸 스마트글라스 설치

개별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한 고객들을 위해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줌.. 사용자가 없을 때는 공간을 넓게 보이도록 투명한 상태를 유지함



보로노이 / 회의실, 로비, 연구실 스마트글라스 설치

회의실과 연구실은 보안을 위한 용도이며, 로비의 경우는 아래 사진처럼 필요시 빔스크린 기능으로 활용. 평소에는 투명상태를 유지하면서 공간을 넓어보이도록 함.



㈜디에스케이 공장동 스마트필름 설치

사무실 공간에서 공장동 작업 현황을 보기 위해 설치. VIP 방문 또는 필요시 투명상태로 전환하여 생산현장 모습을 관람할 수 있으며, 평소에는 불투명상태를 유지함.



부산도시공사 – 스마트시티 사업 프로젝트 참여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가까운 미래에 도시 변화를 홍보하기 위함. 주간에는 내부가 보이도록 하며, 일몰이후에는 관련 영상을 외부로 보여주기 위함.



환경부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연구동 스마트글라스 설치

연구동내 상황실과 브리핑실 사이에 스마트글라스를 둠으로서 투명전환시 상황실을 볼 수 있으며, 불투명시 별도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안상 사진촬영 금지로 인해 자료 사진이 부족한 점 양해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 연구원 스마트글라스 설치

연구개발실 내부는 평소 불투명을 유지하며, 관람 또는 외부 관계자 방문시 투명전환하여 내부를 보여줌

※ 보안상 사진촬영 금지로 인해 자료 사진이 부족한 점 양해바랍니다.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스마트글라스 납품

※ 보안상 사진촬영 금지로 인해 자료 사진이 부족한 점 양해바랍니다.



수자원공사 상황실 스마트글라스 납품

상황실과 브리핑실 사이에 스마트글라스를 둠으로서 투명전환시 상황실을 볼 수 있으며, 불투명시 별도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함



한국히타치그룹 스마트글라스 납품

회의가 없을때는 투명 상태로 하며, 회의 진행시 불투명으로 전환하고자 함. 블라인드 대체



대전 한밭대학교 대덕산학융합캠퍼스 Clean room 스마트글라스 설치

평소에는 불투명을 유지하며 내부에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외부 관람객 방문시 연구활동을 보여주기 위함



롯데월드타워 Workflex 스마트글라스 납품

회의실과 로비 공간을 분리함. 회의실 사용시 외부 시선을 차단하고자 사용



삼성전기 부산사업장 스마트필름 납품

연구개발 공간의 보안을 위함. 관계자 방문시 투명상태로 전환함으로서 연구개발 활동 참관 목적

※ 보안상 사진촬영 금지로 인해 자료 사진이 부족한 점 양해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청 본관 시청장실내 스마트글라스 설치

시장실 내방객의 대기 장소로서 내방객 프라이버시 보호 및 직원과 내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슬아 치과 스마트필름 설치

진료 전 또는 치료 후 고객 상담을 위해 설치. 외부 진료와 상담을 분리하고, 휴식시간 원장님 프라이버시를 위함



한국항공우주산업 스마트글라스 납품

연구개발 공간의 보안을 위함. 관계자 방문시 투명상태로 전환함으로서 연구개발 활동 참관 목적

※ 보안상 사진촬영 금지로 인해 자료 사진이 부족한 점 양해바랍니다.



포천시청 스마트필름 납품

상황실과 브리핑룸간 시선 차단을 목적으로 하며, 상황실 참관이 필요할 경우 투명상태 전환



가산디지털단지 스마트글라스 납품

회의가 없을 경우 투명상태 유지하며, 회의 진행시 보안 목적으로 사용



부산 브룩스 호텔 스마트필름 납품

출입문이 닫혀있을 때는 투명상태로 있으며, 출입문이 열리면 불투명 상태로 전환하여 고객 프라이버시를 보호함.



(주)비알씨 Clean Room 스마트글라스 설치

연구개발 공간의 보안을 위함. 관계자 및 외국 바이어 방문시 투명상태로 전환함으로서 연구개발 활동 참관 목적



대구광역시 병원 진료실 스마트글라스 납품

진료 전 또는 치료 후 고객 상담을 위해 설치. 외부 진료와 상담을 분리하고, 휴식시간 원장님 프라이버시를 위함



경남 마산 FRIGO 매장 스마트글라스 설치



강남구 논현동 셜록홈즈 방탈출 카페 스마트글라스 설치

※ 보안상 사진촬영 금지로 인해 자료 사진이 부족한 점 양해바랍니다.

방탈출 게임 중 들어가게 되는 방에 특정 이벤트를 위하여 설치함. 문제를 풀었을 경우 투명상태로 보이게 되면서 방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줌.



대전 유성 선병원 수술참관실 겸 회의실 스마트글라스 설치

의료진들의 수술실 내부를 참관하도록 하며, 수술이 없을 경우는 불투명으로 전환하여 회의실로 사용하도록 구성함



경기도 안양 삼성샘물통증의학과 스마트필름 설치

병원 규모 확장하면서 외부 고객 미팅룸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



창원 로봇 IT 융합 교육기관 스마트글라스 설치

교육 기관내에 스마트글라스를 설치하여 내부는 실습실 및 빔프로젝터 스크린 기능으로 활용하고자 함

[스마트글라스의 빔스크린 기능]



부산여자대학교 스마트글라스 설치

관광학부 제과제빵학과 실습동내 스마트글라스를 설치



부산교통공사 스마트글라스 설치

종합관제소내 스마트글라스 설치로 상황에 따라 투명으로 전환하여 관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자 함



대전국립중앙과학관 스마트글라스 설치

우주선에서 바라보는 듯한 구성으로 은하계 체험을 위해 이중으로 스마트글라스를 설치하여 각각의 스마트글라스에 영상이 나오도록 함. 총 9대의 빔프로젝터를 활용



HELIXMITH 연구소 스마트글라스 설치

연구소내 각 실험실별 스마트글라스 설치. 실험실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면서 외부에서 실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법무법인 회의실 스마트필름 설치

법무법인 사무실 이전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된 곳입니다. 회의실 유리에 스마트필름을 설치하였습니다. 회의중에는 불투명 처리하여 외부 시선을 차단하며, 공실일 때는 투
명상태로 유지하면서 공간을 넓어보이도록 합니다.

기존 프레임과 100% 동일한 디자인의 몰딩으로 마
감하여 일체감과 고급감을 유지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스마트필름 설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내 대회의실, 소회의실에 스마트필름(PDLC)를 설치. 회의실 사용 여부에 따라 투명/불투명 전환



대형안과병원 스마트필름 설치

부산 소재의 대형 안과병원 수술실이 리모델링 되면서 스마트필름을 설치하였습니다. 수술중에는 불투명 처리하여 외부 시선을 차단하며, 공실일 때는 투명상태로 유지하
면서 전문의료기관의 이미지를 강조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프레임과 100% 동일한 디자인
의 몰딩으로 마감하여 일체감과 고급
감을 유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