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먼아이티솔루션 회사 소개서
IT와 하나된 휴머니즘을 실현시키는 Human IT Solution이 되겠습니다.

Human IT Solution 는 앞으로 e-Biz 서비스 분야의 Fusion Enterprise Technology를 목표로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실무를 반영한 솔루션 소통을 돕는 프로그램 마음을 움직이는 컨텐츠 마음을 움직이는 컨텐츠 감성 기반 디자인 고객 감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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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먼아이티솔루션 소개

5%
10%

12%

63%

10%

2명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4명

5명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25명

4명기타

40 명
전문등급별
Professional Grade

회사명 주식회사 휴먼아이티솔루션

주소

호남본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80, 제일프라자 302호, 303호
기업부설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 46, 벤처지원센터 305호
서울본부 : 서울 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5 고금빌딩 1F, 2F
영남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F1704

대표번호 Tel. 1599-0578     Fax. 1599-0589

대표이사 최봉두

설립일 2006년 5월

임직원 47명 (임원 2명, 경영기획부 7명, 솔루션사업부 28명, 헬스케어사업부 10명)

홈페이지 http://www.hmit.kr

주요서비스 E-Business Consulting, Solution Development, Multi Media, SI Consulting

업력 15년차
2006년 5월 설립

지재권 60건
특허 및 저작권 등록

47명
2021년 12월 기준

약 55억원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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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전경

위치: 전남도청 앞 제일프라자 3층 위치: 하당보건소 뒤 벤처지원센터 3층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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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전경

위치: 예술의전당 옆 고금빌딩 1,2층 위치: 창원 스마트업타워 1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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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먼아이티솔루션 재무건전성

2017 2018 2019 2020

13억원
11억원

27억원

55억원

매출액 안내

약 55억원

2020년 기준

102.5% ▲

매출액 성장률

2017 2018 2019 2020

8,256만원 5,613만원

3.8억원

4.3억원

영업이익 안내

약 4.3억원

2020년 기준

13.89% ▲

영업이익 성장률

7.9% 

영업이익률

2017 2018 2019 2020

9,627만원
6,712만원

3.7억원

5.5억원

당기순이익 안내

약 5.5억원

2020년 기준

50.44% ▲

당기순이익 성장률

10.1% 

당기순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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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먼아이티솔루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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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5 법인설립 2007

04 ISO 품질 평가 인증

2008

09 HUMAN ERP 시스템 개발

2009

04 생산실시간시스템 구축

2012
09

12

전남 무인민원발급기 안내도우미 앱개발

청실홍실2 18개소 추가 구축

2011
11

12

버스업체 ERP 구축(경남버스업체)

지식재산 경영인상 표창

2010
11

11

시니어 모션 인식 게임 청실홍실 22개군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완료

2015
01

08

11

버스운송사업 시스템 GS인증 획득

여수국가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 서비스

시범사업(20억) 선정

납골당 관리프로그램 구축

5. 휴먼아이티솔루션 연혁

2013
01

03

12

전남개발공사 통합 CMS 및 모바일 개발

HUMAN MES, PLM, SCM, MIS 개발

체감형 게임 XTION 출시

2014
05

08

11

뉴휴먼게이트볼 V2.0 출시

목포과학대학교 학사행정시스템 개발

전주대학교 학생포털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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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먼아이티솔루션 연혁

2016
01

02

05

가상현실기반 재활운동시스템 TION 개발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 체결

H-MES, H-SCM 프로그램 등록

2017
03

04

09

바다과학관 VR해저 잠망경 구축

스마트공장 20개사 구축 협약

HM ENT 오픈

2019
04

07

08

VR 인지재활시스템 TION-PLUS 개발

스마트공장 30개사 구축 협약

혁신조달연계형신기술사업화 사업 협약

2018
01

02

05

스마트공장 시스템 10개사 구축 협약

국내 유일 농수산 통합관리 시스템 AFBIS 개발

VR 인지재활시스템 TION 개발

2020
09

11

12

12

12

스마트공장 37개사 구축 협약

스마트공장 LV4 구축 협약

목포시통합관광정보제공시스템 구축 협약

목포 근대역사관 실감콘텐츠제작 및 설치 협약

88케어 목포치매예방실 오픈 및 운영

2021

특화 산업

스마트 팩토리

점유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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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먼아이티솔루션 인증현황

법인 사업자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버스 경영수지분석 시스템 GS인증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망중소기업 지정서

티온 플러스 GS인증인공지능기업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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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온플러스 〮 티온플러스 효과성 논문

2019

2019 담양 치매 안심센터 1대 담양

2019 평택 노인 복지회관 1대 평택

2019 중앙대학교 재활병원 1대 서울

2019 해전대학교 재활학과 2대 천안

2019 대전 웰니스 재활병원 1대 대전

2019 천안 단국대 병원 1대 천안

2020 경북대 작업치료학과 1대 경북

2020 호산대학교 1대 경북

2020 목포 치매 안심센터 1대 목포

2020 마포구 치매 안심센터 2대
마포

구

2020 기타(기업구매) 18대 전국

총계 32대

〮 Tion-Plus 판매실적

1. 티온플러스

가상현실 치매예방

티온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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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티온플러스 소개

뇌졸중

인지재활
상지재활

Mild Dementia

인지능력향상
신체활동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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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티온플러스 소개

1. MMSE 기반 간이 인지상태 평가 (간단 치매 검사)

2. MVPT 기반 시지각 평가 (편측 무시 평가)

3. 만성기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회복에 도움

4. 평가에 따른 인지능력 훈련 선택

5. 상지 재활이 필요한 환자의 활동 유도

6. 일상 환경 기반의 인지 훈련으로 치매 완화 (예방부터 가벼운 치매까지)

사용목적

뇌졸중은 사망 원인 2위로, 치매와 더불어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질병입니다.

일반적 재활보다 효과가 높은 VR인지 재활은 기억과 주의를 포함한

5가지 치료 연구에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티온 플러스는 만성기 뇌졸중 환자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습니다.

인지재활 및 훈련

치매는뇌의여러부위를손상시키는질환으로인한질병입니다.

치매는복잡하고사람마다다른방식으로경험합니다.

치매예방에특화된생활밀착형맞춤형훈련을만나보세요

치매예방

섬세한설계및기술적해결을통해발달및지적

장애자도사용할수있습니다.

신체활동을유도함으로써전연령층에게건강하고더

나은오늘을선사합니다.

발달 및 지적장애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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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티온플러스 콘텐츠 소개

▪ MMSE-K 기반 간이 정신 상태 평가 (치매 평가)

지남력, 기억, 언어기능, 주의, 이해및판단능력평가

시각적부주의, 시각적운동제어, 조직적시각, 형태개선, 공간적위치인식, 시각적차별평가

▪ MVPT기반 시지각 평가 (뇌손상, 편측무시 확인)

MMSE-K기반의 간이정신상태 검사와
MVPT 기반 시지각 평가를 통해 사용자의 인지 상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세 가지 일상 환경에서 생활 밀착형 훈련이 맞춤형으로 이뤄집니다.



www.hmit.krⅡ. 티온플러스 소개

16

3. 티온플러스 콘텐츠 소개

상점에서 물건을 선택하고 담는 것은 의사 결정, 집중, 공간 탐색 능력이 필요합니다.

치매에 걸리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더 힘들어 집니다.

두정엽과 같은 뇌의 가장 위 부분에 의해 제어되고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으로 손상될 수 있는

눈과 손의 협응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합니다.

▪ 인지기능 향상 훈련 [ 야외 재래 시장 , 도심형 마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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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티온플러스 콘텐츠 소개

기억력, 눈의조화, 언어기능, 주의력, 시각변화, 눈의움직임, 논리적사고능력, 공간지각, 이해판단력등 22가지종류의훈련.

집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숙한 장소입니다
티온 플러스는 익숙한 공간에서 더 많은 훈련이 이뤄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Cognitive Improvement Training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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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쇼핑몰

벤처나라 쇼핑몰

4. 티온플러스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나라장터 MAS 쇼핑몰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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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실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88(팔팔)하게

1. 치매예방실 팔팔케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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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실 구성도

이용자 현황 모니터링

플랫폼 운영을 위한
서버시스템

회원가입
(기본정보입력)

서비스 운영 및 제어

개별서비스관리및
데이터출력

가상현실(VR) 기반
치매예방 및 인지재활

VR 인지재활

평가와훈련도구, 44종 286개미션구성
간이치매진단및치매특화훈련포함
일상환경기반인지기능향상
문맹, 한손사용자모두이용
발달장애부터전연령층사용

몸의움직임을인식하여실시간동작분석
상지, 하지전신운동효과
자체알고리즘을통한프로그램추천
증상별맞춤운동량추천및가이드제공

노인 상지 및 하지 훈련을 위한
시스템 체력측정 및 보행운동,
저강도 운동 등 통합훈련

유인헬스

문맹, 비문맹통합사용
인지기능향상훈련
아트테라피심리게임

2D 기반의 전산화
인지재활시스템 집중력,
기억력 등 12종 훈련서비스 제공

베러코그

관리자 책상

바코드프린터

인바디 + 혈압측정

노인들의신체정보제공및
데이터수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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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헬스케어 플랫폼 소개

3. 헬스케어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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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헬스케어 플랫폼 소개

4. 팔팔케어 혁신제품 지정

혁신제품 지정 조달 혁신몰 6월 중 등록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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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스마트박물관 구축사례

1. 가상현실 전시관 구축

오큘러스 기반 가상현실 VR잠망경 구축“ ”
잠망경 구동방법

방문객의 오큘러스 착용 후 구동
오큘러스 리프트 1ea 구축

관리자 모드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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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스마트박물관 구축사례

1. 가상현실 전시관 구축

얕은 바다 / 중간바다 / 심해바다를 가상현실로 구축



www.hm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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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스마트박물관 구축사례

2. 수중스쿠터 VR 오션피아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영광노을전시관 구축 운영중

[수중스쿠터 기반 해저탐험 VR게임 오션피아]“ ”



www.hm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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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스마트박물관 구축사례

3. 티온 블루레인저

목포 바다를 배경으로 맞춤형 VR 콘테츠 제작“ ”



www.hm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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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스마트박물관 구축사례

3. 티온 블루레인저

> >

> >

> >

탑승 이동 –잠수지점도착 해저라이드 –태평양도착

쓰레기섬 –새끼고래발견 새끼고래잠수정태우기 기계괴물접근 –해저동굴탈출

괴물처치 고래풀어주기 –어미고래조우 귀환 –점수확인

목포어린이바다관 가상현실 체험관 3대 구축



www.hm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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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스마트박물관 구축사례

4. 목포 근대역사관 실감콘텐츠 구축



www.hm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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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스마트박물관 구축사례

4. 목포 근대역사관 실감콘텐츠 구축



www.hmit.kr

SMART FACTORYⅠ. 기업소개Ⅴ. 스마트관광 구축사례



www.hm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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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스마트관광 구축사례

1. 비짓목포 관광객용 앱서비스 구축



www.hm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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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스마트관광 구축사례

2. 비짓목포 사업자용 앱서비스 구축



www.hm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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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스마트관광 구축사례

3. 비짓목포 컨텐츠 관리 CMS 시스템 구축



www.hm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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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스마트관광 구축사례

4. 관련분야 특허기술 보유 - 다국어



www.hm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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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스마트관광 구축사례

5. 관련분야 특허기술 보유 - 혼잡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