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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개요

회사 연혁

http://www.3dbank.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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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개요

사업 개요

https://www.rpshri.com/multimedia_solutions/three_dimension_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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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XR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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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매직(홀로그램+AR)

메타쇼룸(VR+AR)

HMD 이용(VR)앱 설치(AR) 정보부족(사진)

입체정보가상공간 다수 참여 사실성

솔루션

현서비스 단점

필요 요구사항

2. 주요사업

솔루션

3D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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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영상의 정보제공 한계 AR / VR 서비스의 1인칭 한계 3D프린터의 시간적 한계

2D 서비스 XR서비스 3D모델링

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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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스마트폰으로
증강현실(AR) 직접 체험

공교육에 활용하기 쉬운 실감서비스

선생님은 홀로매직으로 스마트폰으로
조정하며 설명

※ 교과 학습안내서 제공

앱 설치 없이 웹기반으로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는 XR서비스

https://www.youtube.com/watch?v=7wS-G6UNq2k

https://www.youtube.com/shorts/zjzaonTP8R0

서비스 특징

3. 

1. Why
2. Problem
3. Solution
4. product

제5회 문화데이터 경진대회 장려상

https://www.youtube.com/watch?v=7wS-G6UNq2k
https://www.youtube.com/shorts/zjzaonTP8R0
https://www.youtube.com/watch?v=7wS-G6UNq2k
https://www.youtube.com/shorts/zjzaonTP8R0
https://www.culture.go.kr/data/contest/galleryView.do?type=A&year=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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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홀로매직 서비스

구분 홀로매직 일반유사홀로그램 Holus

이미지

콘텐츠
3D 데이터

(애니메이션포함)
2D영상

3D 데이터

(애니메이션포함) 

인터랙션
모바일을통한

확대, 축소, 회전, 음향, 설명

전용 리모콘으로

단순영상 플레이

모바일 APP

단순 선택

특징

1.앱설치없이모든모바일가능

2. AR 기능제공

3.다양한 3D데이터지원(6가지)

4. 3D홀로그램영상크기최대화

5.약 2,000개이상콘텐츠내장

6.학습안내서제공

1. 영상 데이터를 리모콘으로 단순

선택

1. 전용 앱 설치

2. 홀로그램 앞 도크와 모바일

연결

3. 정해진 게임만 이용 가능

이용용도 교육, 전시, 홍보 전시회 가정용, 게임용

홀로매직 차별성 풍부한 콘텐츠와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XR융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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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자 입장

4. 메타쇼룸 서비스

전시자 담당자

현재 홈페이지 360 VR 서비스

웹 서비스

관람자



11

평면의 웹페이지에 전시가능한 가상공간과 증강현실 제공

템플릿 전시관을 이용하여 개인 맞춤형 다양한 전시회 구성

메타버스 전시

4. 메타쇼룸 서비스

전시물 배치 전

전시물 배치 후

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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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메타버스(제*토) 메타쇼룸

가상공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전시 서비스

현실사람->아바타 가상전시->실물전시

앱 서비스(설치필수) 웹 서비스

홈페이지내
이용불가

홈페이지내 이용
가능

증강현실 없음 전시물 증강현실

모든 웹페이지에서 가상전시와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XR서비스

전시회 없음 다양한 전시회

서비스 차별성

4. 메타쇼룸 서비스

제9회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https://www.culture.go.kr/data/contest/galleryView.do?type=A&year=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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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만 찍으면 화면 속의 전시물이 현실에 증강현실로활용 - 체험전시

4. 메타쇼룸 서비스

QR코드 스캔하면
팝업화면이 나타남

AR버튼 클릭하면
폰을 통해 현실에
나타남

증강현실로 나타난 전시물

체험전시 구성 예시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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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만 찍으면 전시물을 현실에서 증강현실로 확인활용 - 홍보전시

4. 메타쇼룸 서비스

증강현실로 나타난 전시물

홍보전시 구성 예시

모니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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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강현실 코디서비스

3D서비스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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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horts/Rd2-XSM3dvw

5. 증강현실 코디서비스

코디서비스 비교

https://www.youtube.com/shorts/Rd2-XSM3d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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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강현실 코디서비스

서비스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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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쟁력

보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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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특허

6.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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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서
(2022.02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선구매 추천확인서
(2022.12 한국발명진흥원)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2020.06 조달청)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2022.12 중소기업유통센터)

정부기관에서 인증한 제품 및 구매 가능성인증서, 확인서

6.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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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레퍼런스

정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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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레퍼런스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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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레퍼런스

교육기관



대표이사 : 김동욱
T. 010-5507-9884

E-mail linesync@naver.com
www.3dbank.xyz

Copyright ©  2021 3DBank. All Rights Reserved.

mailto:linesync@naver.com

	기본 구역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1. 기업개요
	슬라이드 3: 1. 기업개요
	슬라이드 4: 1. 기업개요
	슬라이드 5: 2. 주요사업
	슬라이드 6: 2. 주요사업
	슬라이드 7: 3.  홀로매직 서비스
	슬라이드 8: 3. 홀로매직 서비스
	슬라이드 9: 3. 홀로매직 서비스
	슬라이드 10: 4. 메타쇼룸 서비스
	슬라이드 11: 4. 메타쇼룸 서비스
	슬라이드 12: 4. 메타쇼룸 서비스
	슬라이드 13: 4. 메타쇼룸 서비스
	슬라이드 14: 4. 메타쇼룸 서비스
	슬라이드 15: 5. 증강현실 코디서비스
	슬라이드 16: 5. 증강현실 코디서비스
	슬라이드 17: 5. 증강현실 코디서비스
	슬라이드 18: 6. 경쟁력
	슬라이드 19: 6. 경쟁력
	슬라이드 20: 6. 경쟁력
	슬라이드 21: 7. 레퍼런스
	슬라이드 22: 7. 레퍼런스
	슬라이드 23: 7. 레퍼런스
	슬라이드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