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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배경

전시자 관람자

실감 서비스 비교

홀로매직(홀로그램 + 증강현실)

홀로그램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사진

이용 콘텐츠 2D 동영상 3D콘텐츠(객체) 3D콘텐츠(공간)

이용방법 맨 눈(아무 설치 불필요) 앱 설치 HMD 이용

적합서비스 다수용 서비스 1인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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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배경

시간적, 공간적, 관리적 비용 발생 시각적 한계, 거리, 체험 한계

전시자 관람자

문정왕후 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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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서비스 AR/VR 서비스 3D모델링

디지털 교육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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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전시
증강현실

3D홀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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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왕후 어보

2. 홀로매직 이란?

미래교실, 지능형 과학실, 창의 융합형 과학실, AI교실 활용 적합

XR 솔루션 홀로그램 기술과 증강현실 기술을 융합한 솔루션

https://www.youtube.com/watch?v=7wS-G6UNq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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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d0GrgdvruRw&t=6s

소개 영상 교육적으로 활용 범위가 크고 실증을 통한 교육효과 입증

https://purepng.com/photo/10662/led-television
https://www.youtube.com/watch?v=d0GrgdvruRw&t=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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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하기

좌로
돌리기

축소
하기

우로
돌리기

홀로매직

특징 Ⅰ 전원만 있으면 수천점의 콘텐츠를 3D홀로그램과 증강현실로 바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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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매직

웹 브라우처

특징 Ⅱ 다양한 3D데이터 지원, 업로드 즉시 홀로그램과 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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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매직

3DBANK 스케치팹

3. 홀로매직 특징

특징 Ⅲ

믹사모

터보스퀴드

싱기버스

www.mixamo.com

www.mixamo.com

www.mixamo.com

애니메이션
자동셍성

세계최대
3D프린팅
모델

3D 어셋 마켓

www.sketchfab.com

세계 최대 3D 어셋 플랫폼

전세계 3D콘텐츠 플랫폼의 3D데이터를 홀로매직 콘텐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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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설명, 애니메이션이 함께 있는 실감 콘텐츠

수많은 박물관의 유물

새들의 소리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

살아 있는 반려동물

입체를 보는 수학 콘텐츠

나비의 화려한 날개 짓

4. XR콘텐츠

보유 콘텐츠

우주를 설명하는 콘텐츠

다양한 과학 콘텐츠

내장 콘텐츠 2500개, 외장 콘텐츠 약 1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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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R콘텐츠

초등 사회 5학년 2학기 초등 과학 6학년초등 수학 6학년

쌓기 나무 지구의 공전은 무엇일까요?

증강현실

https://youtube.com/shorts/54
enKQODCxA?feature=share

https://youtube.com/shorts/s
VxoFvtISWg?feature=share

앱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로 증강현실 구현

https://youtube.com/shorts/54enKQODCxA?feature=share
https://youtube.com/shorts/54enKQODCxA?feature=share
https://youtube.com/shorts/sVxoFvtISWg?feature=share
https://youtube.com/shorts/sVxoFvtISWg?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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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R콘텐츠

구분 학년 학기 단원

사회

3학년
1학기 2. 우리가 알아보는 고향이야기

2학기 2.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4학년 1학기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5학년 2학기 1.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과학

3학년
1학기

1.동물의 한살이

4.지구의 모습

2학기 1.동물의 생활

4학년 1학기
1.지층과 화석

2.식물의 한살이

5학년
1학기 3.태양계와 별

2학기 2.생물과 환경

6학년
1학기 2.지구와 달의 운동

2학기 4.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수학

5학년 2학기 합동과 대칭

6학년
1학기 각기둥과 각뿔

2학기 공간과 입체

3학년 4학년 5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사회

초등학교 과학

교육용 콘텐츠

초등학교 수학

5학년 6학년

교과 교육에 즉시 사용 가능한 학습안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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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R콘텐츠

3 ~ 4학년 (가)과학(특수)

특수 교육용 콘텐츠

3 ~ 4학년 (나)

5 ~ 6학년 (가) 5 ~ 6학년 (나)

특수교육(발달장애아) 관련 학습안내서 제공



15

4. XR콘텐츠

학습 안내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과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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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홀로매직 서비스

항목
소형

일반 프리미엄
소형 중형

H/W

모델명 홀로매직M24 홀로매직E32 홀로매직M32 홀로매직P32

전체 크기 550 X 420 X 350 735(가로) X 580(세로) X 475(높이)

화면크기(LCD) 24인치 32인치

콘텐츠

내용
박물관, 문화유산, 생물관

(교과연계 콘텐츠)
문화유산

생물, 과학관
증강현실형
+ 교육용

수량 약 2,500개 약 2,000개 3,500개

외장콘텐츠 없음 1년 무상(약1만개)

부가기능

사이트 연계 없음 www.3dbank.xyz

증강현실 제공

3D데이터지원 6가지 포맷 (STL,  OBJ,  PLY,  FBX,  GLB,  GLTF) 업로드 기능 제공

음성, 음향,동영상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23967521 24587055 24587056 24173911

소비자 가격(VAT 포함) 363만원 495만원 495만원 638만원

※ 조달 벤처나라, 학교장터에서 “홀로매직＂을 검색하세요.

※ 홀로매직 제품 하단인 하부장은 별매 입니다.

가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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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홀로매직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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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홀로매직 서비스

교육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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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홀로매직 제품

하드웨어

홀로매직P32 정면 홀로매직P32 측면홀로매직P32 사시도면

※ 홀로매직 제품 하단인 하부장은 별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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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으로 즐길 수도 있고 관광기념품으로 즐길 수 있는 홀로그램 KIT

6. 홀로매직 제품

홀로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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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고객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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