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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매직 는 3D 기술과 IOT 기술을 융합한

최첨단 3D홀로그램 기술 입니다.

홀로매직 는 Hologram world 입니다.

3D데이터만 있으면 바로 3D홀로그램을 만들어

모든 것을 홀로그램으로 보여 줍니다.

이제 홀로매직에서는 수 천의 유물을 박물관 보
다 생생하게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볼 수 있어

교육용 또는 전시용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3DWORLD 앱으로 조정 해서 보세요.



정보 전달만 하는 주입식교육 디지털기기를 이용하는 교육

2D사진 동영상의 한계 AR / VR 서비스의한계

보고자하는부분을볼수없는문제 1인칭시점으로여러명이같이불가능



박물관을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 박물관의 유물을 꺼내서 박물관 관람보다
실감나게 우리가 보고 싶을 곳을 마음대로 돌려 보고 확대, 축소 하여 보는 서비스

풍부한 3D콘텐츠 앱을 이용한 3D홀로그램 조정

국립중앙박물관을비롯전국100 여군데

박물관, 생물관, 과학관의3D 자료

1인칭의한계를벗어나여럿명이볼수있는

홀로그램을교육에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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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지역별로 잘 정리된 DB



3DBANK는 국내 10여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문화유산, 박물관, 과학관,

생물관 등의 3D 콘텐츠 10,000여개를 공급 받아
제공 하고 있습니다.

홀로매직S24T
3D콘텐츠 공급 및 제휴기관



멸종된 생물도 눈 앞에서 만날 수 있어요



3D콘텐츠 클라우드 시스템

유저A 태블릿

유저C 핸드폰

유저B 3D 홀로그램

세계 유명 3D콘텐츠 사이트



전체사이즈(m) 크기(LCD사이즈) 해상도 밝기 사운드 무게 가격 비고

550 x 420 x 350 24” 1920x1080 450CD 2W x 2 약 6.5kg 220만원 콘텐츠포함

측면

후면대표 사진(정면도)

45도 면

VAT 제외

윗면

H/W Information

HolomasicS
24 inch LCD,  CPU : Quad-core ARM A57 @ 1.43 GHz

CPU 4-core ARM A57  4 GB 64-bit LPDDR4 25.6 GB/s, Storage 64G

Video Decoder 4Kp60 | 2x 4Kp30 | 8x 1080p30 | 16x 720p30 | (H.264/H.265)

video Encode 4Kp30 | 4x 1080p30 | 8x 720p30 (H.264/H.265)



테블릿과 홀로스쿨을 이용한 교육학습
역사와 자연교육에 실감을 더합니다.

조류(박새)

문화재(국보189호 금제관모)

어류(디스커스)



체험학습으로 즐길 수도 있고 관광기념품으로
즐길 수 있는 홀로그램 KIT





IOT 3D홀로그램 활용 예 -

https://www.youtube.com/watch?v=WBNtp0u3OCU




처음 소개 페이지제품 소개 페이지 어플 다운로드 페이지









자유로운 확대 축소 가능유물에서 3D버튼을
선택 하면



터치로 홀로그램 조절하기

모션으로 홀로그램 조절하기

핸드폰에 3면 홀로그램
영상 만들기

확대, 축소 =>
좌우로 손목을

돌리기

확대 하기

축소 하기

좌로 돌리기

우로 돌리기

위아래로 돌리기



위에서보기 정면보기

좌로보기 뒤에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