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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oMagic 서비스 특징



홀로그램을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HoloMagic 3D데이터와 IOT기술의 융합 서비스 입니다.

https://pixabay.com/ko/youtube-%EB%A0%88%EB%93%9C-%EC%82%AC%ED%9A%8C-%EC%95%84%EC%9D%B4%EC%BD%98-%EB%86%80%EC%9D%B4-%EB%8F%99%EC%98%81%EC%83%81-%EB%84%A4%ED%8A%B8%EC%9B%8C%ED%81%AC-1495277/


HoloMagic 는 모바일 앱 과 3D홀로그램이 연동되어
자유롭게 조절하여 볼 수 있는 홀로그램







1. 4면이 보이는 홀로그램 홀로그램 같지만 실질적으로 한

면 만 보임

2. 일반 2D영상을만든후 3차원 홀로그램용으로재 재작

3. 3차원 홀로그램영상을만들려면특별한기술이필요

4. 사용자반응(Interactive)을하기 위해서는별도작업필요

1. 2D영상이아닌 3D데이터로 3차원 홀로그램구현

2. 실물처럼서로 다른 4면을볼 수 있음

3. 3차원 홀로그램을 보기 위해따로작업이불필요

4. 3D뷰어로구현하기에사용자의반응에따라위, 아래등

모든 곳을볼 수 있음(Interaction 기본)

5. 앱이나터치스크린으로조작기본

특허등록번호
10-1975820



17인치 패널 3개인 경우

실제 보이는 크기는 약 30 ~35 Cm
정사각형 외 좌, 우, 위 화면이 낭비

47인치 패널 1개로 구성

실제 보이는 크기는 약 45 ~ 50 Cm
보이는 화면을 Full 로 볼 수 있어
일반 홀로그램에 비해 2 ~ 3배로
크게 볼 수 있음

특허출원번호
10-2019-0130440
10-2019-0121319



47인치 홀로그램

홀로그램 앱
(리모콘 기능 포함)

자유로운
좌, 우, 위, 아래,
확대, 축소



항목 내용

사이즈 1150 * 750 * 1850

홀로그램 상 크기 약 50 ~ 55

디스플레이 IPS 47인치 1패널

디스플레이 해상도 1920 * 1080

조도(밝기) 700cd (일반 모니터 250~300)

내부 시스템 Windows10 I5-PC RAM8G, 
SSD256

홀로그램 콘트롤 인터넷(기본), 앱 제공

홀로그램 Glass Mirror Glass + 특수 코팅
(고선명 화질)

받침대 하부 받침 조절 가능

무게 하부(70kg), 상부(75kg)

가격 990만원(VAT 별도)

* 터치스크린, 콘텐츠 제작 별도



3D홀로그램 정면 3D홀로그램 측면



IPS 패널

고 선명저 선명

IPS 패널

IPS패널은 TN패널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
패널로 넓은 시야 각과 뛰어난 색 재현율이
장점
포토그래퍼나 그래픽 작업에 적합

조도(밝기, 휘도) - 700cd

700cd/m
(1M * 1M 내 700개 촛불의 밝기)
일반 실내에서도 선명

IPS 패널

디스플레이 Glass(Mirror)

Mirror Glass + 특수코팅
아크릴에 비해 화면 선명도
기스가 잘 나지 않음(파손주의)

IPS 패널

TN 패널

TN패널은 가장 대중적인 모니터 패널로
다양한 패널 중 가장 먼저 개발된 제품
저렴한 가격과 낮은 전력 소모가 장점

조도(밝기, 휘도) – 350cd

350cd/m
(1M * 1M 내 350개 촛불의 밝기)
일반 실내에서는 흐릿함

IPS 패널

디스플레이 Glass(아크릴)

아크릴재질 + 특수코틍
유리에 비해 화면 선명도 떨어짐
기스가 잘 남, 파손에 상대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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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 롯데건설 모델하우스 3D홀로그램

https://www.mejorimagen.eu/christmas-gift-tag-no-background.html
https://www.vexels.com/png-svg/preview/127329/businessmen-presentation-board-silhouette
https://pixabay.com/ko/youtube-%EB%A0%88%EB%93%9C-%EC%82%AC%ED%9A%8C-%EC%95%84%EC%9D%B4%EC%BD%98-%EB%86%80%EC%9D%B4-%EB%8F%99%EC%98%81%EC%83%81-%EB%84%A4%ED%8A%B8%EC%9B%8C%ED%81%AC-1495277/
https://pixabay.com/ko/youtube-%EB%A0%88%EB%93%9C-%EC%82%AC%ED%9A%8C-%EC%95%84%EC%9D%B4%EC%BD%98-%EB%86%80%EC%9D%B4-%EB%8F%99%EC%98%81%EC%83%81-%EB%84%A4%ED%8A%B8%EC%9B%8C%ED%81%AC-1495277/


홀로에듀(테블릿용)

홀로매직J(대형전시)

홀로매직S(소형전시)

홀로팡(핸드폰용)

홀로그램 앱
(리모콘 기능 포함)

7. 홀로그램 제품 종류





https://purepng.com/photo/10662/led-television
https://pixabay.com/ko/youtube-%EB%A0%88%EB%93%9C-%EC%82%AC%ED%9A%8C-%EC%95%84%EC%9D%B4%EC%BD%98-%EB%86%80%EC%9D%B4-%EB%8F%99%EC%98%81%EC%83%81-%EB%84%A4%ED%8A%B8%EC%9B%8C%ED%81%AC-1495277/


http://www.melsacoop.bg/ru/restaurants/




3D데이터만 업로드 하면 모바일 앱 과 3D VR로
연동되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전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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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3dbank.xyz/


3D데이터 홀로그램 자동화 서비스
영상제작 방식이 아닌 3D데이터로 홀로 그램
자동 생성 및 홀로그램을 조정 하는 서비스

VR 공간에서 3D 서비스
360도 VR 화면에서 3D데이터를 볼 수 있어
사실감을 더하는 서비스

3D데이터를 활용한 홀로그램 화면 분활 최적화 창치 및 방법

3D데이터를 이용하여 쌍방향 인터랙션이 가능한 홀로그램 생성 장치

3D데이터를 이용하여 쌍방향 인터랙션이 가능한 홀로그램 생성 장치





4. 언론소개1

네이버에서 “쓰리디뱅크＂로 뉴스 검색 시 내용



문화유물이 내손안에-쓰리디뱅크
2017.11.06 매일경제

월드 디지털 헤리티지(World Digital Heritage 
특별전 홀로그램 체험 17.10.31 경상일보

4.언론소개2




